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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미분된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일수화물의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일수화물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신규한 미분된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일수화물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로  공지된  9α-클로로 -11β-하이드록시-16β-메
틸-17α,  21-디프로피오닐-옥시프레그나-1,  4-디엔  -3,  20-디온을  함유하는  약제학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는 높은 국소적 소염작용을 나타내는 코르티코스 테로이드
(Corticosteroid)이며,  영국  특허  명세서  제1.047.519호에  기재되고  청구된  것이다.   화합물은 로숀
제, 크림제, 연고제 등과 같은 국소투여에 적합한 제제로 제형화될 수 있다.  천식의 치료에 
있어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기관지계에  분무하면  예방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식의 
치료를  위한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를  함유하는  제형은  클로로-플로오로탄화수소 분출제내
에  미분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현탁액으로  이루어진  에어로졸  제형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형은 
통상의 압축시킨 에어로졸 또는 흡입제를 사용하여 제조한다.

그러나  미분된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가  에어로졸  분출제로  제형화되는  경우,  활성 화합물
은  20그㎛이상의  입자크기를  갖는  것으로  결정  성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흡입  투여용 약
제는  조절된  입자크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관지계내에  흡입시키기  위한  가장  적합한  입자 크
기는  일반적으로  1내지  10㎛,  바람직하게는  2내지  5㎛이다.  20㎛  이상의  크기를  갖는  입자는 일반적
으로  흡입하였을때  좁은  기도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크다.   영국  특허  명세서  제  1429184호  에는 에
어로졸  분출제내에서  결정  성장을  나타내는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와  같은  소염성 스테로이
드를  이러한  성장을  나타내지  않는  형태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스테로
이드를  할로겐화  탄화수소와  접속시켜  결정성  용매화물을  형성시키고,  이렇게  형성된  결정성  물질을 
에어로졸로 분산될때 인체의 기관지계내에서 흡입이 허용되는 입자크기로 감소시킨다.

유사하게,  독일연방공화국  공개공보  제  3018550호에는  소염성  스테로이드  (특히.  베클로메타손 디프
로피오네이트)의  에틸아세테이트용매화물이  기술되어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  명세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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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601호에는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와  탄소수  5  내지  8의  알칸의  용매화물이  기술되어 있
고  이  두가지는  모두  에어로졸제형에  사용한다.  이들  용매화물은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결
정구조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의  다른  흡입제형은  압축시킨  흡입제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없
거나  이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특히  유용한  분말  흡입에  적합한  형태이다. 이
러한  형태에  있어서,  카트리지의  내용물은,  환자가  흡입할때  카트리지로부터  약물을  방출하는 흡입
장치를 사용하여 흡입된다. 이러한 약물 방출계는 많은 환자에게 더욱 확신을 줄수 있는 것이다.

본  발명자는  통상적인  젤라틴  흡입  카트리지내에  함유된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분말  조성물을  악조건하에서  저장하는  경우  분말의  입자크기  분포가  변화하는  것이 밝혀내
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1  내지  10㎛의  크기를  갖는  미세입자  분획은  불만족스로운  생성물을 생성
할 수 있는 정도로 감소하게 된다.

본  발명자는  이제,  분말  흡입  카트리지에  사용되는  약제학적인  무수  분말  조성물에  있어서,  상술한 
문제점은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를  일수화물의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을 밝혀
내었다.  이러한  분말  조성물에  있어서  미분된  일수화물의  입자크기는  장시간  동안  저장한  후에도 거
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것을  밝혀내었다.  상술한  선행기술의  용매화물과는  결정  구조가  다른 베클로
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일수화물을  기관지  흡입에  사용하는  분말  제형에  사용하는  것은  어디에도 
제안 되어 있지 않았다.

본  발명의  한  관점에  따르면,  결정수  이외의  물은  거의  없으며,  10㎛이하,  바람직하게는  2내지 5㎛
의  유효입자  크기를  갖는  입자가  90중량%  이상인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일수화물을 제공한
다.

본  발명의  신규  일수화물은  적외선  스펙트럼으로  또한  특징지어진다.   광유  내에  멀(mull)로서의 일
수화물 샘플의 적외선 스펙트럼은 첨부된 도면에 나타나 있다.

주요 흡수 밴드는 3560,  3510,  3300,  1730,  1710,  1663,  1630,  1285,  1190,  1120,  1090,  1053,  973, 

940, 890, 810, 785 및 700㎝
-1
 에서 나타난다.

본  발명은  또한  미분된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일수화물과  함께  하나이상의  약제학적으로 
무독한 분말 담체 또는 부형제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무수 분말 조성물을 제공한다.

일수화물은  물  및  수혼화성  유기  용매로  이루어진  혼합  용매계로  결정화하여  간편하게  제조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일수화들은  수혼화성  유기  용매내의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용액을  물에 서
서히  가한다음  일수화물을  결정화시켜  제조할  수  있다.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를 일차적으
로 40내지 80℃,  예를 들면 약 60℃의 상승된 온도에서 유기 용매내에 용해시킨다.   다음에 유기 용
매  용액을  40내지  80℃,  바람직하게는  약  60℃로  유지시키면서  바람직하게는  교반하면서  물에 서서
히  가한다.  생성된  현탁액을  냉각하면  결정성  일수화물이  형성된다.  이러한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
는  수혼화성  유기  용매는  예를들면  메탄올,  에탄올,  아세론  및  디옥산을  포함한다.  결정화한  후에, 
일수화물은  예를들면  여과하여  분리시킬  수  있으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세척  및  건조한다.  예를 들
어  일수화물은  공기건조,  감압하에서  건조,  또는  무균  불활성  가스내에서의  건조에  의해  건조시킬 
수 있다.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일수화물은  예를  들어  볼밀  또는  유체  에너지  밀을  사용하는 통상적
인  기술  또는  초음파  장치에  의해  원하는  입자크기  범위로  미분화할  수  있다.  원하는  분획은  공기 
분류  또는  체로  걸러서  분리할  수  있다.  조성물은  예를  들어,  고전단  유체  혼합기내에서  성분들을 
완전히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젤라틴  캅셀,  플라스틱  캅셀  또는  기타 
캅셀에  간편하게  충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캅셀은  통상적으로  2-부분  캅셀일  수  있거나  밀봉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3호 경질 젤라틴 2-부분 캅셀이 바람직하다.

일수화물은  또한  예를  들어  볼밀  또는  초음파  장치를  사용하여  물  존재하에서  베클로메타손 디프로
피오네이트를 분쇄하여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베클로메타손  디플피오네이트의  높은  국소  소염  활성을  나타낸다.   상술한 
바와같이,  결정성  일수화물의  입자크기는  장기간  동안  저장한  후에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약제학적  분말  조성물의  제조  및  용기  또는  포장내에  포장하는데  알맞은  일수화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은,  예를 들면 영국 특혀 제 1561835호  또는 영국 특허원 제 80 39174호(공고
번호 제 2064336호)에 기재된 흡입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 흡입 카트리지의 형태가 간편하다.

흡입  카트리지와  같은  약제학적  분말  조성물에서의  사용에  있어서,  일수화물은  미분화되며 바람직하
게는  입자의  90중량%  이상이  10㎛이하,  바람직하게는  2  내지  5㎛인  유효  입자크기를  갖는다. 그러므
로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는  입자의  90중량%이상이  10㎛이하,  바람직하게는  2  내지  5㎛의  유효 입
자크기를  갖는  미분된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및  하나이상의  약제학적으로  무독한  무수 분
말  담체  또는  부형제로  이루어진  흡입  카트리지와  같은  약제학적  분말  조성물을  제공한다.  담체는 
락토오즈,  만니톨,  아라비노즈  또는  덱스트로즈와  같은  희석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것은  락토오즈이다.  담체  또는  부형제는  원하는  입자크기  범위내에  있는  시판하는  것이  있을  수 있
으며  또는  공기  분류  또는  체로  분리할  수  있다.   조성물은  또한  추가로  이소프레날린  또는 살부타
몰과  같은  기관지  확장제  또는  아트로핀과  같은  항콜린제  또는  나트륨  크로모글리케이트와  같은 앨
러지  상태의  예방에  사용되는  약제를  함유할  수  있다.  캅셀내에  포함된  조성물의  양은  원하는 용량
에 따라 어느정도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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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물은  베클로메타손  디트로피오네이트  10  내지  1000㎍,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500㎍(예,  20  내지 
250㎍)과  동등한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일수화물  및  담체  10  내지  100mg,  더욱  특히  25 내
지  50mg을  함유하는  단위  용량형(예,  흡입  카트리지)이  편리하다.   조성물의  가장  바람직한 단위용
량은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100 내지 300㎍, 일반적으로 200㎍을 제공하는 것이다.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일수화물의  평균  1일  용량은  치료할  환자의  연령,  체중,  환자에 상
태에  따라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평균  1일  용량은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200  내지  200㎍, 
바람직하게는  400  내지  800㎍이다.  고용량  조성물의  경우에,  1일  용량은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
이트로 약 4mg일 수 있다.

본  발명은  다음의  비제한적인  실시예을  참고로  하여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온도는  ℃이다. “Hplc
”는 고압액체 크로마토그라피이며,“gc”는 가스 크로마토그라피이다.

[실시예 1]

100°에서 미리 항량 건조시킨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0.5g)을 에탄올 15㎖내에 
용해시킨다.   교반하여서  물(100㎖)을  가하면  결정황에  의한  커플링이  일어난다.   긴  박편상의 결정
성  수화물을  여과하여  분리하고  공기  건조시킨다.   수율  0.5g.  샘플은  첨부된  도면에서와  같은  IR 
스펙트럼을 갖는다.   이어서 결정을 유체 에너지 밀  내에서 미분하여 입자크기를 2  내지 5㎛로 만든
다.

[실시예 2]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550g)를  뜨거운  메탄올  3.2l내에  용해시키고  여과한다.   약  60°의 
온도에서  유지시킨  여액을  교반하면서  또한  60°에서  탈이온화된  물  33l에  가한다.   혼합물을 20°
로  냉각하고  생성된  결정성  일수화물을  여과  분리하여  물(1.0l)로  세척하고  공기  건조시킨다.  수율 
506g.

분석 데이타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Hplc)                       96.4%W/W

물(gc)                                                                     3.8%W/W

건조에 따른 손실(105°)                                           3.5%W/W

샘플은  첨부된  도면에서와  같은  IR  스펙트럼을  갖는다.  이어서  결정을  유체  에너지  밀로  미분하여 
입자크기를 2 내지 5㎛로 만든다.

[실시예 3]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0.5g)  및  물(25ml)을  유리병  내에서  동석  (steatite)볼로  36시간 동
안 볼  분쇄한다.   2  내지 5㎛크기의 미세입자 형태인 고체를 여과하여 분리하고 공기 건조시켜 첨부
된 도면에서와 같은 IR 스펙트럼을 갖는 일수화물을 수득한다.

[실시예 4]

탈이온화된  물  (16.5l)을  60℃로  가열하고,  교반하면서   약  60℃에서  2.5분에  걸쳐  뜨거운  메탄올 
(1.6l)에 용해시킨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250g)를 서서히 가한다.

혼합물을  실온으로  냉각시켜  침전된  수화물을  얻고  이것을  여과하여  모아  물로  세척하고  진공중에서 
(약  150mmHg/40)건조한다.  생성물(253g)은  도면에서와  같은  IR   스펙트럼을  갖는다.   건조에  따른 
손실(105°) 3.19W/W. 이어서 결정을 유체 에너지 밀로 미분하여 입자크기를 2 내지 5㎛로 만든다.

[실시예 5]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일수화물 : 분말 흡입장치에 사용하기 위한 흡입 카트리지

                                                                                    카트리지
당

미분된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일수화물                114 또는 228㎍

락토오즈를 가하여 25mg으로 만든다.

활성성분  및  락토오즈를  고전단  유체  혼합기내에서  완전히  혼합한다.   혼합물을  자동기계를 사용하
여  3호  크기의  경질  젤라틴  캅셀에  충진시킨다.   각  카트리지는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110
㎍ 또는 220㎍에 상당하는 양을 함유한다.

[실시예 6]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일수화물  및  살부타몰  :  분말  흡입장치에  사용하기  위한  흡입 카트
리지

                                                                                카트리지당

미분된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일수화물           228㎍

미분된 살부타몰 설페이트                                            528㎍

락토오즈를 가하여 25mg를 만든다.

활성성분  및  락토오즈를  전술한  바와같이  혼합하고  혼합물을  자동기계를  사용하여  3호  크기의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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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라틴  캅셀내에  충진시킨다.   각  카트리지는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220㎍  및  살부타몰 
440㎍에 상당하는 양을 함유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를  물과  접촉시키고  미분하여,  90중량%  이상의  입자가  10㎛이하의 유
효입자  크기를  가지며,  결정수  이외의  물이  거의  없는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일수화물을 
형성시킴을 특징으로 하여, 미분된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일수화물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일수화물을  물  및  수혼화성  유기  용매로  이루어진 
혼합용매계로부터 결정화하고 이어서 미분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수혼화성  유기  용매내의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용액을  물에  가한후에 일
수화물을 결정화하고 이어서 미분화하는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용액을  40  내지  80℃의  온도에서  물에  가하는 
방법.

청구항 5 

제2항  내지  4항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수혼화성  유기용매가  메탄올,  에탄올,  아세톤  또는 디옥산
으로 이루어지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를 물의 존재하에서 미분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미분화가 볼밀, 유체 에너지 밀 또는 초음파 장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일수화물이  첨부된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은 적외
선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밥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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