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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놀롤의 비강 및 장관 투과에 대한 C-말단 변형 밀착결합 조절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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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onula occludens toxin has been shown to reversibly open tight junctions in endothelial and epithelial cel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ermeation activity of C-terminal amidated fragment of Zonula occludens
toxin and co-administration with a fructose polymer on enhancing the nasal and duodenal administration of atenolol. The
C-terminal amidated peptide (Phe-Cys-Ile-Gly-Arg-Leu-NH2) resulted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permeation
of atenolol compared to the control in both nasal and duodenal administration. Also, the permeability enhancing effect of
the C-terminal amidated peptide was significantly promoted by the fructose polymer, levan. C-terminal amidated peptide
together with the addition of levan may be promising as a tight junction modulated permeation enhancer, and allow the
development of the mucosal drug delivery of low bioavailability therapeutic agents.
Keywords Tight junction modulator, C-terminal amidation, fructose polymer, atenolol

서 론(Introduction)

따라서 이상적인 막투과촉진제는 약물과 병용투여하여 약물 자
체의 변형없이 흡수부위의 세포막에서 빠른 흡수촉진 작용을 나

신약개발의 주요 장벽중의 하나는 치료 후보물질을 혈중 유

타내고, 촉진제 제거시 그 효과가 없어지는 가역적 효과를 가져

효 농도를 유지하면서 치료 영역에 도달하도록 약물을 전달하

야 하며, 치료농도에서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생체 적합성

기 쉽지 않은 점이다. 특히 마크로분자나 용해도는 높으나 막

이 있어야 한다.6,7) 이러한 이상적인 특성을 가지는 막투과촉진

투과도가 낮은 BCS Class III 약물의 경우, 장관, 비강 및 혈액

제의 개발의 한 방법으로써 세포간극로를 조절하는 세포간 밀

-뇌 장벽과 같은 점막에서의 투과가 약물의 전신순환이나 특정

착결합(tight junction)에 대한 구조적이고 기능적 접근 방법은 밀

조직으로의 전달 및 수송을 막는 가장 큰 내재적인 장벽이 되

착결합 조절을 통해 세포간극로가 넓어지고 따라서 세포간극로

고 있다.1) 따라서 약물전달체 개발에 있어 막투과촉진제의 약물

를 통한 약물의 전달을 증가되며 생체이용율이 낮은 약물의 생

과의 병용 투여 방법은 약물 자체의 물리화학적인 변형 없이 약

체이용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8)
Zonula occludens toxin은 Vibrio cholerae의 세포막에 위치한

물의 체내 전달량을 증가시키게 되어 효과적이고 명확한 방법
2)

399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로서, 세포간 밀착결합의

중의 하나이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막투과촉진제인 계면활성제, 키토산, 지

조절을 담당하는 zonulin을 모방하여 세포에 존재하는 zonulin

방산, 아실카니틴, 글리세라이드 등은 막의 상피세포에 영향을

수용체에 결합한 후에 밀착결합을 가역적으로 열어 주는 것으

주어 세포 독성 및 흡수 부위의 세포막을 일부 붕괴시키거나,

로 알려져9-11) 세포간 밀착결합 조절제로서 막투과촉진제로의 개

투과촉진효과가 비가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문제점이 있다.3-5)

발이 기대되고 있다. 이 단백질은 Caco-2 세포 단층막과 소뇌의
혈관내피세포에서 다양한 분자량의 물질(만니톨, PEG4000, 이눌
린, 수크로스)과 낮은 생체이용률의 약물(파클리탁셀, 아시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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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사이클로스포린 A 및 독소루비신)에 대해 세포막 투과를 증
가시켰으며,12,13) 막 투과 촉진효과는 가역적이며 세포 독성을 나
타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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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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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ula occludens toxin의 아미노산 잔기 288-293인 6-mer 펩

fessional Hospital Furnishers (Punjab, Pakistan)에서 구입하였다.

타이드(Phe-Cys-Ile-Gly-Arg-Leu)는 세포 간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그 외 모든 시약은 분석용 또는 구입 가능한 가장 높은 등급을

보고된 PAR-2 작용제와 Zonula occludens toxin의 일부 아미노

사용하였다.

15,16)

산 서열(Ile-Gly-Arg-Leu)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분리되었다.

이러한 Zonula occludens toxin 단백질의 활성화 분획으로서의 6-

실험동물

mer 펩타이드는 이눌린, PEG4000, 만니톨과 같은 저분자, 고분

실험동물은 270-300 g에 해당하는 수컷 흰쥐(Male Sprague-

자 마커와 사이클로스포린 A, 칼시토닌, 리토나비어 등 약물의

Dawley rat)를 코아텍(주) (평택,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였다. 흰쥐

세포막 투과를 세포독성 없이 현저히 증가시켰다.17-19) 그리고 이

는 도착 후 최소 2일간 각 케이지에 넣어 사료와 물을 자유롭

러한 6-mer 펩타이드의 약물에 대한 세포막 투과 촉진 효과는

게 주면서 적응시켰다. 또한 12시간씩 명암을 주면서 유지시켰

중합체인 카라기난에 의해 상승효과를 보였다.20,21)

으며 실험 12시간 전에 은 자유롭게 주면서 절식을 시켰다. 동

또한 6-mer 펩타이드의 C-말단을 아미드로 변형한 펩타이드
(Phe-Cys-Ile-Gly-Arg-Leu-NH2)는 저분자 마커인 만니톨을 비강

물실험은 순천향대학교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SCH160046)을 받아 수행하였다.

투여시 대조군에 비하여 AUC를 유의적이고 통계학적으로 증가
시켰다. 이는 펩타이드의 C-말단을 아미드로 변형한 것이 펩타
이드의 안정성을 증가 시키거나 적어도 불안정성을 감소시켜 6-

비강투여 제제의 제조
비강투여를 위한 대조군(2 mg/kg, atenolol alone, control)은 아

22)

테놀롤을 덱스트로스 수용액과 에탄올 용액에 용해시켜 각각

따라서 본 연구는 BCS Class III 약물의 하나이며 고혈압 치

5% 덱스트로스, 10% 에탄올 수용액에 해당되도록 제조하였다.

mer 펩타이드의 투과 촉진 효과를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료제인 아테놀롤에 대하여 C-말단 아미드 변형 펩타이드의 비

아테놀롤 대조군에 적당한 양의 C-말단 아미드 변형 펩타이드

강 및 장관막에서의 세포간 밀착결합 조절제로서의 투과 촉진

(2.5 mg/kg)를 넣어 아테놀롤/펩타이드 제제를 제조하였다. 아테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펩타이드의 세포막에 대한

놀롤 대조군과 아테놀롤/펩타이드 제제에 각각 레반을 가하여

생체 부착성을 증가시켜 펩타이드의 고유한 투과 촉진 효과를

0.5%의 레반 용액(아테놀롤/레반, 아테놀롤/펩타이드/레반)이 되

확인할 수 있도록 수용성 중합체인 레반을 아테놀롤 및 펩타이

도록 제조하였다. 모든 제제는 대퇴 정동맥을 캐뉼레이션 한 흰

드와 병용투여하고자 한다. 레반은 수용성 프룩토오스 중합체로

쥐에 비강투여 직전에 제조하였다.

서 낮은 점도에 대하여 높은 생체 부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
고 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이러한 아테놀

C-말단 아미드 변형 펩타이드와 레반을 포함한 제제의 비강투여

롤에 대한 C-말단 아미드 변형 펩타이드 및 이 펩타이드와 레

흰쥐는 졸레틸50 (20 mg/kg)을 근육주사하여 마취하고 PE-50

반의 병용 투여 결과에 따른 세포간 밀착결합 조절제인 막투과

을 사용하여 대퇴 정동맥을 캐뉼레이션하였다. 캐뉼레이션 후

촉진제의 개발은 향후 BCS Class III 및 생체 이용률이 낮은 약

직전 제조한 다음의 비강투여용 아테놀롤 제제 즉, 1) 아테놀롤

물에 대한 실용적인 약물 전달 기술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독 용액, 2) 아테놀롤/레반, 3) 아테놀롤/펩타이드, 4) 아테놀롤
/펩타이드/레반을 흰쥐에 비강투여를 하였다. 각 제제에 포함된

예상된다.

아테놀롤은 2 mg/kg, 펩타이드는 2.5 mg/kg, 레반은 0.5%이다. 투

실험방법(Experimental Methods)
시약 및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테놀롤과 덱스트로스는 Sigma-Aldrich

여시 비강 점막과의 접촉을 피하여 점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
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십이지장투여 제제의 제조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고, C-말단 아미드 변형

십이지장투여 제제는 saline에 아테놀롤을 넣고 10% 에탄올

펩타이드(Phe-Cys-Ile-Gly-Arg-Leu-NH2, >95%)는 애니젠(주) (광

용액이 되도록 하여 아테놀롤 대조군(2 mg/kg, atenolol alone,

주, 대한민국)으로부터 구입하였다. 레반은 리얼바이오텍(주) (공

control)을 제조하였다. 아테놀롤 대조군에 적당한 양의 C-말단

주, 대한민국)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아세토니트릴과 에탄올은

아미드 변형 펩타이드를 가하여 각각 5 mg/kg과 10 mg/kg로 투

HPLC급(J. T. Baker, Philipsburg, NJ, USA, Fisher Scientific,

여가 가능하도록 아테놀롤/펩타이드 제제를 제조하였다. 그리고

Fair Lawn, NJ, USA)으로 사용하였다. 탈이온수는 Arium® mini
plus Lab Water system (H20-MA-T, Sartorius, Gottingen, Ger-

아테놀롤 대조군과 아테놀롤/펩타이드 제제에 레반을 가하여 각

many)과 cellulose nitrate membrane filters (47 mm, 0.2 µm,

아테놀롤/펩타이드(5 mg/kg)/레반(0.5%), 아테놀롤/펩타이드(10 mg/

각 0.1% 또는 0.5%의 레반이 포함된 제제 (아테놀롤/레반(0.5%),

Whatman, Maidstone, UK)로 추가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졸레틸

kg)/레반(0.1%), 아테놀롤/펩타이드(10 mg/kg)/레반(0.5%))가 되도

50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Virbac (Carros, France)에

록 제조하였다. 모든 제제는 대퇴 정동맥을 캐뉼레이션 한 흰쥐

서 구입하였고, 폴리에틸렌 튜빙(PE-50)은 Becton Dickinson

에 십이지장투여 직전에 제조하였다.

(Sparks, MD,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그 외 수술 도구는 ProVol. 63, No.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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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말단 아미드 변형 펩타이드와 레반을 포함한 제제의 십이지
장투여
십이지장 투여를 위해 흰쥐를 비강투여시와 같이 마취하고 대

39

PK parameter ( treatment )
ER = -----------------------------------------------------PK parameter ( control )

퇴 정동맥을 캐뉼레이션하였다. 캐뉼레이션 후 직전 제조한 다

또한 모든 결과는 평균 ± 평균의 표준편차(mean ± S.E.M.)로 나

음의 십이지장 투여용 아테놀롤 제제 즉, 1) 아테놀롤 단독 용

타내고, 통계처리는 Student’s t-test와 ANOVA followed by Dun-

액, 2) 아테놀롤/레반(0.5%), 3) 아테놀롤/펩타이드(5 mg/kg)/레반

nett’s post hoc test를 이용하였다.

(0.5%), 4) 아테놀롤/펩타이드(10 mg/kg), 5) 아테놀롤/펩타이드(10
mg/kg)/레반(0.1%), 6) 아테놀롤/펩타이드(10 mg/kg)/레반(0.5%)을
개복한 뒤 십이지장에 투여를 하였다.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밀착결합 조절제로서 C-말단 아미드 변형 펩타이드와 레반을

혈장 샘플의 분석
아테놀롤 표준품을 30% EtOH에 녹여 농도를 1000 µg/mL로

포함한 제제의 비강투여
아테놀롤을 2 mg/kg의 용량으로 단독투여, 레반과 병용투여,

만든 후 냉장 보관시키고, 이 용액을 냉동 보관하였던 blank 혈

펩타이드와 병용투여 및 펩타이드/레반과의 병용하여 비강투여

장으로 희석하여 분석직전 검량선용 표준 혈장액을 제조하였다.

한 결과, 혈중농도-시간 곡선에서 펩타이드와 레반을 동시에 병

혈장 시료의 분석은 흰쥐로부터 비강투여의 경우, 5, 10, 20, 30,

용 투여한 경우, 펩타이드와 병용투여한 경우가 혈중 농도가 증

60, 120, 240분, 십이지장투여의 경우, 10, 20, 40, 60, 120, 180,

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레반만으로 병용투여한 것으로 혈중농도

240, 360분에 대퇴동맥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시료 250 µL를 바

곡선과 약동학적 매개변수중 AUC0-t와 Cmax에서 유의적인 차이

로 원심분리(10분간 15,000×g)하여 상층에서 100 µL를 취한 후,

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1).

아세토니트릴 300 µL를 가하여 진탕한 다음 원심분리하여 제단
백 한 후, 이 상층액을 HPLC-M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아테놀롤을 펩타이드와 레반을 동시에 병용투여한 경우,
AUC0-240 min는 50.72 ± 4.98 min µg/mL이고, Cmax는 303.72 ± 42.40
ng/mL으로 각각 아테놀롤 단독투여한 대조군(AUC0-240

HPLC-MS 조건

min

25.15 ± 1.47 min µg/mL, Cmax 130.09 ± 8.34 ng/mL)에 비하여

아테놀롤의 정량은 HPLC-M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HPLC

AUC0-240 min는 2.02배, Cmax는 2.33배 증가하였다. 또한 아테놀롤

는 바이너리 펌프(LC-20AD), 오토샘플러(SIL-20A) 및 기포 제

을 펩타이드만으로 병용투여한 경우는 AUC0-240 min가 1.65배, Cmax

거기로 구성된 Shimadzu 시스템(Kyoto, Japan)을 사용하였다.

는 1.72배 증가하였다(AUC0-240 min 41.49 ± 3.86 min µg/mL, Cmax

HPLC 분석의 컬럼은 C18 역상 컬럼(2.1 150 mm, 3.5 µm particle

223.44 ± 28.88 ng/mL). 펩타이드와 레반 병용투여와 펩타이드만

size; Vydac, Hesperia, CA, USA)을 40oC에서 사용하고, 이동상

의 병용투여의 AUC0-240 min와 Cmax의 대조군에 대한 차이는 통계

은 0.1% 포믹산을 포함한 탈이온수와 0.1% 포믹산을 포함한 아
세토니트릴을 95:5의 비율로 6분간, 유속 0.2 mL/분으로 진행하
였다. MS 시스템은 ESI source를 갖춘 LCMS-2020 시스템(Shimadzu Corp., Kyoto, Japan)으로 positive-ion, selected-ion monitoring (SIM) mode, m/z 267.0의 조건에서 사용하였다. Nebulizing
가스와 drying 가스로 사용되는 질소(>99.999%)는 GeniSys NitroGenerator (Texol Gasgen, Glasgow, Scotland)를 사용하여 발생시
켰다.

결과 분석
혈중 아테놀롤의 농도 분석은 HPLC-MS의 SIM 크로마토그
램의 곡선 면적을 검량선용 표준 혈장액의 곡선 면적으로부터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약동학적 매개변수(pharmacokinetic parameter)
는 WinNonlin 소프트웨어(Pharsight, Mountain View, CA, USA)
의 non-compartmental analysis를 통해 계산하였다. 혈중약물농도
-시간 곡선의 면적(AUC0-t)은 선형사다리꼴 방법(linear trapezoidal
method)으로 계산하였고, 혈중 최고농도(Cmax)와 최고농도 도달
시간(Tmax)은 혈중약물농도-시간 곡선에서 경시적으로 구하였다.
그리고 약동학적 매개변수의 %증가율(enhancement ratio, ER)는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Fig. 1. Average plasma concentration of atenolol versus time in
SD rats following the intranasal administration of each atenolol
(2 mg/kg) formulation: (1) atenolol/peptide/levan ( ●), (2)
atenolol/peptide (▽), (3) atenolol/levan ( ■), and (4) atenolol
alone (◇, control). Each data point represents the mean±S.E.M. of 3
rats. (2.5 mg/kg of peptide (Phe-Cys-Ile-Gly-Arg-Leu-NH2), 0.5% of
levan)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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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armacokinetic parameters in SD rats after intranasal administration of atenolol formulations
AUC0-240 min (min µg/mL)

Cmax (ng/mL)

Tmax (min)

Atenolol/peptide/levan

50.72±4.98*
(2.02-fold)

303.72±42.40*
(2.33-fold)

60.00±0.00
(1.00-fold)

Atenolol/peptide

41.49v3.86*
(1.65-fold)

223.44±28.88*
(1.72-fold)

36.67±12.02
(0.61-fold)

Atenolol/levan

24.62±1.89
(0.98-fold)

128.99±9.75
(0.99-fold)

100.00±20.00
(1.67-fold)

Atenolol alone (Control)

25.15±1.47

130.09±8.34

60.00±0.00

Each data represent the mean ± S.E.M. of 3 rats. Each value in the bracket represents the enhancement ratio of each pharmacokinetic parameter
compared to atenolol alone (2 mg/kg of atenolol, 2.5 mg/kg of C-terminal amidated peptide (Phe-Cys-Ile-Gly-Arg-Leu-NH2), 0.5% of levan)
(*p<0.05).

학적으로 모두 유의성이 있었다(p < 0.05). 그러나 레반만의 병용

27.86 ± 2.19 min µg/mL, 34.59 ± 3.61 min µg/mL, 58.21 ± 7.19

투여의 경우는 대조군에 대비하여 AUC0-240 min와 Cmax가 유의적

min µg/mL). Cmax의 경우에도 각각 레반만 병용투여한 경우 0.86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1).

배로 감소하였으나 레반/펩타이드를 같이 병용투여한 경우 각각

이는 BCS Class III 약물로서 점막투과성이 낮은 아테놀롤에

1.38와 2.49배로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Table 2). 레반(0.5%)/펩

대해 Zonula occludens toxin의 활성화 분획에 대한 C-말단 아미

타이드 10 mg/kg 병용투여의 경우는 대조군에 대비하여 AUC0-360 min

드 변형 펩타이드(Phe-Cys-Ile-Gly-Arg-Leu-NH2)가 비강 점막의

(p < 0.01)와 Cmax (p < 0.05) 모두 대조군에 대비하여 통계학적으

투과성을 증가시켰으며, 레반은 아테놀롤 자체의 막 투과성에

로 유의성을 보였다.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펩타이드의 효과를 상승시켰다. 이는

펩타이드의 용량(10 mg/kg)을 고정하고, 레반의 농도를 0, 0.1,

레반의 높은 생체 부착성의 특성에 따른 펩타이드의 비강 점막

0.5%로 변화시켜 포함하는 아테놀롤 제제의 혈중농도 곡선에서

부착성을 높여 펩타이드의 세포간 밀착결합 수용체에 대한 고

도 아테놀롤의 혈중 농도가 레반의 농도에 따라 증가함을 볼 수

유한 효과를 더욱 높인 것으로 보인다.

있었다(Fig. 3). 즉, 펩타이드의 존재하에 레반의 농도 증가에 따

밀착결합 조절제로서 C-말단 아미드 변형 펩타이드와 레반을

mg/kg)와 레반 0% 즉, 펩타이드와 아테놀롤만을 병용투여한 경

라 아테놀롤의 AUC0-360 min와 Cmax 모두 증가하였다. 펩타이드(10

포함한 제제의 십이지장투여

우, AUC0-360 min는 44.57 ± 2.41 min µg/mL이고, Cmax는 224.56 ±

세포간 밀착결합 조절제로서 C-말단 아미드 변형 펩타이드는

44.59 ng/mL으로 각각 아테놀롤 단독투여한 대조군에 비하여

위장관을 거치면서 분해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막투과 촉
진효과를 상쇄를 배제하기 위하여 십이지장으로 투여를 하였다.
십이지장 투여는 아테롤롤 제제에 대해 레반을 포함한 후 펩타
이드의 용량을 변화시키는 실험을 통해 십이지장에서의 펩타이
드의 막 투과 효과를 확인하고, 펩타이드의 용량을 고정시키고
레반의 용량을 변화시켜 레반의 막 투과 또는 펩타이드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였다.
레반의 농도를 0.5%로 고정하고 펩타이드의 용량을 0, 5,
10 mg/kg로 각각 포함하는 아테놀롤 제제의 혈중농도 곡선을 보
면 아테놀롤 단독 투여에 대비하여 펩타이드의 용량이 증가함
에 따라 아테놀롤의 혈중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2). 또한 레반만을 포함한 아테놀롤 제제는 아테놀롤 단독
제제와 혈중농도 곡선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비강투
여에서 레반이 아테놀롤의 점막 투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각 제제에 대하여 대조군에 대한 AUC0-t와 Cmax의 증가 비율
을 비교하면, AUC0-360

min의

경우 레반(0.5%)만 병용투여, 레반

(0.5%)/펩타이드 5 mg/kg 및 레반(0.5%)/펩타이드 10 mg/kg 병용
투여의 경우 대조군 (AUC0-360 min 26.52 ± 3.01 min µg/mL)에 대
비하여 각각 1.05, 1.30, 2.19배 증가하였다(각각, AUC0-360
Vol. 63, No. 1, 2019

min

Fig. 2. Average plasma concentration of atenolol versus time in
SD rats following the intraduodenal administration of each
atenolol (2 mg/kg) and levan (0.5%) formulation: (1) atenolol/
levan/peptide (Phe-Cys-Ile-Gly-Arg-Leu-NH2, 10 mg/kg) (●), (2)
atenolol/levan/peptide (5 mg/kg) (▽), (3) atenolol/levan (■), and
(4) atenolol alone (◇, control). Each data point represents the mean
± S.E.M. of 3-5 rats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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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세포간 밀착결합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Zonula occludens toxin의 활성화 분획에서 C-말단을 아
미드로 변형한 6-mer 펩타이드(Phe-Cys-Ile-Gly-Arg-Leu-NH2)의
아테놀롤에 대한 비강 및 장관 점막의 투과 촉진 효과를 확인
하였다. C-말단 아미드 변형 펩타이드는 아테놀롤의 비강 및 장
관 점막에서의 AUC와 Cmax를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증가시켰
으며, 이러한 투과 촉진 효과는 수용성 프룩토오스 중합체인 레
반에 의하여 막 투과 촉진 효과가 더욱 상승되었으며 이는 레
반의 낮은 점도에 대하여 높은 생체 부착성의 특성에 따라 펩
타이드의 점막 부착성이 증가되고, 펩타이드의 세포간 밀착결합
Fig. 3. Average plasma concentration of atenolol versus time in
SD rats following the intraduodenal administration of each
atenolol (2 mg/kg) and peptide (Phe-Cys-Ile-Gly-Arg-Leu-NH2,
10 mg/kg) formulation: (1) atenolol/peptide/levan (0.5%) (●), (2)
atenolol/peptide/levan (0.1%) (▽), (3) atenolol/peptide (■), and
(4) atenolol alone (◇, control). Each data point represents the
mean ± S.E.M. of 3-5 rats (*p < 0.05, **p < 0.01)

수용체에 대한 고유한 효과를 더욱 높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
서 본 C-말단 아미드 변형 펩타이드와 레반의 병용 투여에 의
한 제제는 세포간 밀착결합 조절제로서 막투과촉진제로의 개발
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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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그리고 레반을 0.5%로 함유한 경우는 AUC0-360

min가

References

2.19

배, Cmax는 2.49배로 더욱 증가하였다. 아테놀롤의 AUC0-360 min의
경우, 레반의 함량과 관계없이 펩타이드의 존재하면 모두 대조
군에 대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있게 증가함을 볼 수 있었
다(Table 2).
따라서, C-말단 아미드 변형 펩타이드(Phe-Cys-Ile-Gly-Arg-LeuNH2)의 용량에 따라 아테놀롤의 장관 점막의 투과성을 증가시
켰고, 이러한 막투과 촉진 효과는 레반의 농도 증가에 의해 상
승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 수 있다.

1. Amidon, G. L., Lennernas, H., Shah, V. P. and Crison, J. R.: A
theoretical basis for a biopharmaceutic drug classification: the
correlation of in vitro drug product dissolution and in vivo
bioavailability. Pharm. Res. 12, 413-420 (1995).
2. Aungst, B. J.: Intestinal permeation enhancers. J. Pharm. Sci. 89,
429-442 (2000).
3. Dodane, V., Khan, M. A. and Merwin, J. R.: Effect of chitosan on
epithelial permeability and structure. Int. J. Pharm. 182, 21-32
(1999).
4. Sakai, M., Imai, T., Ohtake, H. and Otagiri, M.: Cytotoxicity of
absorption enhancers in Caco-2 cell monolayers. J. Pharm.

Table 2. Pharmacokinetic parameters in SD rats after intraduodenal administration of atenolol (2 mg/kg) formulations
AUC0-360 min (min µg/mL)

Cmax (ng/mL)

Tmax (min)

Atenolol/ peptide (10 mg/kg)/ levan (0.5%)

58.21 ± 7.19**
(2.19-fold)

324.22 ± 50.84*
(2.49-fold)

42.00 ± 9.17
(0.93-fold)

Atenolol/ peptide (10 mg/kg)/ levan (0.1%)

46.98 ± 6.88*
(1.77-fold)

244.68 ± 16.72**
(1.88-fold)

23.33 ± 8.82
(0.52-fold)

Atenolol/ peptide (10 mg/kg)

44.57 ± 2.41**
(1.68-fold)

224.56 ± 44.59
(1.72-fold)

40.00 ± 11.55
(0.89-fold)

Atenolol/ peptide (5 mg/kg)/ levan (0.5%)

34.59 ± 3.61
(1.30-fold)

179.11 ± 18.10*
(1.38-fold)

33.33 ± 6.67
(0.74-fold)

Atenolol/ levan (0.5%)

27.86 ± 2.19
(1.05-fold)

111.38 ± 6.45
(0.86-fold)

73.33 ± 24.04
(1.63-fold)

Atenolol alone (Control)

26.52 ± 3.01

130.24 ± 5.98

45.00 ± 9.57

Each data represent the mean ± S.E.M. of 3-5 rats. Each value in the bracket represents the enhancement ratio of each pharmacokinetic parameter
compared to atenolol alone (*p < 0.05, **p < 0.01).

J. Pharm. Soc. Korea

42

송건형

Pharmacol. 50, 1101-1108 (1998).
5. Duizer, E., van der Wulp, C., Versantvoort, C. and Groten, J.:
Absorption enhancement, structural changes in tight junctions and
cytotoxicity caused by palmitoyl carnitine in Caco-2 cells and
IEC-18 cells. J. Pharmacol. Exp. Ther. 287, 395-402 (1998).
6. Leslie, J., Kujawa, J. M., Eddington, N. D., Egorin, M. and
Eiseman, J.: Stability Problems with Taxol in Mouse Plasma
During HPLC Analysis. J. Pharm. Biomed. Anal. 11, 1349-1352
(1993).
7. Eiseman, J. C. L., Eddington, N. D., Leslie, J., MacAuley, C.,
Sentz, D. S., Zuhowski, M., Kujawa, J. M., Young, D. and
Egorin, M. J.: Plasma Pharmacokinetics and Tissue Distribution of
Paclitaxel in CD2F1 Mice. Cancer Chemother. and Pharmacol.
34, 465-471 (1994).
8. Kondoh, M., Takahashi, A. and Yagi, K.: Spiral progression in the
development of absorption enhancers based on the biology of tight
junctions. Adv. Drug Deliv. Rev. 64, 515-522 (2012).
9. Lu, R., Wang, W., Uzzau, S., Vigorito, R., Zielke, H. R. and
Fasano, A.: Affinity purification and partial characterization of the
zonulin/zonula occludens toxin (Zot) receptor from human brain.
J. Neurochem. 74, 320-326 (2000).
10. Fasano, A., Uzzau, S., Fiore, C. and Margaretten, K.: The
enterotoxic effect of zonula occludens toxin on rabbit small
intestine involves the paracellular pathway. Gastroenterology. 112,
839-846 (1997).
11. Fasano, A. and Uzzau, S.: Modulation of intestinal tight junctions
by Zonula occludens toxin permits enteral administration of
insulin and other macromolecules in an animal model. J. Clin.
Invest. 99, 1158-1164 (1997).
12. Cox, D. S., Gao, H., Raje, S., Scott, K. R. and Eddington, N.D.:
Enhancing the permeation of marker compounds and enaminone
anticonvulsants across Caco-2 monolayers by modulating tight
junctions using zonula occludens toxin. Eur. J. Pharm. Biopharm.
52, 145-150 (2001).
13. Karyekar, C. S., Fasano, A., Raje, S., Lu, R., Dowling, T. C. and
Eddington, N. D.: Zonula occludens toxin increases the
permeability of molecular weight markers and chemotherapeutic
agents across the bovine brain microvessel endothelial cells. J.
Pharm. Sci. 92, 414-423 (2003).
14. Cox, D. S., Raje, S., Gao, H., Salama, N. N. and Eddington, N.
D.: Enhanced permeability of molecular weight markers and
poorly bioavailable compounds across Caco-2 cell monolayers

Vol. 63, No. 1, 2019

using the absorption enhancer, zonula occludens toxin. Pharm.
Res. 19, 1680-1688 (2002).
15. Cenac, N., Chin, A. C., Garcia-Villar, R., Salvador-Cartier, C.,
Ferrier, L., Vergnolle, N., Buret, A. G., Fioramonti, J. and Bueno,
L.: PAR2 activation alters colonic paracellular permeability in
mice via IFN-gamma-dependent and -independent pathways. J.
Physiol. 558, 913-925 (2004).
16. Di Pierro, M., Lu, R., Uzzau, S., Wang, W., Margaretten,
K,.Pazzani, C., Maimone, F. and Fasano, A.: Zonula occludens
toxin structure-function analysis. Identification of the fragment
biologically active on tight junctions and of the zonulin receptor
binding domain. J. Biol. Chem. 276, 19160-19165 (2001).
17. Song, K. H., Fasano, A. and Eddington, N. D.: Effect of the sixmer synthetic peptide (AT1002) fragment of zonula occludens
toxin on the intestinal absorption of cyclosporine A. Int. J. Pharm.
351, 8-14 (2008).
18. Song, K. H., Fasano, A. and Eddington, N. D.: Enhanced nasal
absorption of hydrophilic markers after dosing with AT1002, a
tight junction modulator. Eur. J. Pharm. Biopharm. 69, 231-237
(2008).
19. Gopalakrishnan, S., Pandey, N., Tamiz, A. P., Vere, J., Carrasco,
R., Somerville, R., Tripathi, A., Ginski, M., Paterson, B. M. and
Alkan, S. S.: Mechanism of action of ZOT-derived peptide AT1002, a tight junction regulator and absorption enhancer. Int. J.
Pharm. 365, 121-130 (2009).
20. Song, K. H. and Eddington, N. D.: The influence of stabilizer and
bioadhesive polymer on the permeation-enhancing effect of
AT1002 in the nasal delivery of a paracellular marker. Arch.
Pharm. Res. 35, 359-366 (2012).
21. Song, K. H. and Eddington, N. D.: The influence of AT1002 on
the nasal absorption of molecular weight markers and therapeutic
agents when co-administered with bioadhesive polymers and an
AT1002 antagonist, AT1001. J. Pharm. Pharmacol. 64, 30-39
(2012).
22. Song, K. H., Kim, S. B., Shim, C. K., Chung, S. J., Kim, D. D.,
Rhee, S. K., Choi, G. J., Kim, C. H. and Kim, K.: Paracellular
permeation-enhancing effect of AT1002 C-terminal amidation in
nasal delivery. Drug Des. Devel. Ther. 27, 1815-1823 (2015).
23. Combie, J. and Oner, E. T.: From healing wounds to resorbable
electronics, levan can fill bioadhesive roles in scores of markets.
Bioinspir. Biomim. 14, 011001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