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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항원충제로서의 아지트로마이신 및 이의 유도체의 용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하기  설명하는  일반식(I)  화합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즉,  본  발명은  포유류의  전신성 
원충류  감염치료에  사용하는  특히  톡소플라즈마  곤디(Toxoplasma  gondii)  균주에  의한  원충류감염인 
주혈원충병  치료에  사용하는,  특히  소수의  임부,  및  AISD  환자와  같은  면역  결핍성  환자중에서 다루
기  힘든  주혈원충병치료에  사용하는  일반식(I)의  화합물,  즉  아지트로마이신,  이의  4＂-에피머,  및 
상응하는 4＂-데옥시-4＂-아미노동족체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아지트로마이신이란  에리트로마이신  A로부터  유도된  광범위한  항세균성  화합물인 9a-아자-9a-메틸-
9-데옥소-9a-호모에리트로마이신  A에  대한  미합중국  채택명(속명)이다.  아지트로마이신은 브라이트
(Bright)의  미합중국  특허  제4,474,768호와  코브레헬(Kobrehel)  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4,517,359호
에  각각  기술되어  있다.  ＂N-메틸-11-아자-10-데옥소-10-디하이드로에리트로마이신  A＂는  이들 특허
에서  사용된  명칭이다.  좀더  체계적인  본  명칭은  문헌[참조;  ＂IUPAC  Nomenclature  of  Organic 
Chemistry,  1979  Edition,  ＂Pergamon  Press,  1979,  pp.  68-70,  459  500-503]에서의  환확장  및 환치
환  학명을  근거로  한다. 4＂-에피-아지트로마이신(4＂-에피-9a-아자-9a-메틸-9-데옥소-9a-호모에리
트로마이신  A),  4＂-아미노-4＂-데옥시-아지트로 마이신(4＂-아미노-9a-아자-9a-메틸-9-데옥소-4＂-
데옥시-9a-호모에리트로마이신  A),  및  4＂-에피-4＂-아미노-4＂-데옥시아지트로마이신 A(4＂-에피-4
＂-아미노-9-아자-9-메틸-9-데옥소-4＂-데옥시-9a-호모에리트로마이신  A)와  또한  에리트로마이신 A

로부터  유도된  광범위한  항세균제도  역시  각각,  브라이트의  미합중국  특허  제4,526,889호, 하우스케
(Hauske)와  내겔(Nagel)의  미합중국  특허  제4,512,982호,  및  하우스케와  내겔의  상기  인용문헌의 주
제이다. 

포유류에서의  원충류감염에  대하여,  특히  사람에서의  주혈원충병에  대하여  효과적인  약물에  대한 필
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질환은  태반을  경유하거나,  조직낭포를  함유하는  날고기  또는  요리되지 
않은  고기를  섭취하거나,  고양이  배설물중의  난모세포에  노출됨으로써  유전될  수  있다.  임신전  또는 
임신중에 1차 감염된 모체로부터 태반을 통해 획득되는 신생아에서의 선천성 주혈원충병은 
자연유산,  조산,  사산  또는  기형분만되거나  임상적  질환을  나타내는  아이의  출산을  유도할  수  있다. 
이  질환은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면역시스템이  약화된  환자들,  특히  톡소플라즈마  뇌염이 주
로  발견되는  AISD(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들  중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감염에서는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폰아미드를  첨가한  현행의  피리메타민의  양생법-AIDS환자집단에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비교적  독성인  양생법-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었다.  AIDS환자중  약  20%는 톡소플라
즈마항체에  대해  혈청양성을  나타내며  이들  혈청양성환자중  약  30%는  이러한  환자집단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문제점을 반영하는 톡소플라즈마뇌염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최근  한  계열에  있어서,  환자의  약  50%가  사망했으며  사망까지의  평균수명은  4개월이었다.  또한, 재
발빈도도  대단히  높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투여할  수  있고,  또한  억제치료법으로서 환
자의 생명을 위해 투여할 수도 있는 새로운 약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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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크롤라이드(macrolide)  항생제인  록시트로마이신(에리트로마이신  A의 9-[O-(2-메톡시에톡시
메틸)]옥심)이  마우스에서의  주혈원충병에  대한  활성을  나타내는  사실이  보고되었다[참조;  Hofflin 
and  Remington,  Antimicrobial  Agents  and  Chemotherapy,  vol.  31,  pp.  346-348(1987);  및  이 문헌
에 인용된 참조문헌].

(Ia) 아지트로마이신 : R
1
=OH, R

2
=H.

(Ib) 4＂-에피-아지트로마이신 : R
1
=H, R

2
=OH.

(Ic) 4＂-아미노-4＂-데옥시-아지트로마이신 : R
1
=NH2, R

2
=H.

(Id) 4＂-에피-4＂-아미노-4＂데옥시-아지트로마이신 : R
1
=H, R

2
=NH2.

이제  본  발명자는, R
1
 및 R

2
중  하나가  수소이고  나머지  하나는  하이드록시  또는  아미노인 일반식(I)

의  화합물(본원에서는  통상  아지트로마이신유도체로  명명한다.  상기  참조)이  원충류,  특히 톡소플라
즈마종에  대한  활성이  현저하게  강력하므로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에  있어서,  원충류  감염을 치료하
거나  예방하는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화합
물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임부와  면역손상된  환자에게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톡소플라즈마 곤
디균주에 의한 감염인 주혈원충병을 치료하는데 중요한 화합물이다. 

본  발명의  수행은  용이하다.  일반식(I)의  화합물은  참고문헌에  포함된,  상기  인용된  미합중국  특허 
제4,474,768호,  제4,512,982호  및  제4,526,889호의  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
히  중요한  형태의  아지트로마이신(Ia)는  하기  실시예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제조된  아지트로마이신 
이수화물이다. 

포유류에서의  원충류감염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하는  일반식(I)화합물의  용도는  마우스에서의 톡소플
라즈마  곤디감염  모델에서의  일반식(I)화합물의  현저할  활성에  의해  증명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
자는  쥐과에서의  주혈원충병에  대한  일반식(Ia)의  아지트로마이신의,  생체내활성이  강력하다는 사실

을  밝혀냈다.  톡소플라즈마  곤디의  병원성  RH 균주태키조이테스(tachyzoites)10
2
개를 복강내감염시

키고  24시간  후부터  10일  동안  아지트로마이신  200mg/kg(체중)/일(폴리에틸렌  글리콜  200에 용해
된)을  식이를  통해  경구처리한  마우스는  모두  생존했다.  100mg/kg  및  50mg/kg의  농도에  대한 생존율

은  각각  80%  및  20%이다.  추가실험은,  RH  태커조이테스 10
3
개를  마우스에게  감염시킨  후  3일  동안 

일반식(Ia)의  아지트로마이신  200mg/kg/일을  투여하여,  감염된  마우스  100%가  생존했음을  나나냈다. 

또한,  이  농도의  약물은  RH  태키조이테스 10
2
개를  감염시킨  후  72시간  만큼  늦게  투여한  경우에도 

역시,  감염된  마우스  100%를  보호했다.  추가실험은,  톡소플라즈마  곤디의  C56균주  태키조이테스 10
4

개를  뇌내에  감염시키고  10일  동안  200mg/kg/일을  처리한  마우스의  생존율을  70%이지만,  비처리 대
조군의  생존율은  단지  10%뿐  임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지트로마이신이  톡소플라스마 곤디감
염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  이러한  쥐과에서의  주혈원충병  모델을  좀더 
상세히 설명한 호플린(Hofflin) 등의 상기 인용 참조문헌; 및 이 문헌에 인용된 참조문헌].

포유류에서의  전신성  원충류감염,  특히  톡소플라스  곤디에  의한,  사람에서의  주혈원충병을  치료 또
는  예방함에  있어서,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포함하는  일반식(I)의  화합물을  경구  또는 비경구
투여한다.  통상,  경구투여가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약물은  예방조치로서  만성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에  경구투여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주혈원충병이  위급한  경우를  위한  급성  투여시 비경구투여
가  특히  바람직할  것이며,  이  문제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바람직한  투여용량은 투여경
로에  무관하게  매일  체중  1kg  당  약  5  내지  100mg으로  단일투여하거나  반복투여한다.  특별한 상황에
서,  특히  감염에  의해  생명이  위험받는  경우,  주치의가  판단하여  좀  더  많은  투여용량을  규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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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포유류에서의  전신성  원충류감염,  특히  사람에서의  주혈원충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약제학
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포함하는  일반식(I)의  화합물을  사용하는  경우  단독투여할  수  있지만, 바람직
하게는  활성화합물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또는  희석제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의 형태
로  투여한다.  경구투여용이든  비경구  투여용이든  간에  이러한  약제학적  조성물은  통상적인  약제학적 
방법,  예를  들어,  상기  인용된  미합중국  특허  제4,474,768호,  제4,512,982호  및  제4,526,889호에 기
재된 방법; 및 참조문헌에 기술되어 있는 방법으로 제조한다. 

하기 실시예로 본 발명을 설명하지만, 이들 설명으로만 본 발명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실시예 1]

비흡습성 아지트로마이신 이수화물

[방법 A]

제조실시예  1의  흡습성  일수화물(100g;  함수량  :  3.1%),  테트라하이드로푸란(200ml)  및 규조토(5g)
를  500ml-엘렌마이어  플라스크에서  혼합하고,  30분동안  교반한  후  테트라하이드로푸란  20ml 세척액
으로  여과한다.  혼합된  여액과  세척액을  3ℓ-환저  플라스크로  옮긴다.  용액을  진탕시키고 물(2.0m
l)을  가한다.  5분  후,  계속  진탕시키면서  5분에  걸쳐  헥산(1800ml)을  가한다.  18시간  동안 과립화시
킨  후,  표제생성물을  헥산세척액  1×10ml로  여과하고  회수하여,  진공상태에서  건조시켜  칼 피셔
(Karl Fischer) 방법으로 H2O 4.6±0.2%, 89.5g을 수득한다. 

[방법 B]

제조실시예  1의  흡습성  일수화물(197.6g)  및  테트라하이드로푸란(430ml)을  반응기에  채우고  이 혼합
물을  교반하여  유백색  용액을  수득한다.  활성탄(10g)과  규조토(10g)를  가하고  혼합물을  15분  동안 
교반한  다음,  헥산  800ml로  희석시키고,  규조토로  된  패드상에서  세척용  헥산  250ml를  사용하여 흡
입여과시킨다.  여액과  세척액과의  혼합물  헥산을  사용하여  2500ml가  되도록  희석시키고  34℃까지 가
온한다.  교반하면서, H2 O  24.7ml를  가한다.  혼합물을  실온까지  냉각시키고  5시간  동안  과립화시킨 

후 표제생성물을 회수하여 방법 A에서와 같이 건조시켜 177.8g을 수득한다. 

이수화물은  126℃(뜨거운  단계,  10℃/분)에서  정확하게  용융하고;  시차주사열량계  측정(가열율, 20
℃/분)에  의하면  127℃에서  흡열을  나타내고;  열중량  분석(가열율,  30℃/분)에  의하면  100℃에서는 
1.8%의 중량손실을 나타내고 150℃에서는 4.3%의 중량손실을 나타낸다. 

ir(KBr)  3953,  3553,  3488,  2968,  2930,  2888,  2872,  2872,  2780,  2089,  1722,  1664,  1463,  1426, 
1380,  1359,  1344,  1326,  1318,  1282,  1270,  1252,  1187,  1167,  1157,  1123,  1107,  1082,  1050, 
1004,  993,  977,  955,  930,  902,  986,  879,  864,  833,  803,  794,  775,  756,  729,  694,  671,  661, 

637, 598, 571, 526, 495, 459, 399, 374, 321 및 207cm
-1
; [α]

26

D=-41.4℃(C=1, CHCl3)

C38 H72 N2 O12 2H2O에 대한 원소분석

계산치 : C; 58.14, H; 9.77, N; 3.57, OCH; 3.95, H2O; 4.59.

실측치 : C; 58.62, H; 9.66, N; 3.56, OCH3; 4.11, H2O; 4.49.

중화당량(1 : 1 CH3CN : H2O중의 0.5N HCl) :

계산치 : 374.5.

실측치 : 393.4.

물  4.1%(이론치  미만)를  함유할  때까지  약간  건조시킨  이수화물  샘플들을  상대습도  33%,  75%  또는 
100%에서  신속하게  탈수시켜  이수화물에  대한  이론적  함수량(4.6%)을  달성한다.  함수량은  상대습도 
33%  및  75%에서,  적어도  4일  동안  기본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상대습도  100%에서,  함수량은  약 
5.2로 더 상승하고, 여기에서 다음 3일간 본질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상대습도  18%에서  유지된  동일한  이수화물  샘플은  점차적으로  수분이  손실된다.  4일째  함수량은 
2.5%이고 12일째 함수량은 1.1%이다. 

[실시예 2]

경구용 현탁제를 위한 아지트로마이신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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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분말성분들을 완전히 혼합한다 :

생성된  혼합물은  1g  당  47.75mg의  아지트로마이신  활성을  함유한다.  황갈색  나사뚜껑을  구비하는 병
(60ml)에  10.47g의  혼합물을  채운다.  현탁액으로서  경구투여하기  전에,  증류수를  가하고(25ml) 혼합
물을  진탕시킨다.  이  혼합물중  1티스푼(5cc)은  아지트로마이신  100mg투여용량을  제공한다.  투여용량 
용적을 적당히 변형시켜 더 많거나 더 적게 투여한다. 

[실시예 3]

경구투여용 아지트로마이신 캡슐제(250mg)

하기 성분을 정확하게 측량하여 혼합하고 15분동안 적당한 혼합기로 혼합한다. 

혼합물질을  제2A호  플레이트(0.093＂)가  구비된  피츠(Fitz)JT  제분기를  사용하여  서행속도에서 전진
형나이프로  분쇄시키고,  분쇄된  혼합물을  15분  동안  더  혼합하고  측량한다.  이어서  생성된  분쇄  및 
배합 혼합물(5977.2g)을 활탁제혼합물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 나트륨 라우릴 설페이트(9 : 
1)(91.65g)와  5분  동안  혼합하고,  혼합물을  3/4＂평활면  펀치로  된  6개  부분이  구비된  스톡(Stoke) 
DD-2상에서  더  슬러그(slug)화시키고,  슬러그를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재분쇄시키고  더  혼합하여 
과립화시킨다.  생성된  과립화  혼합물(5869g)과  추가의  9  :  1활탁제(29.5g)를  혼합하고,  이  물질을 
자나시(Zanasi)  RM-63  캡슐제조기상에서  충진중량  483±23mg을  제0호  캡슐로  캡슐화시켜 아지트로마
이신 활성이 250 내지 275mg인 캡슐제를 수득한다. 

캡슐크기,  충진중량  및  혼합물내에서의  아지트로마이신의  비율을  적당하게  변형시킴으로써, 아지트
로마이신 활성이 100mg, 125mg, 375mg 또는 500mg인 캡슐제를 제조한다. 

아지트로마이신  대신  등량의  활성성분(유리  염기로서  효능에  대해  수정된)을  사용하여,  유사한 방법
으로  4＂-에피-아지트로마이신,  4＂-아미노-4＂-데옥시-아지트로마이신  및 4＂-에피-4＂-아미노-4＂

-데옥시-아지트로마이신 캡슐제를 제조한다. 

[실시예 4]

경구투여용 아지트로마이신 정제(250mg)

하기 성분들을 정밀측량하고 혼합하고 적당한 혼합기에서 30분 동안 혼합한다 :

배합물을  전방  나이프가  구비된  제3호  플레이트(0.125＂)가  구비된  피츠패트릭(Fitzpatrick)  D 분쇄
기에서  3600rpm으로  분쇄시키고  30분  동안  더  혼합한다.  생성된  분쇄  혼합물(39,192g)에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784.8g을  더  가하고  5분  동안  계속  혼합한다.  이어서,  혼합물을  상기  실시예에  따라 
슬러그화시키고,  즉시  상기한  바와  같이  재분쇄시킨  후  5분  동안  혼합한다.  생성된  과립화 혼합물
(39,445g)에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394.5g)를  더  가하고,  5분  동안  계속  혼합하고,  혼합물을  강압 
가압  공급기  및  32＂×5/8＂  상·하  난형  펀치를  구비하는  킬리언(Killian)  정제제조기상에서 정제
화시키고,  이때  정제는  각각  중량이  787mg±37mg이고  각각의  아지트로마이신  활성은  250  내지 275mg
이다. 

[실시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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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주사용 또는 근육주사용 아지트로마이신

멸균조건하에서,  멸균된  입자제거장치  및  성분을  사용하여,  주사용수  10,949g을  화합용  플라스크에 
넣는다.  시트르산  무수물  494.4g을  가하고  교반하면서서  용해시킨다.  수산화나트륨  310g을  분리 플
라스크에서  물  690g에  용해시킨다.  후자의  일부(755g)를  사용하여  시트르산  pH를  1.63에서 5.09±
0.02까지  조절한다.  아지트로마이신  이수화물  670.0g(무수물  기본  642.5g에  상당하는)을  가하고 수
산화나트륨용액  4.0g을  더  사용하여  혼합물의  pH를  6.60±0.1로  조절한다.  물(6076.5g)을  가하고, 
생성된  용액의  최종중량이  18,948.9g이  되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  밀리포어  여과기를  사용하여 용
액을  이  단계에서  멸균여과한다.  이  용액을  15.06±0.45g을  각각  충진기를  사용하여 50ml-플린트
(flint)형  50ml-바이알  각각에  충진시키고,  회색  테프론마개로  헐겁게  막고  동결건조시켜, 아지트로
마이신  활성이  각각  51±1.5mg인  동결  건조된  고체  형태의,  마개로  막힌  바이알을  수득한다.  근육내 
또는  정맥내주사하기  전에,  주사용수(10ml)을  마개를  통해  주사하여  가하고,  동결건조된  고체를 진
탕시켜 재용해시킨다. 실제로는 바이알의 전량을 주사기로 뽑아서 근육내 또는 정맥내주사한다. 

[제조실시예 1]

흡습성 아지트로마이신 일수화물 

실질적으로  문헌[참조  :  Kobrehel  등,  미합중국  특허  제4,517,359호]의  메틸화방법,  및  문헌[참조  : 
Bright,  미합중국  특허  제4,474,768호]결정화  방법에  따라, 9-데옥소-9a-아자-9a-호모에리트로마이
신  A(이전에는  11-아자-10-데옥소-10-디하이드로에리트로마이신  A라  칭함;  100g,  0.218몰)를 교반하
면서 CHCl 3  400ml에  용해시킨다.  포름산(98%;  10.4ml,  0.436몰)  및  포름알데하이드(37%;  16.4ml, 

0.349몰)를  4  내지  5분에  걸쳐  가하고,  혼합물을  환류하에  20시간  동안  가열한다.  혼합물을 주변온
도까지  냉각시키고 H2 O  400ml로  희석시키고  50%  NaOH로  pH10.5까지  조절한다.  수성층을  분리하고 신

선한 CHCl3 (2×100ml)로  추출한다.  유기층을  혼합하고,  진공중에서  350ml까지  스트립시키고,  에탄올 

450ml로  2회  희석시켜  350ml까지  재스트립시킨  후,  최종적으로  약  1시간에  걸쳐 H2 O  1000ml로 희석

시키고 물  약  250ml를  가한 후  슬러리가 진전될 때  15분  동안 정치시킨다.  여과하여 표제생성물 85g
을  회수하고  50℃에서  24시간  동안  공기중에서  건조시키고  융점은  136℃이며;  차동온도분석(가열율 
20℃/분)에  의하면  142℃에서  흡열반응을  나타내며;  온도비중분석(가열율  30℃/분)에  의하면 100℃
에서는  2.6%의  중량손실을  나타내고  150℃에서는  4.5%의  중량손실을  나타내고;  함수량은  3.92%이고; 
에탄올함량은 1.09%이다. 

C38H72N2O12에 대한 원소분석(에탄올 및 함수량에 대해 수정된)

계산치 : C; 58.46, H; 9.78, N; 3.74, 알콕시; 4.67.

실측치 : C; 58.40, H; 9.29, N; 3.50, 알콕시; 4.52.

일수화물샘플(함수량  32%)을  14일  동안  상대습도  18%에서  유지시킨다.  처음  24시간에  걸쳐서  샘플의 
수분이  손실되어  이론적  함수량(2.35%)을  가진  일수화물을  수득한다.  이어서,  함수량은  14일에 걸쳐
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14일째에 기록된 값은 2.26%이다. 

동일한  일수화물  샘플의  함수량은  상대습도  33%에서  신속하게  5.6%까지  상승되고,  여기에서  적어도 
3일  동안은  거의  안정하게  유지된다.  유사하게는,  상대습도  75%  및  100%에서,  함수량이  신속하게 상
승하지만, 이제는 각각 훨씬 높은 수준 6.6% 및 7.2%에서 적어도 3일 동안 유지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포유류의  원충류  감염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일반식(I)의  화합물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
되는 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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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식에서, R
1
은  OH이고 R

2
가  H이거나, R

1
은  H이고 R

2
가  OH이거나, R

1
은 NH 2  R  H이거나, R

1
은  H이고 

R
2
가 NH2이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아지트로마이신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인 화합물의 용도.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아지트로마이신 이수화물인 화합물의 용도.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4＂-에피-아지트로마이신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인 화합물의 용도.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4＂-아미노-4＂-데옥시-아지트로마이신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인 화
합물의 용도.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톡소플라즈마  곤디(Toxoplasma  gondii)  균주로  인한  원충류  감염을  치료  또는 예방
하기 위한 화합물의 용도.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아지트로마이신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인 화합물의 용도.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아지트로마이신 이수화물인 화합물의 용도.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4＂-에피-아지트로마이신인 화합물의 용도.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4＂-아미노-4＂-데옥시-아지트로마이신인 화합물인의 용도.

6-6

특1993-001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