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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피적으로 투여되는 약학적 활성제에 대한 피부의 침투성을 증가시키는 피부 침투 촉진제 조성물들이 제
공되었다. 이 조성물들은 선택된 약학적 활성제와 소르비탄 에스테르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C1-C4지방

족 알코올을 포함할 수 있다. 적층의 매트릭스 혹은 의약저장기를 갖는 의약전달 시스템과 방법이 제공되
었다.

제1도의 의약저장기타입(10으로 표시)에서, 받침층(12), 의약저장기(14) 그리고 투피스로 된 박리라이너
(16a  와16b)가 제공되었다. 제2도의 18로 표시되는, 적층타입에서는 받침막(20),  저장기(22),  접착제의 
환형층(24), 멤브레인 층(26) 그리고 밀폐가능한 내부라이너가 제공되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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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경피투약을 위한 조성물 및 적층 복합체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적층의 매트릭스 타입의 경피적 시스템의 개략적인 단면도를 나타낸다.

제2도는 본 발명의 적층의 액체 저장기 타입의 경피적 시스템을 나타낸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약학적 활성제의 경피적 투여에 관계된 것이다.

더 상세히, 그러한 활성제에 대한 피부의 침투성을 촉진시키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피부를 통한 의약의 전달은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주로, 그러한 전달수단은 안락하고, 편리하며, 비침해
적인 의약의 투여법이다. 경구치료법에서 겪게 되는 흡수 및 물질대사 속도의 가변성을 피할 수 있고, 다
른 고유의 불편들(예를 들면, 위장의 염증과 기타 같은 종류의 것)이 또한 제거된다. 경피적 의약전달은 
어떤 특정의약의 혈중농도에 대한 고도의 컨트롤을 또한 가능하게 한다.

피부는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비교적 두꺼운 막(membrane)이다. 외계로부터 손상되지 않은 피부를 통과하
여 움직이는 분자들은 첫 번째로 표피를 가질층과 각질층의 표면에 있는 어떤 재질을 통과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분자들은  생육성의  표피,  유두모양의  진피,  그리고  모세관의  벽을  통과해서  혈류(blood 
stream)혹은 임파관을 관통해야 한다. 이와 같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분자들은 각형태의 조직에서, 관통
에 대한 다른 저항을 극복해야만 한다. 피부막을 통한 전달은 이와 같이 복잡한 현상인 것이다. 그러나, 
국소의 조성물 혹은 경피적 침투의약의 흡수에 대한 주된 장애물은 표피의 각질층이다. 표피의 각질층은 
신체의 대부분에 걸쳐 대략 10-15㎛두께의 밀도있고, 매우 각질화된 세포의 얇은 층이다.

피부침투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그리고 특별히 표피의 각질층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즉, 경피적으
로 투여될 의약의 향상된 침투를 이루기 위해), 의약의 투여이전에 침투를 촉진시키는 작용물질(또는 여
기서 침투촉진제라고 가끔 언급됨)로 사전처리될 수 있다. 바람직한 대안으로는, 의약과 침투촉진제가 동
시에 투여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약학적 활성제의 피부를 통한 침투를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조성물은 소르비탄 에스테르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아래에서 설명이 될 것이다. 이 조성물은 지방족 
알코올을 추가성분으로 포함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발명가들은 소르비탄 에스테르 조성물이 
피부를 통과하는 약학적 활성제의 침투를 향상함에 특히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의약의 경피적 투여와 피부침투 촉진제 조성물에 관계되는 수많은 특허와 간행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출
원자들은  소르비탄  에스테르가  추가의  침투촉진복합제없이  침투촉진제로서  유용하다고  제안한다든지 
혹은, 본 발명가들이 본원에서 서술하고 청구하는 것과 같은 소르비탄 에스테르/지방족 알코올 합성물을 
서술하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과 방법은 다양한 의약 및 의약 종류들을 투여함에 유용하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스테로이드의 촉진된 경피적 투여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다른 구체적인 예에 있어서, 본 발명의 시스템과 발명은 향상된 경피적 선속(fluxes)으로 니트로글리
세린의 경피적 투여에 관계된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의 경감과 치료에서 신속하게 작용하는 혈관이
완약으로서 투여되어 온 의약이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또한 울혈성 심장병의 치료에서 다소 높은 일회 복용량으로 사용되어 왔다. 니트로글리
세린의  주된  약리작용은  말초동맥과  정맥에  대한  혈관이완  효과를  낳기  위해  혈관의  평활근(smooth 
muscle)의 이완에 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본래 경구(orally)로 투여되었다가 나중에 볼쪽으로(buccally)투여되었다. 더 최근에, 
경피적 시스템이 개발되었는데, 이 시스템은 의약의 전신계의 생물유용성(systemic  bioavailability)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경피적 니트로글리세린 시스템의 예로서는 Key제약회
사(kenilworth,  New  Jersey)에  의해  제조.판매되는  Nitro-Dur  경피적  침제시스템, Searle제약회사
(Chicago,  Illinois)에 의해 제조된 Nitrodisc,  Bolar  제약회사(Copiague,  New  York)의 니트로글리세린 

경피적 시스템,  CIBA제약회사(Summit,  New  Jersey)에 의해 공급되는 Transderm-Nitro 시스템,  그리고 

Riker제약회사(St, Paul, Minnesota)의 Minitran 시스템들이다.

니트로글리세린의 경피적 투여의 여러 문제점들 중의 하나는 장기간의 투여에서 오는 의약에 대한 내성
(tolerance) 이다. 장기간의 니트로글리세린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하여는 더욱 많은 일회투여량이 요
구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더욱 큰 경피용 패치(transdermal patches)의 상용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분
명히 불편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 발명은 비교적 높은 경피적 선속으로, 더 편리한 크기의, 더 
작은 패치를 사용하여 경피적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기 위한 방법과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니트로글리세린의 높은 일회투여량을 요구하는 협심증과 다른 징후(예를 들면, 울혈성 심장병 
혹은 수술 및 외과적 주변처치중 조절된 저혈압의 생성)에 유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니트로글리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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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피적 투여와 저자극(low irritation)피부침투촉진제를 포함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될 것
이다.

[기술의 설명]

다음의 참고문헌들은 본 발명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일면들에 관계된다.

피부침투  촉진제(일반적으로):피부의  침투성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기술문헌에  알려져 
있다. 미국특허 4,006,218과, 3,551,554와 3,472,931은 각각 디메틸설폭사이드(DMSO), 디메틸포르마이드
(DMF). N,N-디메틸아세트아마이드(DMA) 가 표피의 각질층을 통과하는 약학적 활성제의 흡수를 향상시키는 
것들로 사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피부침투를 향상시키는데 사용되어온 다른 화합물로는 데실메틸설폭사이드(C10MSO);디에틸렌 글리콜 모노

에틸 에테르; 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로레이트(PEGML;예로서 미국 특허 4,568,343을 참조); 글리세롤 모
노로레이트(미국특허 4,746,515);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로레이트; 에탄올(예로서, 미국특허 4,379,454); 
유칼립톨(미국특허 4,440,777); 레시틴(미국특허 4,783,450), 1-치환 아자시클로 헵탄-2-온, 특히 1-n-도

데실시클아자시클로 헵탄-2-온(Nelson Research  Development Co., Irvine, CA에서 만든 상표면 Azone
이 시중에 나와있다. 참고로 미국특허 3,989,816, 4,316,893, 4,405,616, 4,557,934); 리놀레산과 같은 
지방산과 병합한 프로필렌 글리콜 (유럽특허공고 261429); 메틸 라우르산염이나 올레산과 같은 세포 외막 
파괴 화합물과 병합한 N-(히드록시에틸) 피롤리돈(미국특허 4,537,776); C3-C4디올(미국특허 4,552, 872, 

유럽특허출원공고 043738); 혹은 올레산과 올레인(혹은 저급알코올과 병합한 올레일 알코올)의 이성분계
들이 있다.

침투촉진제로서의 소르비탄 유사체(특정적으로):Ogiso  등(J.  Pharmacobio-Dyn.  9:517-525(1986))은 생체 
내에서의 경피적 흡수와 생체외의 인도메타신의 침투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소르비탄 1 올레르산염이 
디메틸설폭사이드(DMSO) 겔(gel)과 병합하여 침투향상제로서 시험되었는데, 그 결과 촉진효능이 없는 것
으로 판명되었다.

1989년에 Ogiso등(J.Pharm. Sci., 78(4):319-323)은 소르비탄 1팔미트산염과 소르비탄3 올레르산염과 같
은 여러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살리실산의 경피적 흡수에 대한 효과를 설명한다.

후자의  두  참고문헌에서는,  소르비탄  에스테르는  DMSO와  연계되어  사용된다.  Konno  등의  미국특허 
4,637,930은 요소(urea)와 추가의 화합물(소르비탄 중간사슬(6-12 탄소원자) 지방산 에스테르일 수도 있
음)로 구성된 혼합액체를 함유하는 니카르디핀 히드로클로라이드의 투여를 위한 경피적 방법을 서술한다.

니트로글리세린의 경피적투여:Wick가 낸 미국특허 4,751,087은 경피적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전달하기 위
한 아실산염에 근거를 둔 접착테이프를 서술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선택적으로 (ⅰ) 지방산 에스테르와 (ⅱ) 글리세릴 1 라우르산염을 피부침투 촉진조합제로서 
포함한다. Gale 등의 특허 4,615,699는 피부침투촉진제로서의 에탄올과 병합하여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
하기 위한 경피전달시스템을 서술한다.

Bodor 등의 미국특허 4,764,381은 침투촉진제로서의 올레산을 함유하는, 경피적 투여를 위한 니트로글리
세린 혼합물을 서술한다. Enscore의 미국특허 4,559,222는 경피적 의약투여를 위한 매트릭스 혼합물을 서
술하는데, 이 매트릭스는 광유, 폴리이소부틸렌, 그리고 콜로이드질 실리콘 디옥사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Gale 등의 미국특허 4,698,062는 환자에 대한 니트로글리세린의 맥동(pulsatile)전달에 영향을 주는 경피
적 의약전달장치에 관한 것이다. Saboltsky 등의 미국특허 4,814,168은 경피적 의약전달 시스템이 니트로
글리세린의 투여에 유용하다고 밝혔는데, 이 시스템은 비닐아세테이트, 폴리에틸렌, 고무, 그리고 점착화
화는 작용물질(tackifying agents)의 다성분 고분자의 의약저장기를 포함한다.

PCT공보 WO83/00093은 니트로글리세린의 경피적 투여를 위한 중합에 의한 확산 매트릭스를 보여주는데, 
이 매트릭스는 두 개의 폴리비닐 알코올 구성성분과 글리세롤을 포함한다. 발명가 Sablotsky 등의  PCT 
공보WO86/00814는 니트로글리세린의 투여를 위한 접착성의 이중층의 경피적 전달시스템을 보여준다.

[발명의 요약]

따라서, 본 발명의 주된 목적은 피부를 통한 약학적 활성제의 통과속도를 촉진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치료적 효과량의 선택된 약학적 활성제를 소르비탄 에스테르를 함유하는 침
투촉진제 혼합물과 병합하여 피부의 선택부위에 응용하는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목적은 (1) 소르비탄 에스테르; 혹은(2) 본원에 상세히 설명이 될 지방족 알코올과 
조합한 소르비탄 에스테르가 필수적 구성이 되는 침투촉진제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약학적 활성제와 (1)소르비탄 에스테르 혹은 (2) 지방족 알코올과 조합한 소르
비탄 에스테르를 필수로 구성하고 있는 침투촉진제 혼합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피부에 부착하도록 디자인된 적층혼합물의 형태로 된 경피적 시스템을 제공하
는 것이다. 이 합성물은 투여될 선택된 약학적 활성제뿐만 아니라 소르비탄 에스테르 및 선택적으로 지방
족 알코올을 포함하는 침투촉진제 혼합물을 함유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저자극성의 피부침투촉진제와 함께 니트로글리세린의 경피적 투여방법을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목적은 본원에 정의내려질 피부침투촉진제 혼합물과 함께 니트로글리세린의 경피적 
투여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경피용 패치로서의 적층혼합물을 사용하여 니트로글리세린과 피부침투촉진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피용 패치는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의약저장층에 의약과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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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촉진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목적은 피부침투촉진제의 부재하에 획득된 것보다 최소한 50% 높은 의약선속(drug 
flux)을 제공하는, 니트로글리세린의 투여를 위한 경피적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목적은 스테로이드 의약의 향상된 경피적 투여를 위한 방법과 조성을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추가의 목적 및 장점과 새로운 특징은 뒤따르는 설명에서 부분적으로 다룰 것이다.

일면으로는, 본 발명은(1)작용물질과(2)소르비탄 에스테르이든, 혹은 C1-C4 지방족 알코올과 조합된 소르

비탄 에스테르를 포함하는 침투촉진제를 미리 정해진 피부부분을 통해, 미리 정해진 시간동안 투여함으로
써 비교적 높은 경피적 선속을 얻기 위하여 약학적 활성제를 경피적으로 투여하기 위한 조성물인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로서는, 피부침투촉진제와 의약이 단일혼합물로 투여된다는 것이다.

많은 의약의 신체로부터의 제거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패치 적용에 선택된 시간을 통하여 상당히 연속적
으로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일면은, 물질의 조성이 제공되는데, 이것은 피부를 통해 약학적 활성제의 전달에 유
용하다. 이 물질조성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a) 치료적 유효량의 약학적 활성제;

(b) 약학적 활성제의 피부를 통한 침투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침투촉진제 혼합물의양. 여기에서 침투
촉진제는 필수적으로 소르비탄 에스테르 혹은 C1-C4 지방족알코올과 조합된 소르비탄 에스테르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일면은, 치료적 시스템이 피부 패치의 형태로서, 위에서 언급한 대로 비교적 높은 
선속으로 경피적으로 의약을 투여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이 피부 패치는 의약에 상당히 불투과성인 상부받침층(upper backing layer)과 최소한 한 개의 약/촉진제 
저장기(여기서 약/ 촉진제 저장기중의 하나가 장치의 기저표면(basal surface)을 형성하고 사용중에 피부
에 접착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음)를 포함하는 매트릭스 타입의 겹판혼합물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 저장
기는 위에서 묘사된 대로 의약과 침투촉진제를 같이 함유하는 매트릭스이다. 이러한 적충혼합물은 가급적 
의약 저장기의 기저의 표면에 얇은 막으로 씌워진 제거가능한 바리라이너(release liner)를 포함한다.

이 박리라이너는 사용 이전에 노출된 저장기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된 폐기가능한 구성요소이다. 
대안으로는, 경피적 치료시스템이 액체저장형의 적층혼합물로 제공되는데, 예를 들면 Chang 등의 미국특
허 4,849,224에 서술되어 있는 바, 앞서 서술한 복합체의 발견이 이 참고문헌에 구체화되어 있다.

또  하나의 일면으로는,  본  발명은 비교적 높은 경피적 선속을 얻기 위해 사전에 결정된 피부 부위를 
통해, 사전에 정해진 시간동안(1) 니트로글리세린(2) 침투촉진제를 동시에 투여함으로써 경피적으로 니트
로글리세린을 투여하는 방법이다.

바람직한 구체적인 예로는, 피부침투촉진제와 의약이 두가지를 함께 포함하는 단일의 혼합물상태로 투여
되는 것이다. 신체로부터 니트로글리세린의 제거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패치 사용에 선택된 시간동
안 계속적으로 투여되는 것이 선호된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니트로글리세린 치료요법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니트로글리세린의 투여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여러 종류의 징후들(예: 협심증의 경감과 치료, 충혈성의 심장병, 기타 같은 종류의 것)
을 위해 디자인된 경피적 방법과 시스템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일면으로는, 치료시스템이 경피적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기 위해 피부 패치의 
형태로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비교적 높은 선속으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피부 패치는 의약에 상당히 
불침투성인 상부 받침층과 최소한 하나의 의약/촉진제 저장기를 포함한다. 그런데, 의약저장기나 촉진제 
저장기 중의 하나가 장치의 기초표면을 형성하며, 사용중 피부에 접착되게 되어 있다. 이 저장기는 본원
에 서술되대로 니트로글리세린과 침투촉진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하나의 일면으로는, 그런 겹판복합체에 의약저장기의 기본 표면에 얇은 막으로 씌워진 떼어
낼 수 있는 보호적 박리라이너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박리라이너는 사용전에 노출된 저장기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된 폐기가능한 구성요소이다. 이 
박리라이너는 이중의 구조가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호된다.

이 이중구조에서는, 첫 번째로 떼어낼 수 있는 보호판은 두 번째로 떼어낼 수 있는 보호판을 부분적으로 
중첩하는데, 이로써 패치의 기초표면으로부터 연장되는 고리끈이 생기게 된다.

[본 발명의 상세설명]

본 발명의 구성, 시스템과 방법을 상세히 서술하기에 앞서, 먼저 이해되어야 할 것은, 본 발명은 특정한 
약품, 소르비탄 에스테르, 지방족 알코올, 혹은 본원에 소개된 적층물질(물론 다른 적층물질도 해당)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해되어야 할 것은, 본원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특정한 실시예를 묘사하기 
위한 것이지,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다.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본 명세서와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사용되는 용어는 비록 단수형이더라도 특
별히 단수형에 한정된다는 언급이 없는 한 복수지시대상물을 포함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의약을 포함
하는 적층구조는 두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의약의 혼합물을 포함하고, 접착제란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접
착제를 의미하며, 소르비탄 에스테르는 두가지 혹은 그 이상의 소르비탄 에스테르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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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을 서술하고 권리주장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아래에 명기된 정의들과 부응하여 사용될 
것이다.

투과성향상(penetration enhancement) 혹은 침투성향상(permeation enhancement)이라는 말은 피부의 약학
적 활성제에 대한 침투성의 증가(즉, 피부를 관통하는 작용물질의 침투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를 말한
다. 침투촉진제(permeation enhancer)는 그러한 침투촉진을 이룩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사용되는 침투촉
진제의 침투촉진량(permeation enhancing amount)은 선택된 작용물질을 어떤 바람직한 정도까지 피부통과
를 촉진시키기에 효과적인 양을 의미한다.

경피적(transdermal) 의약전달에 있어 전통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즉, 피부를 통과해서 혈류로 향하는 경
로에 의한 의약의 전달을 지칭한다. 경점막(transmucosal) 의약전달이란 점막을 통하여 혈류에 약을 전달
하는 것을 뜻한다. 국소(topical) 의약전달이란 여러 가지의 피부질병의 치료에 쓰이는 국소의약의 국소
투여를 의미한다. 이들 용어들은 때로는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즉, 경피적의약전달의 문맥으로 
서술되는 본 발명의 일면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경점막 혹은 국소전달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발명의 구성, 시스템, 방법들은 특별히 달리 명시되지 않는한, 의약전달의 이들 세방식 중
에 어느 한 개의 방식과 동등히 적용될 수 있다.

용어 의약(drug)이나 약학적 활성제(pharmacologically active agent) 는 어떤 복합물이나 물질의 혼합물
을 의미하는데, 유기체 (인간 혹은 동물)에 투여될 때 국소 및/또는 계통적인 작용에 의해 바람직한 약학
적 및/ 또는 생리학적 효과를 유도하는 복합물이나 물질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 용어들은 
의약의 모든 주요한 치료요법/ 예방 요법 분야에서 치료 혹은 예방약품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과 관련해서 유용한 의약들의 예로는, 항생제와 항 바이러스성의 약품과 같은 항전 염병약; 진통
제와 진통성의 화합물; 식욕감퇴제, 항구충제; 항관절염약; 항천식제; 콜린억제 작용물질; 항구토제; 항
우울제; 항당뇨제; 항성사제; 항협압저하제; 항염제; 항편두통제; 항동요병 의약; 항배멀미제; 항종양제; 
항파키슨병약; 항소양증약; 항정신병약; 해열제; 진정제; 콜린억제제; 교감신경흥분제; 크산틴 유도체; 
심장혈관약; 항부정맥제; 항고형압제; 이뇨제; 전신 관상. 말초. 대뇌에 쓰이는 혈관확장제; 충혈제거제; 
스테로이드; 최면제; 면역억제제; 근육이완제; 부교감신경작용차단제; 정신흥분제, 진정제; 정신안정제와 
같은 것들이 있다. 앞서 언급항 용어 정의의 목적을 위해 본원에서 사용되는 의약은 또한 항균물질, 항진
균제, 항균제, 피부성장촉진제, 항건선제, 항좌창약과 같은 종류의 것과 같은 국소적으로 투여되는 국소
의약을 포함한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운반체(carriers) 나 부형제(vehicles)는 현재 발견되어 특허 청구되는 혼합물과 결부
되어 투여함에 적절하며, 약학적 활동이 없는 전달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운반체나 부형제는 액체, 겔, 용제, 액체희석제, 용해제, 기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본원에서 적절한 운반체나 부형제는, 이들이 비독성이고, 의약전달을 방해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도 생
물학적으로든  혹은  달리  바람직하지  않지  않기  때문에,  약학적으로  수용가능(pharmaceutically 

acceptable)하다. 본원에서 사용하기 위한 특정의 적합한 운반체나 부형제들의 예로는 물, 광유, 실리콘, 
무기질겔, 액상의 유제(emulsions), 액설탕, 왁스, 석유젤리, 그리고 여러 종류의 다른 오일들과 고분자
물질들이 있다.

어떤 의약 혹은 약학적 활성제의 치료적으로 유효한(therapeutically effective)양이란 바람직한 치료효
과를 주기위한 의약이나 작용물질의 비독성이지만 충분한 양을 의미한다.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e)은 1,2,3-프로판트리올 3질산염을 의미한다.

즉, 다음과, 같은 구조식을 가진 혼합물이다.

화학식 1

본 발명은 이와같이 피부를 통한 약학적 활성제의 통과속도를 촉진하는 방법을 말하며, 여기서 이 방법은 
피부의 미리 결정된 부위를 통해, 미리 결정된 시간동안 약품과 주로 소르비탄 에스테르나, 소르비탄 에
스테르와 C1-C4 지방족 알코올의 복합물로 구성된 침투촉진제의 병합투여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 발명과 

관련하여 유용한 소르비탄 에스테르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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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2

식에서 치환기 R1은 -O(CO)R'구조를 가지고, 여기서 R'는 포화, 단일 불포화, 이중 불포화, 삼중 불포화 

지방족 탄화수소 치환제(7-21 탄소원자를 가지며, 바람직하게는 11-21 탄소원자)를 포함하는 그룹에서 선
택된다. R'는 1-3 히드록실 군으로 치환될 수도 있다. 치환제 R와 R는 같을 수도 다를 수 도 있다. 그리
고 히드록실 및 -O(CO)R'를 포함하는 군에서 선택된다. R1,R2,R3는 예를들어, 라우릴, 미리스틸, 팔미틸, 

스테아틸, 팔미토레일, 올레일, 리놀레일, 리놀레닐, 혹은 리시노레일 에스테르, 혹은 유사한 것일 수 있
다. 전형적인 소르비탄 에스테르는 장쇄의 소르비탄 모노에스테르이다.

식에서 R1 은 위에서 정의된 대로이며, R'는 탄소 11-21개의 탄화수소이며 R2와 R3는 두 개 모두 수산기이

다. 소르비탄 모노에스테르 종류내에서 특별히 바람직한 화합물은 소르비탄 1올레산염과 소르비탄 1라우
르산염이다.

소르비탄 에스테르에 추가하여, 본 발명의 침투촉진제 혼합물은 지방족 알코올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한 지방족 알코올들은, 에탄올, n-프로판올, 이소프로판올, t-부탄올, 그리고 이들의 혼합물과 같
은 C1-C4 알코놀들이다. 그러나, 올레일 알코올과 같은 더 긴사슬의 알코올(전형적으로 C8-22)이 또한 본원

에서 사용될 수 있다.(예를 들어 실시예8과 9참조).

본원의 혼합물의 전달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은 적절한 혈중농도(blood leve
l)의 의약을 제공하기에 충반한 시간동안에 피부나 다른 조직의 선택된 표면에 의약과 촉진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본 방법은 의약과 촉진제의 단일혼합물상태로 투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단일혼합물이란 
연고,  겔,  크림  혹은  유사한  것의  상태로  만든다.  혹은  미국특허  4,849,224,  4,983,395,  4,568,343, 
3,797,494 혹은 3,742,951에 나타나 있는 의약전달기구의 사용을 포함할 수 있다.

투여될 의약과 위에 설명된 침투촉진제가 연고, 겔, 크림 혹은 유사한 것의 형태로 적용될때에, 혼합물안
에 포함된 의약의 양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 요인들로는, 바람직한 전달속도, 바람직한 일회투여량, 치료되는 질병, 의약의 성질과 활성도, 요망효
과, 가능한 역반응, 그 의도된 목표에 도달되도록 선택된 의약의 능력과 속도, 그리고 환자와 의사의 특
정한 지식내에 있는 다른 요인들이다. 촉진제의 양은 전형적으로 전 조성에 비교적으로 0.1-40(중량%)의 
범위에 있고, 보다 바람직하다면, 2.5-15(중량%)범위이다. 이 혼합물은, 의약과 촉진제 이외에도,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선택된 운반체와 부형제(excipients)및/또는 피부병학적인 연고나 로션에 통상 사용되는 
다양한 의약과 성분(ingredients)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향기, 불투명화제, 방부제, 산화방지제, 
겔화제, 향수, 농축제, 안정화제, 계면활성제, 점활약, 착색제, 그리고 유사한 것들이, 이것들이 약학적
으로 수용할 수 있고 그 의약과 촉진제와 양립할 수 있다면, 존재할 수 있다.

의약품의 투여를 위한 경피적 전달장치는 위에서 묘사된 의약/촉진제의 혼합물로 만들어 졌다. 본원에서 
사용을 위한 바람직한 경피적 의약전달시스템은 적층의 혼합물인데, 이것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의약/침
투 촉진제 저장기와 받침층(backing layer)그리고, 선택적으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추가적은 층(예로는 
추가의 의약 및/또는 촉진제 저장기)을 포함한다. 이것은 경피적 의약전달기술 숙달자라면 쉽게 이해할 
것이다. 제1도는 전형적인 시스템10을 묘사하는데, 피부에 적용되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선별된 약학적 
활성제를 투여한다. 시스템 10은 겹층의 혼합물이며, 거기서 상층 12는 받침층이며, 그 받침칭의 앞면이 
혼합물의 상부표면을 이루고 있다. 의약 저장기는 본문에 묘사된 의약과 촉진제 그리고 14에 나타나는 대
로 받침층의 바로 밑에 인접해 있는 선택적인 운반체나 부형제를 포함한다.

사용하기 전에 보면, 그 겹층은 또한 떼어낼 수 있는 보호용의 박리라이너를 가지고 있다. 바람직하게는, 
1990년 10월 10일에 출원되고, 동시 계속중인 공동으로 양도된 발명의 명칭 향상된 경피적 선속으로 경피
적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기 위한 방법과 장치의 출원번호 07/625,906호에 기재된 바와같이, 박리
라이너는 두 개의 판 16a 와 16b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첫 번째 판 16a는 두 번째 판 16b를 부분
적으로 중첩하고 있다.

추가의 구조층 및/ 또는 추가의 의약/ 촉진제 저장기를 또한 둘 수 있다.

의약저장기는 장기간의 피부접촉에 적합한 감압성(感壓性:pressure-sensitive)인 밀착 접착제로 구성됨이 
바람직하다. 청구범위를 포함한 본원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감압성' 또는 '감압접착성'이란 용어는 위에
서 누름에 의해 잘 접착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의약저장기는 또한 사용되는 의약 및 촉진제 그리고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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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제 혼합물에 적용되는 운반체 및 부형제와 물리적 및 화학적으로 병립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저
장기층으로 사용되는데 선택되는 접착제는, 의약과 촉진제가 접착제에 최소한 약간은 가용성이어야만 한
다. 의약저장기는 두께 2-4mm의 범위가 일반적이다. 의약저장기로서 사용될 적절한 접착제로는 폴리실록
산, 폴리아크릴, 폴리우레탄, 폴리이소부틸렌과 같은 끈적끈적한 고무들과 기타 유사한 것들이다. 의약저
장기로서 쓰일 특별히 바람직한 접착제로는 소수성 접착제로서 교차결합한 아크릴인데, 이것은 National 
Strach  Chemical사 (New York, NY)의  Durotak, 또는, Monsanto사(St. Louis, MO)의 Gelva라는 상표명으
로 구입가능하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같이, 받침층은 의약저장기에 붙어 있으며, 사용중에는 장치의 상층역할을 하며, 장치
의 주된 구조적 요소로 기능을 발휘한다. 받침층은 의약/촉진제 혼합물에 대해 상당히 불침투성인 하나의 
판이나 막(film)의 유연한 탄성중합물질로 되어 있다. 이 받침층은 대체로 두께 1-4mm정도이며, 피부의 
윤곽을 따르도록 되어 관절이나 다른 굴곡부위와 같은 어떠한 피부부분에서도 안락하게 쓸 수 있도록 하
는, 그러한 장치를 허용하는 재질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기계적 변형에 대응하여 피부와 장치 사이의 굴곡성이라든가 탄력성에서의 차이로 
인해서, 피부로부터 장치가 이탈하는 가능성은 거의 혹은 전혀없는 것이다. 본원에서 받침층에 유용한 고
분자의 예로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폴리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 폴리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PEBAX와 같은 블록 혼성중합체, 기타 유사한 것들이다. 받침층은 또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앞서 언급한 고분자들의 겹층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박리라이너는 사용전에 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만 하는, 사용후 폐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체로, 박
리라이너는 의약, 부형제, 그리고 접착제에 대한 불침투성의 재료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박리라이너
는 의약저장기층의 역할을 하는 밀착접착제로부터 쉽게 벗겨질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될 바람직한 박리
라이너는 감압성접착제와 함께 사용하기에 일반적으로 적합한 것이다. 현재는 실란화된 폴리에스터막이 
바람직하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바람직한 구체의 예로는, 이부의 (two-part) 박리라이너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
고, 여기에서 (제1도의 16a에서 보는 바와 같이)첫번째로 떼어낼 수 있는 보호판이 두 번째로 떼어낼 수 
있는 보호판을 부분적으로 중첩하며, 이 중첩부분은 적층의 기저의 표면에서 뻗쳐 나오는 손잡이끈을 생
기게 하는데, 이것은 저장기층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판의 제거를 쉽게 해주기 위함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적층의 혼합물이 제1도에 보이는데, 받침증, 의약저장기, 투피스의 박리라이너로 되
어 있다. 여기에서 의약저장기는 위에 서술된 대로 의약/촉진제 혼합물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어떤 
분량의 의약을 포함하며, 그리고 의약저장기의 나머지는 접착제, 선택적 운반체, 부형제 혹은 유사한 것
들로 되어 있다

이 적층의 혼합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환자의 피부에 직접 부착하여 의약/촉진제 혼합물을 피부
에 방출하도록 하여 순환으로 의약이 침투되게 하는 것이다.

의약저장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접착층은 피부와 접촉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장치들은 표준적인 기술방법으로 만든다. 즉, 의약/촉진제 혼합물의 모든 요소들이 의
약저장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접착제와 혼합되어 받침층이나 박리라이너인 기질(substrate)위에 투하되는 
용매-증발 필름캐스팅법을 써서 만들어진다.

다른 층들은 그 다음에 이 초기의 구조에 엷은 판으로 씌워진다.

대안으로 구체의 예로는, 미국특허 4,849,224에 서술된 대로, 의약을 포함하는 적층의 혼합물이 사용될 
수도 있다. 그 특허에 서술된 대로, 제2도에서의 18로 대체로 보여지는 그러한 장치는 열로 밀폐할 수 있
는 받침막20의 최상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받침막은 의약-촉진제 포뮬러를 위한 저장기 22의 역할을 
하는 역립의 컵모양의 오목한 곳을 가진다. 받침막의 외곽끝의 밑바닥은 저장기의 주변에 있는 감압성접
착제의 환형층 24가 위치하고 있다. 저장기의 밑에, 접착제의 주변의 바로 안쪽으로, 의약-촉진제 포뮬라
가 투과할 수 있는 멤브레인층 26이 있다. 이중봉함할 수 있는(peel sealable) 내부라이너 28은 멤브레인
26과 일부의 받침막20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중 봉함할 수 있는 박리라이너 30은 조립체의 전체 밑
부분을 감싸고 있고 본 장치의 기저표면을 이루고 있다.

본 장치 18은 맴브레인과 받침층 사이에 히트 실(heat seal)32를 가지고 있으며, 받침막과 내부라이너 28
사이에는 떼어낼 수 없는 (일시적인)히트 실이 있다. 본 화합물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대안의 액체
저장기타입의 장치는 미국특허 4,983,395에 서술되어 있고, 또한 본원에 참고로 구체화되어 있다.

바람직한 일회투여량은 투여되는 의약에 따라 다른 것이다. 일일 투여목표량은 치료되는 개인, 나타난 징
후, 그 개인이 그 약을 사용해온 시간의 길이, 그리고 유사한 것들에 의존할 것이다.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의 투여에 관해 좀더 상세히 논하면, 의약과 선택된 침투촉진제 혹은 촉진제가 개인
에게 동시에, 단일 혼합물로 투여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른 의약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투여방법
은 경피적 패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아래에 여러 요소들의 바람직한 양들의 요약될 것이다.

바람직한 구체의 예를 들자면, 니트로글리세린과 선택된 침투촉진제 혹은 촉진제들은 선속이 침투촉진제
의 부재시에 얻어지는 것보다 비교적으로 최소한 50% 정도 증가되며, 대체로 이 선속은 최소 약 10㎍/㎠
/hr이며, 바람직하게는 20㎍/㎠/hr,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30㎍/㎠/hr이 되도록 투여된다. 경피적 의약전
달기술 숙련자들은 앞서 언급한 숫자들이 개략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부침투선속이 
치료를 받는 환자와 경피적 의약전달에 선택된 특정의 피부위치에 따라 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니트로글리세린 투여에 대한 시간대는 12-36 시간이 바람직하고, 12-24시간이 최적이고, 이 투여시
간동안에 의약전달은 대체로 연속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방법과 시스템에서 얻어지는 바람직한 일일 투여량은 니트로글리세린에 대하여 대체로 2.5-
50mg의 범주에 있고, 더 일반적으로는 2.5-20mg의 범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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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일 목표투여량은 투여되는 특정의 약, 치료받는 개인, 나타나는 징후, 그 의약을 써온 개인의 
시간의 기간, 기타에 달려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 발명의 방법과 시스템은 니트로글리세린의 경피적 
투여선속이 대부분의 기존의 경피적 니트로글리세린 시스템 보다 더 신속하고, 따라서 기존의 보편적인 
것보다 높은 일일 투여량을 요구하는 질환(예; 울혈성 심장질환)이나, 그 의약에 대해 어떤 내성이 생긴 
환자를 치료하기에 유용하다.

본 발명은 또한 편리한 크기의 작은 패치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침투촉진제 및 니트로글리세린의 경피적 전달은 의약투여를 위한 피부면적 범위가 1㎠-약 100
㎠이다. 좀 더 높은 선속이 되면, 앞서 언급한 범위내에서 더욱 피부 면적이 작아진다. 즉, 
25㎠이하든지, 더 바람직하게는 10㎠이하이다.

실험

다음 예들은 기술방면의 보통 숙련자들에게 본 발명의 조성과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완전히 공개하고 서술하는 것이고, 본 발명가들이 본 발명을 어떻게 간주하고 있는가 하는 범위를 한정할 
의도는 아니다. 사용된 숫자들(예;양, 온도, 기타)에 관해 정확을 기하려 노력했으나, 어느 정도의 실험
오차와 편차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달리 언급이 없는 한, 부(parts)는 중량부이며, 온도는 섭씨도이며, 압력은 대기압 혹은 그 근방이다.

에스트라디올, 노르에틴드론 아세테이트, 프로게스테론과 핀도롤은 Sigma Chemical 사(St. Louis, MO)에

서 구입했으며, 폴리아크릴 접착용액은 National Starch  Chemical사(New Jersey, Durotak  880-1194, 

80-1054,80-1070)와 Monsanto사(St. Louis, MO, Gelva  737)에서 구입했다. 소르비탄 1올레산염, 소르
비탄 1라우르산염, 그리고 소르비탄 3올레산염은 모두 ICI Americas사로부터 구입했다. 에탄올(USP 95%)
은 Fisher Scientific사에서 구입했다.

접착층은 선택된 폴리아크릴용액과 의약 및 / 또는 촉진제를 혼합한 후 용매를 증발시킨후에 얻어진다. 
농축된 용액은 10mm갭의 Gardner칼을 사용하여 폴리에스터 박리라이너(Release  Technologies, 2-EST-A-
S242M)의 실란화된 표면에 주조된다.

그런 다음, 주조접착제는 대류오븐에서 최종 0.05인치 두께의 접착제코팅을 내도록 15분동안 80℃에서 건
조된다. 그리고 나서, 0.0075인치 두께의 저밀도의 폴리에틸렌필름(Schoeller Technical Paper Co., New 
York)이 건조된 접착제 표면에 3층의 경피적 매트릭스 시스템 구조가 생기게 된다. Merritt와 Cooper가 
J. Controlled Release(1984) 1:161에서 HPLC분석을 사용하여 서술한 대로 시험된 특정의약의 체외 피부 
선속이 인간의 시체피부를 통하여 평가되었는데, 이 연구에서, 박리라이너는 위에 언급한 경피적 매트릭
스 구조의 사전에 절단한 부위로부터 제거되었다. 그리고 나서, 접착기질(matrix)은 열로 분리된 인간의 
표피의 각질층 표면 위에 배치되었다.

그 다음에, 피부는 접착하고 있는 경피시스템과 함게, 즉시 확산용기 위에 고정되었다.

의약의 정상상태선속(㎍/㎠/hr)은 의약이 피부를 통과하는 누적량(㎍/㎠)을 시간의 함수로 선형회기분석
(linear regression analysis) 법에 의해 결정되었다.

[실시예 1]

아크릴 접착제로부터의 에스트라디올 선속에 대한 증가하는 소르비탄 에스테르 수준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진행절차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소르비탄에스테르는 소르비탄 1라우르산염(SML)이었고, 사

용된 아크릴 접착제는 Durotak  80-1194(1194)이었다.

표1에 결과가 나와 있듯이, 얻어진 선속은 소르비탄 1라우르산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함을 발
견하였다.

[표 1]

[실시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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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1의 진행절차를 따라 소르비탄 1올레르산염(SMO)과 소르비탄 1라우르산염의 세가지 다른 아크릴 접

착기질인 Durotak  80-1194(1194), Durotak  80-1054(1054)그리고 Durotak  80-1070(1070)의 에스트
라디올의 선속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였다.

시험된 모든 시스템은 4 중량% 에스트라디올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음 표에 나와 있는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듯이, 두가지의 소르비탄 에스테르가 모든 세가지 타입의 접착기질 중에서 현저히 선속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실시예 3]

상기의 절차를 따라, 에스트라디올 선속에 대한 의약 부하(loading)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아크릴 접
착기질(소르비탄 에스테르를 함유하는 것과 함유하지 않은 것)을 추가로 준비했다. 사용된 아크릴 접착제

는 Durotak  80-1070이었고, 사용된 소르비탄 에스테르는 소르비탄 1 올레르산염이었다. 표3에 결과가 
나와 있다.

소르비탄  1  올레르산염이  테스트된  두  개의  시스템에서  에스트라디올  선속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실시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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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절차를 따라, 에스트라디올을 함유하는 아크릴 접착기질(Durotak  80-1194)을 추가로 준비하였다. 
소르비탄 3올레르산염(STO)를 촉진제로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준비했고, 소르비탄 3올레르산염없이 또 하
나의 시스템을 준비하였다.

소르비탄 3 올레르산염 시스템을 사용하여 얻어진 선속은 컨트롤 시스템(즉, 소르비탄 3올레르산염이 없
는 시스템)에서 얻어진 선속보다 약52% 높았다.

표 4에 결과가 나와 있다.

[표 4]

[실시예 5]

상기  절차를  따라  10중량%  노르에틴드론  아세테이트를  함유하는  아크릴 접착기질(Durotak  80-1194   
80-1054)을 준비하였다. 15중량% 소르비탄 에스테르를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을 
준비하였고, 소르비탄 1 올레르산염과 소르비탄1라우르산염을 표5에 나타난대로 테스트하였다. 표에 요약
된 결과로부터 결론지을 수 있듯이, 소르비탄 올레르산염과 소르비탄 1라우르산염이 두 개의 접착시스템
에서 노르에틴드론 아세테이트를 현저히 증가시켰다.

[표 5]

[실시예 6]

상기 절차를 따라 5중량% 핀도롤을 함유하는 Gelva  737을 사용하는 아크릴 접착기질을 준비하였다. 15
중량% 소르비탄 1올레르산염, 15중량% 소르비탄 1라우르산염, 그리고 15중량% 소르비탄 3올레르산염을 함
유하는 시스템을 준비하여, 어떠한 소르비탄 에스테르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과 비교하였다. 재차, 의약
의 선속은 소르비탄 에스테르를 포함하여 조성된 모든 시스템이 그렇지 않은 경우(즉, 컨트롤 시스템)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가 표6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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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실시예 7]

의약의 에탄올 용액으로부터의 프로게스테론 선속을 아래와 같이 측정하였다.

에탄올/물/글리세린/소르비탄 에스테르 연고를 표7에 요약된 대로 준비하였고, 그로부터 의약의 선속을 
측정하였다.

[표 7]

표7에 요약되어 있는 데이터는 에탄올이 소르비탄 1라우르산염이나 소르비탄1 올레르산염과 조합하게 될 
때, 프로게스테론에 대한 상승적인 향상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실시예 8]

에탄올에 함유된 니트로글리세린(10부피%)은  ICI  Americas사  (Delaware)로부터 구입되었고,  폴리아크릴 

접착용액(Durotak  80-1194)는 National Starch  Chemical사 (New Jersey)에서 구입되었다. 올레일 알
코올은 Henkel사(La Grange, Illinois;HD유탄올, 초순정품)에서 구입하였다. 폴리아크릴 접착용액과 니트
로글리세린 용액, 그리고 올레일 알코올을 요구되는 비율로 혼합시켜 최종용액을 준비하는데, 용매증발한
후에 니트로글리세린 37.5중량%, 올레일 알코올 5중량%, 폴리아크릴 접착제 57.5중량%를 포함한다. 필름
으로서의 주조(casting)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 용액의 점도를 높여주는 방법으로서 이 용액을 회전증
발시키었다. 농축용액을 10mm갭 Gardner칼을 사용하여 폴리에스터 박리라이너(Release Technologies, 2-
EST-A-S242M)의 실란화된 표면위에 부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조된 접착제를 대류 오븐에서 최종 0.0025
인치 두께의 접착 코팅을 만들기 위해 80℃에서 15분간 건조하였다. 그런후, 0.0025인치 두께의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Schoeller  Thchnical  Paper  Co.,  New  York)  을  건조된  접착표면에  얇은  막으로 
씌웠는데, 그 결과 3층으로 된 경피적 매트릭스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상기 절차를 따라, 35중량 % 니트
로글리세린과 65중량% 폴리아크릴의 최종조성을 갖는 또 다른 경피적 매트릭스 시스템을 준비하였다. 이 
매트릭스는 어떠한 촉진제도 포함하지 않았다.

컨트롤로서 촉진제를 함유하지 않은 니트로글리세린 패치(NitroDur II, Key Pharma-ceuticals)와 촉진제

를 함유한 니트로글리세린 패치(Minitran , Riker Pharmaceuticals) 을 병행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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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표9는 위에 묘사된 방법에 따라, 컨트롤 시스템과 경피적 매트릭스 패치를 준비하여 얻은 두가지 다른 실
험에서의 피부선속을 보여준다. 올레일 알코올 기질로 부터 얻는 선속은 위에서 서술된 대로 준비된 촉진
제르 포함하지 않은 NitroDur II컨트롤 패치와 촉진제를 포함하지 않은 니트로글리세린 패치로부터 얻은 
선속보다 훨씬 높았다. 더구나, 올레일 알코올 기질은 촉진제를 포함한 컨트롤 패치(Minitran)보다 훨씬 
높은 니트로글리세린 피부 선속을 주었다.

[표 9]

[실시예 9]

니트로글리세린과 Atlas Powder사 제품인 National Starch Dorotak  80-1194 폴리아크릴을 섞어서 22.1
중량% 니트로글리세린, 35.8중량% 고형 아크릴 접착제와 42.1중량% 전용매를 포함하는 최종액을 준비하였
다. 올레일 알코올(Henkel)혹은 소르비탄 1 올레르산염(Arlacel 80; ICI Americas)을 니트로글리세린/접
착제 용액에 여러 수준으로 용해시켰는데, 최종기질의 혼합물은 건조후 촉진제가 0-7.5 중량%의 범위이었
다. 그런후에, 이 용액들을 실란화된 박리라이너에 붓고, 80℃에서 15분간 건조하여, 최종으로 앞선 실시
예에 서술되어 있는대로 폴리에틸렌 받침막위에 이 용액들을 얇은 막으로 씌웠다. 그리고 난후, 경피적 
니트로글리세린 전달을, 컨트롤시스템으로 Minitran 패치(Riker Labs)를 사용하여 실시예8에서 서술된대
로, 촉진제 부하의 함수로서 결정하였다. 결과가 표3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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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일반적으로, 니트로글리세린 선속은 촉진제(올레일 알코올 혹은 Arlacel  80)의 양이 증가할수록 따라
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실험적  매트릭스  혼합물에서  촉진제를  함유하는  모든  경우가 
Minitran컨트롤의 경우에서보다 높은 니트로글리세린 선속 값을 보였다.

[실시예 10]

실시예9의  절차를  반복하되,  소르비탄  1올레르산염  대신에,  소르비탄  1라우르산염(ICI  Americas사의 

Arlacel  20)을 사용하였다. 촉진제를 함유하지 않은 니트로글리세린 시스템과 비교할 때, 향상된 경피
선속을 얻었따.

[실시예 11]

실시예9의  절차를  반복하되,  소르비탄  1올레르산염  대신에  소르비탄  1  팔미트산염(ICI  Americas사의 

Arlacel  40)이  사용되었다.  촉진제를  함유하지  않은  니트로글리세린  시스템에서  얻어진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향상된 경피선속을 얻었다.

[실시예 12]

실시예9의 절차를 반복하되, 단 소르비탄 1 올레르산염 대신에 소르비탄 3올레르산염(ICI Americas사의 

Arlacel  85)을 사용하였다. 앞서의 실시예들에서와 같이, 얻어진 경피선속이 촉진제를 함유하지 않는 
니트로글리세린 패치에 대해 얻어진 값보다 더 높았다.

[실시예 13]

5중량%의 촉진제(올레일 알코올 혹은 Arlacel  80)를 함유하는 아크릴 기질로부터 니트로글리세린의 촉
진된 경피전달을 세사람의 다른 기증자의 피부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촉진된 니트로글리세린 기질을, 실시예9에서 서술한대로, 준비하였다.

니트로글리세린 피부선속을 NitroDur II 와 Minitran을 컨트롤들로 하여, 실시예 8에 서술된대로 결정하
였다. 체내의 피부선속결과가 표10에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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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올레일 알코올과 Arlacel  80의 촉진제를 포함한 기질로부터의 얻어진 선속이 촉진제를 포함하지 않은 
NitroDur II컨트롤패치에서 얻어진 것보다 거의 두배이었다.

게다가, 촉진제를 포함한 기질방식을 두 개 모두 촉진제를 포한 컨트롤 패치(Minitran) 보다 일률적으로 
높은 니트로글리세린 피부선속을 내었다.

[실시예 14]

박리고리끈을 쉽게 열려면, 두 부분으로 된 박리라이너를 약 1/8 인치만큼 중첩시키면 된다. 그런후에, 
접착제/의약/촉진제 용액을 첫 번째 박리라이너위에 붓고, 말린다음 위의 실시예들에서 서술된대로 받침
막에 얇은 막으로 씌운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박리라이너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서 중첩되어 있던 박
리라이너가 접착제 표면위로 얇은 막으로 씌워진다. 그런후, 최종의 적층패치는 최종의 패치내에서 공간
적으로 박리라이너부분을 중첩하면서, 다이절단(die cut)하게 된다. 다른 대안으로는, 첫 번째 박리라이
너는 받침막을 적층화한 다음에 계속되는 컨트롤 뎁스 스릿(depth slit)일 수도 있다. 그런 다음, 스릿 
라이너(slit liner)의 한 부분이 제거되고, 새로운 부분이 노출된 접착제 부분위에 재적층(relaminated)
된다. 여기에서 새로운 라이너 부분이 원래의 적층물로부터 제거되지 않았던, 나머지의 스릿 프라이어 라
이너(slit prior linner)를 중첩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피부를 통한 약학적 활성제의 침투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a)치료적 유
효량의 상기 약학적 활성제 및 (b)유효량의 소르비탄 에스테르를 포함하며, 상기 소르비탄 에스테르의 양
은 약학적 활성제 및 소르비탄 에스테르를 포함하는 상기 조성물에 대하여 0.1중량% 내지 40중량% 범위이
고, 상기 소르비탄 에스테르는 하기 구조식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상기 식에서, R1은 -O(CO)R'구조를 가지며, 여기서 R'는 7 내지 21개의 탄소원자를 가지는 포화, 단일-불

포화,  이중-불포화, 삼중-불포화 지방족 탄화수소기 또는 1 내지 3개의 수산기를 포함하는 이들의 치환
기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2 및 R3는 수신기 및 -O(CO)R'로 이루어지는 군으로 부터 독립적

으로 선택된다.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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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R'가 1내지 3개의 수산기를 포함하는 11 내지 21개의 탄소원자를 가지는 포화, 단일-불
포화,  이중-불포화, 삼중-불포화 지방족 탄화수소기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2 및 R3는 모두 

수산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르비탄 에스테르가 소르비탄 1 올레르산염, 소르비탄 1라우르산염 및 이들의 혼
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C1-C4 지방족 알코올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C1-C4 지방족 알코올이 에탄올, n-프로판올, 이소프로판올, t-부탄올 및 이들의 혼

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6 

제1항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약학적 활성제 및 상기 소르비탄 에스테르가 단
일 약학 조성물로 존재하고, 상기 조성물은 약학적 비활성 부형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
성물.

청구항 7 

제1항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약학적 활성제가 스테로이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약학적 활성제가 스테로이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로이드가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 노레틴드론 아세테이트 및 이들의 혼합
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로이드가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 노레틴드론 아세테이트 및 이들의 혼합
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1 

제1항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약학적 활성제가 니트로글리세린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약학적 활성제가 니트로글리세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3 

지속적인 시간에 걸쳐서 선택된 피부의 영역을 통하여 약학적 활성제를 투여하기 위한 적층 복합체에 있
어서, (a) 상기 약학적 활성제에 대하여 불투과성인 받침층, (b)그 기저표면이 피부에 접착되기에 적합하
며, 소수성 감압 접작성 폴리머를 포함하는 수용층, (c)치료적 유효량의 상기 약학적 활성제, 및 (d)소르
비탄 에스테르를 포함하며, 상기 소르비탄 에스테르의 양은 약학적 활성제 및 소르비탄 에스테르를 포함
하는 조성물에 대하여 0.1중량% 내지 40중량% 범위이고, 상기 소르비탄 에스테르는 하기 구조식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복합체.

상기 식에서, R1은 -O(CO)R'구조를 가지며, 여기서 R'는 7 내지 21개의 탄소원자를 가지는 포화, 단일-불

포화,  이중-불포화, 삼중-불포화 지방족 탄화수소기 또는 1 내지 3개의 수산기를 포함하는 이들의 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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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2 및 R3는 수산기 및 -O(CO)R'로 이루어지는 군으로 부터 독립적

으로 선택된다.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R'가 1내지 3개의 수산기를 포함하는 11 내지 21개의 탄소원자를 가지는 포화, 단일-불
포화,  이중-불포화, 삼중-불포화 지방족 탄화수소기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2 및 R3는 모두 

수산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복합체.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소르비탄 에스테르가 소르비탄 1 올레르산염, 소르비탄 1라우르산염 및 이들의 혼
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복합체.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C1-C4 지방족 알코올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복합체.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C1-C4 지방족 알코올이 에탄올, n-프로판올, 이소프로판올, t-부탄올 및 이들의 혼

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복합체.

청구항 18 

제13항 및 제14항 내지 제17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약학적 활성제 및 상기 소르비탄 에스테르가 
단일 약학 조성물로 존재하고, 상기 조성물은 약학적 비활성 부형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복합체.

청구항 19 

제13항 및 제14항 내지 제17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약학적 활성제가 스테로이드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적층 복합체.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약학적 활성제가 스테로이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복합체.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로이드가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 노레틴드론 아세테이트 및 이들의 혼
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복합체.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로이드가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 노레틴드론 아세테이트 및 이들의 혼
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복합체.

청구항 23 

제13항 및 제14항 내지 제17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약학적 활성제가 니트로글리세린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적층 복합체.

청구항 24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약학적 활성제가 니트로글리세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복합체.

청구항 25 

제13항 및 제14항 내지 제17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소수성 감압 접착성 폴리머가 가교된 소수성 
감압 접착성 폴리머인 것을 특징을 하는 적층 복합체.

청구항 26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소수성 감압 접착성 폴리머가 가교된 소수성 감압 접착성 폴리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복합체.

청구항 27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소수성 감압 접착성 폴리머가 가교된 소수성 감압 접착성 폴리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복합체. 

청구항 28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소수성 감압 접착성 폴리머가 가교된 소수성 감압 접착성 폴리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복합체.

청구항 29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소수성 감압 접착성 폴리머가 가교된 소수성 감압 접착성 폴리머인 것을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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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적층 복합체.

청구항 30 

제13항 및 제14항 내지 제17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성 폴리머가 폴리실록산, 폴리아크릴레
이크, 폴리우레탄 및 점착성 고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복합체.

청구항 3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성 폴리머가 폴리실록산, 폴리아크릴레이크,  폴리우레탄 및 점착성 고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복합체.

도면

    도면1

    도면2

17-17

101993070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