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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 및 이의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결정성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의 적외선 스펙트럼이다.

제2도는 결정성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 X-선회절 양상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신규 물질은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라고 명명됨), 이의 제조방법 및 약제학적 
제제에 관한 것이다.

모메타손 푸로에이트는 염증상태의 치료에 유용한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이 화합물은 본원에서 참조로 
인용된 미합중국 특허 제 4,472,393호에 기술된 방법으로 제조된다.

무수 모메타손 푸로에이트를 함유하는 수성 약제학적 조성물, 예를들어 현탁액을 실온 및 35℃에서 4주동
안 회전시킴으로써 안정성 시험에 적용시키는 경우, 무수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결정과 상이한 결정성 물
질이 현탁액중에 형성됨이 관찰된다. 이 결정성 물질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 고안되었다. 안정한 
결정성 형태를 갖는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조성물의 제형물이 현탁액의 장기간 저장 동안 결정 성장의 기
능성을 감소시켜 더 안정한 생성물을 초래할 것으로 가정되었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하기 구조식(1)의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 및 수성의 수-혼화성 포화 유기 용액
으로부터 결정화함으로써 상기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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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1

또한, 본 발명은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의 안정한 약제학적 수성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는 하기 특성을 갖는다.

분자식 C27H30Cl2O6H2O

분자량 539.46

원소분석

이론치(%) : C; 60.11%, H; 5.98%, Cl; 13.16%

실측치(%) : C; 59.99%, H; 5.56%, Cl; 13.17%

수 분석(% H2O)(이론치) 3.34%

(계산치) 3.31, 3.47

결정성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는 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값을 필수적으로 갖는 X-선 
결정학 분말 회전 양상을 보여준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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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의 단일 결정 데이터는 하기 표 Ⅱ에 개재된 것과 같은 값을 보여
준다.

[표 3]

a  Enraf-Nonius  CAD-4  회절계기(diffractometer)(Cu-Ka  방사선, 입사-빔 흑연 단색화 장치)를 사용하여 
모두 측정되고; 강도 데이터는 통상의 로렌쯔(Lorentz) 및 편광(polarization) 효과에 대해 보정되고; 실
험적 흡광 보정이 또한 적용된다.

결정구조는 직접 방법(RANTAN)으로 해상된다. 대략적 비-수소 원자 위치는 E-map으로부터 유도된다. 수소
원자는 비-수소 원자 위치 및 이방성 온도 인자 파라메터의 수회의 완전-매트릭스 최소 제곱법조정에 따
라 평가되는 일련의 상이한 Fourier합성에 위치한다. 수소원자 위치 및 등방성 열 파라메터는 흡광 보정
의 개선에 또한 수반되는 후의 최소 제곱법 반복에서의 변수들로서 포함된다. 결정학적 계산은 Enfra-
Nonius Structure Determination Package(SDP)를 이요하여 PDP 11/44 및 Micro VAX 컴퓨터상에서 수행된
다. 모든 구조-이자 계산을 위해, 중성 원자 산란 및 이의 이상 분산 보정은 문헌[참조 : International 

7-3

1019930700702



Tables for X-Ray Crystallography, vol. Ⅳ. The Knynock Press, Birmingham, England, 1974]에 따라 수
행된다.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는 물과 수-혼화성 유기 용매의 혼합물 중에 무수 모메타손 푸로에
이트의 균질한 포화 용액을 형성시킴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포화 용액은 약 85℃의 온도에서 수-혼화성
유기 용매 중에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를 용해시킴으로써 제조한다. 약 85℃의 뜨거운 물을 교반하면서 적
가한다. 증기욕으로부터 용액을 제거한 후 반응물을 약 1시간 동안 교반하고 실온으로 냉가시키면서 밤새 
정시킨다. 용액을 실온에서 추가의 물을 첨가하는 동안 교반하면 용액이 흐려지고 백색 침전물이 형성된
다.

반응물을 잠시동안 교반시키고, 침전물을 여과로 수집한 다음, 생성물을 건조시켜 일정한 중량이 되게 한
다.

본 발명의 방법에 사용될 수 있는 유기 용매는 물 및 모메타손 푸로에이트가 가용성인 용매와 혼화성이어
야만 한다.  수-혼화성 유기 용매의 예에는 알콜,  예를 들어,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등  ;  케톤,  예를 
들어, 아세톤 등 ; 에테르, 예를 들어, 디옥산 등 ; 에스테를, 예를 들어, 에틸 아세테이트 등이 포함된
다. 바람직한 용매는 아세톤 및 이소프로판올이다.

또 다른 국면에서, 본 발명은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불활성 담체 또는 희석제 중에 구조식(1)의 모메타
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약제학적 조성물은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를 적합한 불활성 약제학적 담
체 또는 희석제와 배합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제형물로서 경구, 비경구 또는 국소적으로 투여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내 투여를 위한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의 수성 현탁액 조성물이 특히 바람
직하다. 본 발명의 수성 현탁액은 현탁액 g당 0.1 내지 10.0mg의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
를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따른 수성 현탁액 조성물은 보조제 및/또는 많은 부형제, 예를 들어 현탁화제(예 ; 미정질 셀
루로오즈, 나트륨 카복시메틸 셀룰로오즈,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즈) :  습윤제(예 : 글리세린 
및 프로필렌 글리콜) ; pH를 조성하기 위한 산, 염기 또는 완충물질(예 : 시트르산, 나트륨 시트레이트, 
인산, 인산나트륨, 시트레이트 및 포스페이트 완충제) ; 계면활성제(예 : 폴리소르베이트 80) 및 항미생
물성방부제(예 : 벤즈알코늄 클로라이드, 페닐에틸알콜 및 칼륨 소르베이트)를 함유할 수 있다.

하기 실시에는 본 발명 및 본 발명을 실행하기 위한 최상의 양태를 설명한다. 당해 분야의 숙련가가 본 
발명의 목적 및 의도에서 이탈함이 없이 변형을 실행할 수 있음은 명백할 것이다.

일반시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Nicolet FT-적외선 분광계기 모델 No. 5DXB 상에서 Nujol Mull로서 수행한다. X
선 결정학 분말 회절 양상은 방사선 공급원 : 구리 Ka이 장치된 Philips X-선 회절계기 모델 APD-3720 상
에서 수행한다. 분해 온도는 Dupont 시차 주사 열량계기 모델 No. 990 상에서 측정한다. 

결정성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의 수분 함량은 Kari Fisher 시약으로 적정함으로써 측정한
다.

실시예 1

에틸 알콜 4.5ι를 적합한 교반기 및 뚜껑을 갖춘 적합한 용기에 넣는다.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무수 분말 
27g을 교반하면서 에탄올에 용해시킨다. 포화 용액을 여과하고, 중간속도로 교반하면서 약 50ml/분의 유
속으로 정제수 약 1.5ι를 서서히 가한다. 용매 혼합물이 1 : 3(물 ; 에탄올)의 비에 도달하며, 물의 첨
가를 중단하고 반응 혼합물을 약 2시간 동안 계속 교반하여 살포를 가속화한다. 약 50ml/분의 속도로 물 
약7.5ι를  다시  가하여  물  :  에탄올의  비가  2  :  1이  되도록  한다.  결정화가  완결될  때까지  계속 
교반한다. 결정을 여과롤 수집하고 진공 데시케이터에서 실온에서 건조시켜 적외선 스펙트럼 및 X선 회절 
그래프가  제1도  및  제2도에  나타낸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 
24.83g을 수득한다.

실시예 2

2-프로판을 24.3ι를 적합한 컨테이너에 넣는다. 2-프로판올중에 무수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340g를 이 혼
합물(증기욕)을  85℃로  교반하면서  가함으로써  용해시킨다.  푸로에이트가  용해된  후,  뜨거운(85℃)물 
1950ml를 15분에 결쳐 교반하면서 적가한다. 뜨거운 용액을 증기욕으로부터 제거하고 용액을 1시간 동안 
교반한다. 용액을 교반하지 않으면 밤새 실온으로 냉각시킨다. 전류량의 물 24ι를 교반하면서 가하면 용
액이 흐러지고 백색 침전물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물을 첨가한 후 반응물을 1시간 동안 교반한다. 백색침
전물을 여과로 수집하고 물 2ι로 세척한 다음 밤새 공기 건조시킨다. 고체를 50℃에서 드레프트 오븐에
서 건조시켜 일저한 중량으로 만든다. 제1도 및 제2도에 나타낸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적외선 스펙트럼 
및 X선 회전 그래프를 갖는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 316.5g(수율 : 90%)가 수득된다.

실시예 3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의 비내 투여용 수성 현탁액을 하기로부터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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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아비셀 RC591은 미정질 셀룰로오즈와 나트륨 카복시메틸 셀룰로오즈의 혼합물에 대한 FMC의 
상표명이다.

** 폴리소르베이트 80은 소르비톨 및 소르비톨 무수물의 각 몰에 대해 약 20몰의 에틸렌 옥사이드를 사용
하여 공중합시킨 소르키톨의 올레에이트 에스테르와 이의 무수물의 혼합물에 대한 상표명이다. 

정제수 6kg 중에 아비셀 RC 591을 분산시킨 후, 글리세린 분산액에 가한다. 시트르산 및 나트륨 스트레이
트를 물 240ml에 용해시키고 이 용액을 혼합하면서 아비셀-글리세린 분산액에 가한다. 개별 용기에서, 폴
리소르베이트 80을 정제수 약 400ml에 교반하면서 용해시킨다.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를 수성 폴리소르베이트 80 용액에 분산시킨 다음, 이 슬러리를 교
반하면서, 아비셀-글리세린 시트르산 혼합물에 가한다. 정제수에 벤즈알코늄 클로라이드 및 페닐에틸 알
콜을 용해시킨 후, 이 용액을 교반하면서 현탁액 혼합물에 가한다. 현탁액을 혼합하면서 정제수를 가해 
12kg가 되게 만든다. 현탁액의 최종 pH는 4.5±0.5이다.

실시예 4

하기 조성물은 X선 회절 연구에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현탁화제인 아비셀 RC591을 사용하기 않고 제조
한다.

[표 5]

이 조성물은 실시예 3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3개의 조성물 4A,4B 및 4C를 35℃에서 5일 동안 회전시키고 추가의 4주 동안 실온에서 회전시켜 결정형태 
안정성을 평가한다. 결정을 현탁액으로부터 분리하고 X선 회절 양상을 측정한다. 이 결과는 각각 3개의 
조성물로부터 수집된 결정이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 형태임을 나타낸다.

실시예 5

하기 조성물은 본 발명의 조성물의 열적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조하고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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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이 조성물은 실시예 3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조성물을 한달 동안 4℃(24시간) 내지 30℃(24시간) 사이에서 열적으로 순환시킨다. 현미경하 분석은 이
러한 조건하에서 탐침가능한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 결정 성장이 없음을 보여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9α,21-디클로로-16  α-메틸-1,4-프레그나디엔-11β,17α-디올-3,20-디온-17-(2'-푸러에이트) 모노하이드
레이트.

청구항 2 

(a)  수-혼화성 유기 용매 포화 용액을 형성시키는 단계 및 (b)  충분한 물을 가하여 1  :  1(물 :  유기 
용매)의 용매 혼합비를 형성시킨 다음, 계속 교반하여 결정화를 완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제조하는 방
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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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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