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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통증의 치료 또는 관리에 있어서 폐 투여용 오피오이드(opioid) 제제, 그를 함유하는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 그를 투여하
는 방법, 그를 함유하는 키트(kit), 및 그의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제제는 하나 이상의 신속-개시 오피오이드를 함
유하며, 바람직하게는 투여 횟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속-효과성 오피오이드를 함유한다. 본 발명은 오피오이드 제제의
부작용을 이용하여 환자로 하여금 약물 흡수를 자기-제한하게 함으로써, 진통에 도달하면서도 독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다. 최적의 약물 제제 및 최적의 투여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하여 약동학적 및 약력학적 모델이 이용된다.
대표도
도 13a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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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독성을 회피하면서 환자에게 진통을 제공하는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오피오이드 제제로서; 상기 방법은 진통을 생성하기
위하여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제제를 흡입하는 단계, 및 만족할 만한 진통이 도달된 때 또는 부작
용이 시작될 때 흡입을 중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는 제제 입자를 폐에 효과적인 속도로 침적
(deposite)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제제는 하나 이상의 신속-개시 오피오이드를 유효량, 및 하나 이상의 지속-효과성 오피
오이드,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carrier)를 포함하며, 각 오피오이드의 농도 및 형태는, 흡입 도중, 진통이 상기
부작용의 개시 이전에 도달되며, 상기 부작용의 개시가 상기 독성의 개시 이전에 발생하며, 또한 최대 오피오이드 혈장 농
도가 독성 수준에 도달하지 않도록 선택됨으로써, 상기 부작용의 개시가 환자에 의하여 흡입을 종료하여 독성을 회피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각 오피오이드의 농도 및 형태는 부작용 개시 시의 최대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가 최대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의 66% 이상이 되도록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각 오피오이드의 농도 및 형태는 부작용 개시 시의 최대 총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가 최대 총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의 80% 이상이 되도록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신속-개시 오피오이드가 펜타닐(fentanyl), 알펜타닐
(alfentanil), 수펜타닐(sufentanil) 및 레미펜타닐(remifentanil)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신속-개시 오피오이드가 펜타닐 및 알펜타닐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
제.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속-효과성 오피오이드가 모르핀, 모르핀-6-글루쿠로니드,
메타돈(methadone), 히드로모르폰(hydromorphone), 메페리딘(meperidine), 폐 표면에서의 약물 방출을 지연시키는 생
적합성(biocompatible) 담체 중에 캡슐화된 오피오이드, 및 리포좀 캡슐화 오피오이드(liposomally encapsulated opioid)
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좀 캡슐화 오피오이드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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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속-효과성 오피오이드가 모르핀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 중의 상기 오피오이드가 유리 펜타닐(free fentanyl) 및 리포좀 캡슐
화 펜타닐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총 오피오이드 농도가 250 내지 1500 mcg/m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유리 펜타닐 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농도비가 약 2: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12.
제10항 또는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 펜타닐을 약 100 내지 400 mcg/ml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피
오이드 제제.

청구항 13.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을 250 내지 750 mcg/ml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오피오이드 제제.

청구항 14.
제10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총 오피오이드 농도가 약 500 mcg/ml, 상기 유리 펜타닐 농도가 약
200 mcg/ml 및 상기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 농도가 약 300 mcg/m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피오이드 제제.

청구항 15.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가 둘 이상의 다른 오피오이드를 함유(오직 두 가지 오피오이드가 유
리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인 제제를 제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16.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 중의 상기 오피오이드가 알펜타닐 및 모르핀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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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알펜타닐을 300 내지 6700 mcg/ml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18.
제16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모르핀을 650 내지 13350 mcg/ml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19.
독성을 회피하면서도 환자에게 진통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피오이드 제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상기 방법은:
진통을 생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속도로 제제 입자를 폐로 전달하도록 구성된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를 이용하여 상기 제
제를 연속적으로 흡입하는 단계; 및
만족할 만한 진통에 도달한 때 또는 부작용이 개시된 때 흡입을 중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제는 유효량의 신속-개시 오피오이드를 하나 이상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포함하며; 각 오피오이드의
농도 및 형태, 및 효과적인 입자 전달 속도는, 흡입 도중, 진통이 상기 부작용의 개시 전에 도달되며, 상기 부작용의 개시가
독성의 개시 이전에 발생하며, 또한 최대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가 독성 수준에 도달하지 않도록 선택됨으로써, 상기 부작
용의 개시가 환자에 의하여 흡입을 종료하여 독성을 회피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가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에 의하여 1 내지 5 마이크론의 질량 평균 공기역학적 입경(mass
medium aerodynamic diameter)으로 투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가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에 의하여 1 내지 3 마이크론의 질량 평균 공기역학적 입경으로 투여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가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에 의하여 1.5 내지 2 마이크론의 질량 평균 공기역학적 입경으로 투
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9항 내지 제2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각 오피오이드의 농도 및 형태는 부작용 개시 시의 최대 오피오이드 혈장 농
도가 최대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의 66% 이상이 되도록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19항 내지 제2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각 오피오이드의 농도 및 형태는 부작용 개시 시의 최대 오피오이드 혈장 농
도가 최대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의 80% 이상이 되도록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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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19항 내지 제2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신속-개시 오피오이드가 펜타닐, 알펜타닐, 수펜타닐 및 레
미펜타닐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신속-개시 오피오이드가 펜타닐 및 알펜타닐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27.
제19항 내지 제2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지속된 경감(sustained relief)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지속-효과성
오피오이드의 유효량을 더 포함하는 방법으로서, 제제 중 각 오피오이드의 농도 및 형태는, 흡입 도중, 진통이 상기 부작용
의 개시 전에 도달되며, 상기 부작용의 개시가 독성의 개시 이전에 발생하며, 또한 최대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가 독성 수준
에 도달하지 않도록 선택됨으로써, 상기 부작용의 개시가 환자에 의하여 흡입을 종료하여 독성을 회피하는데 이용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속-효과성 오피오이드가 모르핀, 모르핀-6-글루쿠로니드, 메타돈, 히드로모르폰,
메페리딘, 폐 표면에서의 약물 방출을 지연시키는 생적합성 담체 중에 캡슐화된 오피오이드, 및 리포좀 캡슐화 오피오이드
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좀 캡슐화 오피오이드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7항, 제28항 또는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속-효과성 오피오이드가 모르핀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로부
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27항 내지 제3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 중의 오피오이드가 유리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로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 펜타닐 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농도비가 1:5 내지 2: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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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 펜타닐 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농도비가 약 2: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31항 내지 제3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총 오피오이드 농도가 250 내지 1500 mcg/m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19항 내지 제3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가 유리 펜타닐을 100 내지 400 mcg/ml의 농도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19항 내지 제3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을 250 내지 750 mcg/ml의 농도로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19항 내지 제3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총 오피오이드 농도가 약 500 mcg/ml, 유리 펜타닐 농도가 약 200 mcg/ml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 농도가 약 300 mcg/m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31항 내지 제3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4 내지 50 mcg/분의 유리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10 내지 20 mcg/분의 유리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약 15 mcg/분의 유리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31항 내지 제3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5 내지 150 mcg/분의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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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항에 있어서, 10 내지 90 mcg/분의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15 내지 60 mcg/분의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20 내지 45 mcg/분의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19항 내지 제4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5 내지 100 mcg/분의 총 오피오이드가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10 내지 40 mcg/분의 총 오피오이드가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30 내지 35 mcg/분의 총 오피오이드가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8.
제19항 내지 제3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가 둘 이상의 다른 오피오이드를 포함(오직 두 가지 오피오이드가
유리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인 제제를 제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 중의 오피오이드가 알펜타닐 및 모르핀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가 알펜타닐을 300 내지 6700 mcg/ml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1.
제49항 또는 제50항에 있어서, 100 내지 500 mcg/분의 알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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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항에 있어서, 약 250 mcg/분의 알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3.
제49항 내지 제5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가 모르핀을 650 내지 13350 mcg/ml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4.
제49항 내지 제5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00 내지 2000 mcg/분의 모르핀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200 내지 1000 mcg/분의 모르핀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6.
제55항에 있어서, 약 500 mcg/분의 모르핀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7.
제19항 내지 제56항에 있어서, 투여가 50 내지 500의 흡입(inhalations)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8.
오피오이드 독성을 방지하기 위한 오피오이드 부작용의 용도.

청구항 59.
환자에게 진통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피오이드 제제를 함유하는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로, 상기 장치는:
제1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제제를 함유하는 용기;
상기 용기에 결합된 출구;
의식적인 환자의 노력에 의한 작동을 통하여 효과적인 속도로 상기 제제 입자를 상기 출구를 통해 폐로 투여(dispesing)하
기 위하여 상기 용기에 결합된 수단을 포함하며, 이에 따라, 흡입 도중, 진통이 오피오이드 부작용의 개시 전에 도달되며,
상기 부작용의 개시는 독성의 개시 이전에 일어나며, 또한 최대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가 독성 수준에 도달하지 않게 됨으
로써, 상기 부작용의 개시가 환자에 의하여 흡입을 종료하여 독성을 회피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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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진통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피오이드 제제를 함유하는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로, 상기 장치는:
하나 이상의 신속-개시 오피오이드를 유효량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포함하는 제제를 함유하는 용기;
상기 용기에 결합된 출구;
상기 제제 입자를 상기 출구를 통하여 폐로 투여하기 위하여 상기 용기에 결합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수단은 작동되기
위하여 의식적인 환자의 노력을 필요로 하며;
여기서, 각 오피오이드의 농도 및 형태 및 입자 전달의 효과적인 속도는, 흡입 도중, 진통이 상기 부작용의 개시 이전에 도
달되며, 상기 부작용의 개시는 독성의 개시 이전에 일어나며, 또한 최대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가 독성 수준에 도달하지 않
도록 선택됨으로써, 상기 부작용의 개시가 환자에 의하여 흡입을 종료하여 독성을 회피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61.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가 투여되는 속도를 소정의 경계값 이하로 제한하는 전달 속도 제어 수단을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2.
제59항 또는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를 투여하기 위하여 출구가 환자의 입술에 의하여 밀봉되어야 하는 천공부
(fenestration)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3.
제59항 또는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투여 수단이 호흡으로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4.
제59항 또는 제63항에 있어서, 상기 입자의 질량 평균 공기역학적 직경이 1 내지 5 마이크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5.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입자의 질량 평균 공기역학적 직경이 1 내지 3 마이크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6.
제65항에 있어서, 상기 입자의 질량 평균 공기역학적 직경이 1.5 내지 2 마이크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7.
제61항 내지 제6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입자를 투여하기 위한 수단이 흡입 당 0.2% 내지 1%의 제제를 투여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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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8.
제60항 내지 제6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각 오피오이드의 농도 및 형태는 부작용 개시 시의 최대 오피오이드 혈장 농
도가 최대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의 66% 이상이 되도록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9.
제68항에 있어서, 각 오피오이드의 농도 및 형태는 부작용 개시 시의 최대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가 최대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의 80% 이상이 되도록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0.
제60항 내지 제6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신속-개시 오피오이드가 펜타닐, 알펜타닐, 수펜타닐 및 레
미펜타닐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1.
제70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신속-개시 오피오이드가 펜타닐 및 알펜타닐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72.
제60항 내지 제7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지속적인 경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지속-효과성 오피오이드를
유효량 더 포함하는 장치로서, 여기서, 상기 제제 중의 각 오피오이드 농도 및 형태는, 흡입 도중, 진통이 상기 부작용의 개
시 전에 도달되며, 상기 부작용의 개시는 독성의 개시 이전에 일어나며, 또한 최대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가 독성 수준에 도
달하지 않도록 선택됨으로써, 상기 부작용의 개시가 환자에 의하여 흡입을 종료하여 독성을 회피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3.
제72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속-효과성 오피오이드가 모르핀, 모르핀-6-글루쿠로니드, 메타돈, 히드로모르폰,
메페리딘, 폐 표면에서의 약물 방출을 지연하는 생적합성 담체 중에 캡슐화된 오피오이드, 및 리포좀 캡슐화 오피오이드로
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4.
제73항에 있어서, 상기 리포좀 캡슐화 오피오이드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5.
제72항, 제73항 또는 제74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지속-효과성 오피오이드가 모르핀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로부
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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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6.
제72항 내지 제7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 중의 오피오이드가 유리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로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7.
제76항에 있어서, 유리 펜타닐 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농도비가 1:5 내지 2: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8.
제77항에 있어서, 유리 펜타닐 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농도비가 약 2: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9.
제59항 내지 제7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총 오피오이드 농도가 250 내지 1500 mcg/m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0.
제59항 내지 제7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가 유리 펜타닐을 100 내지 400 mcg/ml의 농도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1.
제59항 내지 제8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을 250 내지 1500 mcg/ml의 농도로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2.
제59항 내지 제8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총 오피오이드 농도가 약 500 mcg/ml, 유리 펜타닐 농도가 약 200 mcg/ml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 농도가 약 300 mcg/m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3.
제76항 내지 제8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4 내지 50 mcg/분의 유리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4.
제83항에 있어서, 10 내지 20 mcg/분의 유리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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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5.
제84항에 있어서, 약 15 mcg/분의 유리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6.
제76항 내지 제8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5 내지 150 mcg/분의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7.
제86항에 있어서, 10 내지 90 mcg/분의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8.
제87항에 있어서, 15 내지 60 mcg/분의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9.
제88항에 있어서, 20 내지 45 mcg/분의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0.
제59항 내지 제8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5 내지 100 mcg/분의 총 오피오이드가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1.
제90항에 있어서, 10 내지 40 mcg/분의 총 오피오이드가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2.
제91항에 있어서, 30 내지 35 mcg/분의 총 오피오이드가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3.
제59항 내지 제7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제가 둘 이상의 다른 오피오이드를 포함(오직 두 가지 오피오이드가 유리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인 제제를 제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4.
제93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 중의 오피오이드가 알펜타닐 및 모르핀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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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5.
제94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가 알펜타닐을 300 내지 6700 mcg/ml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6.
제94항 또는 95항에 있어서, 100 내지 500 mcg/분의 알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7.
제96항에 있어서, 약 250 mcg/min의 알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8.
제93항 내지 제9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가 모르핀을 650 내지 13350 mcg/ml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9.
제93항 내지 제9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00 내지 2000 mcg/분의 모르핀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0.
제99항에 있어서, 200 내지 1000 mcg/분의 모르핀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1.
제100항에 있어서, 약 500 mcg/분의 모르핀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2.
제59항 내지 제101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 및
상기 장치를 이용하여 상기 제제를 연속하여 흡입하는 단계 및 만족할 만한 진통이 도달된 때 또는 부작용의 개시 시에 흡
입을 종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기 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설명서를 포함하는 오피오이드 투여 키트(kit).

청구항 103.
하나 이상의 신속-개시 오피오이드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포함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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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상기 용기에 결합된 출구, 의식적인 환자의 노력에 의한 작동을 통하여 효과적인 속도로 그 안에 포함된 제제 입자를
상기 출구를 통해 폐로 투여하기 위하여 상기 용기에 결합된 수단을 포함하는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로서, 이에 따라, 흡입
도중, 진통이 상기 부작용의 개시 전에 도달되며, 상기 부작용의 개시는 독성의 개시 이전에 발생하여, 최대 총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가 독성 수준에 도달하지 않도록 되며, 이에 따라 환자는 상기 부작용의 개시가 환자에 의하여 흡입을 종료하여
독성을 회피하는데 이용되는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 및
용기에 제제를 충전하는 단계, 상기 장치를 이용하여 제제를 연속하여 흡입하는 단계, 및 만족할 만한 진통이 도달된 때 또
는 부작용의 개시 시에 흡입을 종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기 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설명서;
를 포함하는 오피오이드 투여 키트.

청구항 104.
제103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가 하나 이상의 지속-효과성 오피오이드를 유효량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피오이드
투여 키트.

청구항 105.
환자에게 진통을 제공하는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오피오이드 제제로서:
150 내지 250 mcg/ml의 유리 펜타닐;
200 내지 400 mcg/ml의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포함하는 오피오이드 제제.

청구항 106.
폐경로(pulmonary route) 투여를 통하여 환자에게 진통을 제공하는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오피오이드 제제로서:
둘 이상의 다른 오피오이드(오직 두 가지 오피오이드가 유리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인 제제를 제외);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포함하는 오피오이드 제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약제학적 조제물 및 그것을 투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더욱 상세하게는 오피오이드(opioid)계 진통제 및 그
의 투여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오피오이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약물 중의 하나이며, 통증 치료의 중심으로 남아있다. 오피오이드의 기원인 아편
(opium)은 양귀비꽃에서 유래된다. "아편 제제(opiate)"는 아편의 천연 유도체이며, 모르핀, 메타돈(methadone) 및 헤로
인을 포함한다. "오피오이드"는 더욱 광범위한 종류의 약물로서, 아편, 마취 제제, 및 아편과 동일한 약리적 효과를 가지는
합성 약물을 포함한다. 통상 사용되는 합성 오피오이드는 메페리딘(meperidine), 펜타닐(fentanil), 알펜타닐(alfentanil),
수펜타닐(sufentanil) 및 레미펜타닐(remifentanil)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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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오이드는 척추와 뇌, 말초 조직에 있는 무 수용체(mu receptor)와 결합함으로써 약효를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다. 무
수용체에서의 결합은 광범위한 종류의 약리학적 효과, 예컨대 진통과 같은 치료 효과, 진정작용(sedation) 및 장 운동성 감
소(decreased bowel motility)를 포함하는, 상황에 따라서는 부작용 또는 치료 효과로 볼 수 있는 효과, 예컨대, 메스꺼움,
구토, 요폐증(urinary retention), 소양증(pruritis), 환기 기능저하(ventilatory depression), 중독, 및 중증 환기 기능저
하, 의식 상실 및 사망과 같은 독성을 유발한다.
오피오이드는 그들의 전달 경로, 물리화학적 조성, 약물 흡수율, 약동학(pharmacokinetics) 및 약력학
(pharmacodynamics)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에서 서로 구분된다. 비침입성 오피오이드 전달 경로는 경구, 직장, 경
피, 경점막, 및 흡입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침입성 오피오이드 전달 경로는 정맥내, 근육내, 경막외, 척수 및 관절내 주사
를 포함한다. 정맥 주사시, 일부 오피오이드는 신속히 뇌 및 척수에 들어가 약물 작용을 신속하게 개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예를 들면, 알펜타닐 및 레미펜타닐), 다른 오피오이드는 천천히 작용 부위에 흡수되어 아주 느리게 약물 효과가 개시되기
도 한다(예, 모르핀). 유사하게, 일부 오피오이드의 경우에는, 급속한 대사 작용으로 인하여, 약물 효과 시간이 매우 짧으며
(예를 들면, 레미펜타닐), 다른 오피오이드의 경우에는, 아주 느린 대사 작용과 긴 효과를 나타낸다(예, 메타돈). 약력학적
측면에서, 오피오이드의 효능은 카르펜타닐(carfentanil) 및 에토르핀(etorphine)(양쪽 모두 코끼리 마취에 사용됨)과 같
이 매우 강력한 효능의 오피오이드부터 메타돈 및 모르핀 같은 비교적 낮은 효능의 약물까지 거의 다섯 자리의 크기 범위
를 포함한다. 동등한 효능을 가진 오피오이드류("치료학적 동등성 비율(therapeutic equivalence ratio)"로서 측정됨)는
문헌상으로 널리 공지되어 있으며, 한 종류의 오피오이드에서 다른 종류로 환자의 치료 처방을 변경할 때 종종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모든 오피오이드는 높은 정도의 무통과 더불어, 치명적일 수 있는, 저산소증에 의한 큰 독성을
모두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저산소증의 위험성 때문에, 의사들은 급성 및 만성 통증의 치료에 적정량의 오피오이드를 사
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 결과, 보다 나은 통증을 조절을 받을 수 있는 수십만 명의 환자들이 불충분한 양의 오피오이
드를 제공받고 있다. 반면, 통증 치료를 위하여 의료관계자가 수행하는 이해될 정도의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으로도, 매년
다수의 환자들이 오피오이드로 인한 환기 기능저하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통증은 매우 다변적이며 자기 주관적이다. 환자들은 오피오이드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환자마다 통증
치료에 서로 다른 양의 진통제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환자들 자신이 수용할 진통제의 양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요구되고 있다.
환자에게 투여할 오피오이드의 양을 더 바람직하게 조절하기 위한 한 가지 시도로서, "환자 제어형 진통(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Ballantyne JC, et al. Postoperative patient-controlled analgesia: Meta-analyses
of initial randomized control trials. J. Clin Anesth 1993:5:182-193)의 도입이 있었다. PCA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환
자는 깨어있어야 하고, 약물이 제공되기 전에 더 많은 오피오이드를 수용하는 전달 메커니즘을 활성화해야 한다. 환자에게
오피오이드를 과다 투여한 경우, 환자는 의식을 잃게 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약물은 필요 없게 된다.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PCA 시스템은 오피오이드의 부작용인 진정 효과를 이용하여 공급된 오피오이드의 양을 제한한다. PCA 시스템의 한 가지
문제는 환자가 필요로 할 때 신속히 약물을 주입한다는 점이고(통상적으로, 약물 투여에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임) 또한
PCA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약물은 모르핀으로, 이는 혈장에서 작용 부위까지 전달되는 속도가 느린 약물이기 때문에, 환
자가 약물을 요청할 때부터 상기 약물의 진통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 지체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시간 지체 때문에,
환자들은 첫 번째 주사에 따른 오피오이드 효과 수준이 계속 상승하는 동안 두 번째(또는 세 번째) 약물 투여를 종종 요청
한다. PCA 시스템은 "로크아웃(lockout)" 기간(일반적으로 5분)을 포함하는데, 이는 오피오이드 약물 효과가 아직 상승하
는 동안 환자에게 추가의 오피오이드를 투여하는 것을 방지하는데에 도움이 된다. 로크아웃 기간은 통상적으로 치료 제공
자 조절, 규정 또는 프로그래밍하고 있으며, 로크아웃 기간의 프로그래밍 시 사용자의 잘못 또는 부주의로 인해 환자가 사
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환자는 또한 환자의 투여량 제어 역할을 축소하는 로크아웃으로 인해 절망감을 느끼는
경우도 자주 있다. PCA의 다른 단점은 침입성 비경구(정맥주사) 투여 및 고가의 주입 펌프 등을 포함하며, 이와 같이 수용
된 환자에 대해 PCA 사용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환자에게 투여하는 오피오이드의 양을 더욱 바람직하게 조절하기 위한 두 번째 시도로는 분만 중에 아산화질소(nitrous
oxide)를 자기-투여하는 과정이 있다. 아산화질소 마스크는 분만 수축 도중 환자 스스로 얼굴에 쓰고, 적당히 진통이 도달
되면 얼굴로부터 떼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은 진통 효과를 적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투여 시스템을 사용한 아
산화질소의 과량 투여는 상당한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메커니즘으로서 사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아산화질소
는 보관을 위해 무거운 강철 탱크 및 복잡한 투여 전달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기체이다. 따라서, 아산화질소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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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내로 그 사용이 제한되며 응급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아산화질소와 관련된 또 다른 잠재적 문제는 낮은
효능에 관한 것으로, 이로 인해 혈중산소 저하(hypoxic) 혼합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산소 중의 고농도(50% 이상) 아산화
질소의 투여가 필수라는 점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환자가 수용하는 오피오이드의 총 투여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오피오이드의 두 가지 생체학적 반응: 진정작용
및 환기 기능저하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에서, 본 발명은 통상적으로 PCA 또는 다른 기존 오피오이드 투여 방법
으로 달성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오피오이드 약물 전달 안전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며, 이에 따라 환자가 위험한 고 수준의
오피오이드 약물 작용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한 가지 부작용만이 이용된다. 본 발명은 또한 통상적으로 PCA
시스템에 요구되는 "로크아웃(lockout)" 기간의 필요를 없애고, 이에 대한 욕구불만 및 거기에 일어날 수 있는 사용자 실수
를 배제함으로써 진정작용의 이용을 개선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첫 번째 측면은 독성을 회피하면서 환자에게 진통을 제공하는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오피오이드 제제를
제공하며: 상기 방법은 진통을 생성하기 위하여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제제를 흡입하는 단계, 및
만족할 만한 진통이 도달된 때 또는 부작용이 시작될 때 흡입을 중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는
제제 입자를 폐에 효과적인 속도로 침적(deposite)하도록 적합하게 구성되며; 상기 제제는 하나 이상의 신속-개시 오피오
이드를 유효량, 및 하나 이상의 지속-효과성(sustained-effect) 오피오이드,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carrier)
를 포함하며, 각 오피오이드의 농도와 형태, 흡입 도중, 진통이 상기 부작용의 개시 이전에 도달되며, 상기 부작용의 개시
가 상기 독성의 개시 이전에 발생하며, 또한 최대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가 독성 수준에 도달하지 않도록 선택됨으로써, 상
기 부작용의 개시가 환자에 의하여 흡입을 종료하여 독성을 회피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일 구현예에 있어서, 부작용 개시 시의 최대 총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가 최대 총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의 66% 이상, 또는
80% 이상이 되도록 제제 중 각 오피오이드의 농도 및 형태가 선택된다.
다른 구현예에 있어서, 제제 중 하나 이상의 신속-개시 오피오이드가 펜타닐(fentanyl), 알펜타닐(alfentanil), 수펜타닐
(sufentanil) 및 레미펜타닐(remifentanil)이다.
다른 구현예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지속-효과성 오피오이드는 모르핀, 모르핀-6-글루쿠로니드, 메타돈(methadone), 히
드로모르폰(hydromorphone), 메페리딘(meperidine)이며, 폐 표면에서 약물 방출을 지연시키는 생적합성 담체
(biocompatible carrier) 중에 캡슐화된 오피오이드, 또는 리포좀 캡슐화 오피오이드(liposomally encapsulated opioid)
이다. 상기 리포좀 캡슐화 오피오이드는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일 수 있다.
일 구현예에 있어서, 오피오이드 제제는 총 오피오이드 농도가 250 내지 1500 mcg/ml이다.
일 구현예에 있어서, 제제 중 오피오이드는 유리 펜타닐(free fentanyl)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로 구성된다.
일 구현예에 있어서, 유리 펜타닐 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농도비는 1:5 내지 2:1이다.
다른 구현예에 있어서, 유리 펜타닐 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농도비는 약 2:3이다.
다른 구현예에 있어서, 오피오이드 제제는 유리 펜타닐을 100 내지 750 mcg/ml의 농도로 함유한다.
다른 구현예에 있어서, 오피오이드 제제는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을 250 내지 1500 mcg/ml의 농도로 함유한다.
다른 구현예에 있어서, 오피오이드 제제는 총 오피오이드 농도가 약 500 mcg/ml, 유리 펜타닐 농도가 약 200 mcg/ml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 농도가 약 300 mcg/ml이다.
다른 구현예에 있어서, 제제는 둘 이상의 다른 오피오이드를 함유(오직 두 가지 오피오이드가 유리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
화 펜타닐인 제제를 제외)한다.
다른 구현예에 있어서, 제제 중의 오피오이드는 알펜타닐 및 모르핀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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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현예에 있어서, 제제는 알펜타닐을 300 내지 6700 mcg/ml의 농도로 함유한다.
다른 구현예에 있어서, 제제는 모르핀을 650 내지 13350 mcg/ml의 농도로 함유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독성을 회피하면서도 환자에게 진통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피오이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상기 방
법은:
진통을 생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속도로 제제 에어로졸 입자를 폐로 전달하도록 적합하게 구성된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
를 이용하여 연속하여 제제를 흡입하는 단계; 및
만족할 만한 진통에 도달한 때 또는 부작용이 개시된 때 흡입을 중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제는 유효량의 신속-개시 오피오이드를 하나 이상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포함하며; 각 오피오이드의
농도 및 형태, 및 효과적인 입자 전달 속도는, 흡입 도중, 진통이 상기 부작용의 개시 전에 도달되며, 상기 부작용의 개시가
독성의 개시 이전에 발생하며, 또한 최대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가 독성 수준에 도달하지 않도록 선택됨으로써, 상기 부작
용의 개시가 환자에 의하여 흡입을 종료하여 독성을 회피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일 구현예에 있어서, 제제는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에 의하여 1 내지 5 마이크론의 질량 평균 공기역학적 직경(mass
meium aerodynamic diameter)으로 투여된다.
다른 구현예에 있어서, 제제는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에 의하여 1 내지 3 마이크론의 질량 평균 공기역학적 직경으로 투여
된다.
다른 구현예에 있어서, 제제는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에 의하여 1.5 내지 2 마이크론의 질량 평균 공기역학적 직경으로 투
여된다.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는 부작용 개시 시의 최대 총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가 최대 총 오피오이드 혈장의 66% 이상, 또는
80% 이상이 되도록 각 오피오이드의 농도 및 형태가 선택되는 방법이다.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는 하나 이상의 신속-개시 오피오이드가 펜타닐, 알펜타닐, 수펜타닐 및 레미펜타닐로부터 선택되
는 방법이다.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는 지속적인 경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지속-효과성 오피오이드의 유효량을 더 포함하는
방법으로, 각 오피오이드의 농도 및 형태는, 흡입 도중, 진통이 상기 부작용의 개시 전에 도달되며, 상기 부작용의 개시는
독성의 개시 이전에 일어나며, 또한 최대 총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가 독성 수준에 도달하지 않도록 선택됨으로써, 상기 부
작용의 개시가 환자에 의하여 흡입을 종료하여 독성을 회피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다른 구현예는 하나 이상의 지속-효과성 오피오이드가 모르핀, 모르핀-6-글루쿠로니드, 메타돈, 히드로모르폰, 메페리딘,
폐 표면에서의 약물 방출을 지연시키는 생적합성 담체 중에 캡슐화된 오피오이드, 및 리포좀 캡슐화 오피오이드로부터 선
택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리포좀 캡슐화 오피오이드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인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하나 이상의 지속-효과성 오피오이드가 모르핀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으로부터 선택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제제 중 오피오이드가 유리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로 구성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유리 펜타닐 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농도비가 1:5 내지 2:1인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유리 펜타닐 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농도비가 2:3인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총 오피오이드 농도가 250 내지 1500 mcg/ml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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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현예는 제제가 유리 펜타닐을 100 내지 750 mcg/ml의 농도로 포함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제제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을 250 내지 1500 mcg/ml의 농도로 포함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총 오피오이드 농도가 약 500 mcg/ml, 유리 펜타닐 농도가 약 200 mcg/ml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 농도
가 약 300 mcg/ml인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4 내지 50 mcg/분의 유리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10 내지 20 mcg/분의 유리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약 15 mcg/분의 유리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5 내지 150 mcg/분의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10 내지 90 mcg/분의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15 내지 60 mcg/분의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20 내지 45 mcg/분의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5 내지 200 mcg/분의 총 오피오이드가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10 내지 40 mcg/분의 총 오피오이드가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30 내지 35 mcg/분의 총 오피오이드가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제제가 둘 이상의 오피오이드를 포함(오직 두 가지 오피오이드가 유리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인
제제를 제외)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 투여가 50 내지 500의 흡입 동안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제제 중의 오피오이드가 알펜타닐 및 모르핀으로 구성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제제가 알펜타닐을 300 내지 6700 mcg/ml의 농도로 함유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100 내지 500 mcg/분의 알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약 250 mcg/분의 알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 제제가 모르핀을 650 내지 13350 mcg/ml의 농도로 함유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100 내지 2000 mcg/분의 모르핀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200 내지 1000 mcg/분의 모르핀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약 500 mcg/분 of 모르핀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방법이다.
다른 구현예는 오피오이드 독성을 방지하기 위한 오피오이드 부작용의 용도이다.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는 환자에게 진통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피오이드 제제를 함유하는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로, 상기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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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제제를 함유하는 용기;
상기 용기에 결합된 출구;
의식적인 환자의 노력에 의한 작동을 통하여 효과적인 속도로 상기 제제 입자를 상기 출구를 통해 폐로 투여(dispensing)
하기 위하여 상기 용기에 결합된 수단을 포함하며, 이에 따라, 흡입 도중, 진통이 오피오이드 부작용의 개시 전에 도달되
며, 상기 부작용의 개시는 독성의 개시 이전에 일어나며, 또한 최대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가 독성 수준에 도달하지 않게 됨
으로써, 상기 부작용의 개시가 환자에 의하여 흡입을 종료하여 독성을 회피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환자에게 진통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피오이드 제제를 함유하는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로, 상기 장
치는:
하나 이상의 신속-개시 오피오이드를 유효량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포함하는 제제를 함유하는 용기;
상기 용기에 결합된 출구;
상기 제제 입자를 상기 출구를 통하여 폐로 투여하기 위하여 용기에 결합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수단은 작동되기 위하
여 의식적인 환자의 노력을 필요로 하며;
각 오피오이드의 농도 및 형태 및 입자 전달의 효과적인 속도는, 흡입 도중, 진통이 상기 부작용의 개시 이전에 도달되며,
상기 부작용의 개시는 독성의 개시 이전에 발생하며, 또한 최대 총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가 독성 수준에 도달하지 않도록
선택됨으로써, 상기 부작용의 개시가 환자에 의하여 흡입을 종료하여 독성을 회피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다른 구현예는 제제가 투여되는 속도를 소정의 경계값 이하로 제어하는 전달 속도 제어 수단을 더 포함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제제를 투여하기 위하여 출구가 환자의 입술에 의하여 밀폐되어야 하는 천공부(fenestration)를 더 포함하
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투여 수단이 호흡으로 작동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입자의 질량 평균 공기역학적 직경이 1 내지 5 마이크론인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입자의 질량 평균 공기역학적 직경이 1 내지 3 마이크론인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입자의 질량 평균 공기역학적 직경이 1.5 내지 2 마이크론인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부작용 개시 시의 최대 총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가 최대 총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의 66% 이상이 되도록 각
오피오이드의 농도 및 형태가 선택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부작용 개시 시의 최대 총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가 최대 총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의 80% 이상이 되도록 각
오피오이드의 농도 및 형태가 선택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하나 이상의 신속-개시 오피오이드가 펜타닐, 알펜타닐, 수펜타닐 및 레미펜타닐로부터 선택되는 장치이
다.
다른 구현예는 지속적인 경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지속-효과성 오피오이드를 유효량 더 포함하는 장치로서,
제제 중의 각 오피오이드의 농도 및 형태는, 흡입 도중, 진통이 상기 부작용의 개시 전에 도달되며, 상기 부작용의 개시는
독성의 개시 이전에 일어나며, 또한 최대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가 독성 수준에 도달하지 않도록 선택됨으로써, 상기 부작
용의 개시가 환자에 의하여 흡입을 종료하여 독성을 회피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다른 구현예는 하나 이상의 지속-효과성 오피오이드가 모르핀, 모르핀-6-글루쿠로니드, 메타돈, 히드로모르폰, 메페리딘,
폐 표면에서의 약물 방출을 지연하는 생적합성 담체 중에 캡슐화된 오피오이드, 및 리포좀 캡슐화 오피오이드로부터 선택
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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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현예는 리포좀 캡슐화 오피오이드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인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하나 이상의 지속-효과성 오피오이드가 모르핀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으로부터 선택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제제 중의 오피오이드가 유리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로 구성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유리 펜타닐 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농도비가 1:5 내지 2:1인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유리 펜타닐 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농도비가 약 2:3인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총 오피오이드 농도가 250 내지 1500 mcg/ml인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제제가 유리 펜타닐을 100 내지 750 mcg/ml의 농도로 포함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제제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을 250 내지 1500 mcg/ml의 농도로 포함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총 오피오이드 농도가 약 500 mcg/ml, 유리 펜타닐 농도가 약 200 mcg/ml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 농도
가 약 300 mcg/ml인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4 내지 50 mcg/분의 유리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10 내지 20 mcg/분의 유리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약 15 mcg/분의 유리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5 내지 150 mcg/분의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10 내지 90 mcg/분의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15 내지 60 mcg/분의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20 내지 45 mcg/분의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5 내지 200 mcg/분의 총 오피오이드가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10 내지 40 mcg/분의 총 오피오이드가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30 내지 35 mcg/분의 총 오피오이드가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제제가 둘 이상의 오피오이드를 포함(오직 두 가지 오피오이드가 유리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인
제제를 제외)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제제 중의 오피오이드가 알펜타닐 및 모르핀으로 구성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제제가 알펜타닐을 300 내지 6700 mcg/ml의 농도로 함유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100 내지 500 mcg/분의 알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약 250 mcg/분의 알펜타닐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 제제가 모르핀을 650 내지 13350 mcg/ml의 농도로 함유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100 내지 2000 mcg/분의 모르핀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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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현예는 200 내지 1000 mcg/분의 모르핀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약 500 mcg/분 of 모르핀이 흡입 도중 폐에 침적되는 장치이다.
다른 구현예는 수단이 흡입당 0.2% 내지 1%의 제제를 투여하는 장치이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오피오이드 투여 키트(kit)로, 이는;
상기와 같은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 및
상기 장치를 이용하여 제제를 연속하여 흡입하는 단계 및 만족할 만한 진통이 도달된 때 또는 부작용의 개시 시에 흡입을
종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기 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설명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오피오이드 투여 키트로, 이는:
하나 이상의 신속-개시 오피오이드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포함하는 제제;
용기, 상기 용기에 결합된 출구, 의식적인 환자의 노력을 통하여 효과적인 속도로 그 안에 포함된 제제 입자를 상기 출구를
통해 폐로 투여하기 위하여 상기 용기에 결합된 수단을 포함하는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로서, 이에 따라, 흡입 도중, 진통
이 상기 부작용의 개시 전에 도달되며, 상기 부작용의 개시는 독성의 개시 이전에 발생하여, 최대 총 오피오이드 혈장 농도
가 독성 수준에 도달하지 않도록 되며, 이에 따라 상기 부작용의 개시가 환자에 의하여 흡입을 종료하여 독성을 회피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폐질환 약물 전달 장치; 및
용기에 제제를 충전하는 단계, 상기 장치를 이용하여 제제를 연속하여 흡입하는 단계, 및 만족할 만한 진통이 도달된 때 또
는 부작용의 개시 시에 흡입을 종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기 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른 구현예는 상기 제제가 하나 이상의 지속-효과성 오피오이드를 포함하는 오피오이드 투여 키트이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환자에게 진통을 제공하는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오피오이드 제제로, 이는:
150 내지 250 mcg/ml의 유리 펜타닐 ;
200 내지 400 mcg/ml의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 ;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폐경로(pulumonary route) 투여를 통하여 환자에게 진통을 제공하는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오피
오이드 제제로, 이는
둘 이상의 다른 오피오이드(두 가지 오피오이드가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인 제제를 제외);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환자에게 진통을 제공하며 및 이를 위한 약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기존 제제의 용도를 제
공한다.
본 발명에
하여 또한
시 이전에
장 농도가

따른 유용한 약물 제제 및 투여를 위한 파라미터는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자라면 공지의 약학적 데이터에 근거
이하에서 설명하는 약동학 및 약력학 모델링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링은 진통 효과가 부작용 개
도달되고, 및 상기 부작용이 독성에 앞서 발생함으로써, 또한 환자가 제제 흡입을 중단한다면 총 오피오이드 혈
독성 수준까지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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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하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진통 효과(analgesic effect)" 나 "진통(analgesia)"은 약물 작용으로 인한 통증의 완화를 의미한다.
"약물 전달 프로파일" 은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의 양 및 속도와 폐, 혈장 및 약물 효과 부위에서의 농도에 대한 흡입된 투여
량에 관한 약동학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약물 효과 부위에서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약물의 농도를 의미한다.
"혈중 산소 저하(hypoxia)"는 오피오이드 투여의 독성 효과로서 본원에서는 혈중 O2 농도가 90% 포화도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환기 기능저하(ventilatory depression)"는 폐 내로 들어가는 공기의 속도, 1회 호흡량(tidal volume) 및/또는 유속의 감
소를 말한다. 환기 기능저하는 현기증, 짧은 호흡 또는 호흡 속도의 저하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피오이드 유발 환기
기능저하"는 약물 효과 부위에서 오피오이드의 작용으로 인한 환기 기능저하를 말한다.
"진정작용(sedation)"은 주의력, 자각, 집중 및 의식 상태 등이 오피오이드로 인해 감소하는 것을 말하며, 힘이 빠지는 것
(근육 피로), 자발적 활성의 부족, 무기력(혼수), 졸음 및 수면 등으로 나타난다. "오피오이드 유발 진정작용"은 약물 효과
부위에서 오피오이드의 작용으로 인한 진정작용을 말한다.
"신속 개시(rapid onset)"는, 약물 제제에 대한 설명에서 사용된 것으로, 혈장내 오피오이드 농도의 증가를 신속히 따르는
진통 효과를 갖는 제제를 말한다. "신속 개시 오피오이드"는 투여 5분 이내에 진통 효과를 갖는 오피오이드이다.
"지속 효과성(sustained effect)"는 수 시간 동안 지속되는 진통 효과를 갖는 제제를 말한다. "지속 효과성 오피오이드"는
2 시간 이상 유지되는 진통 효과를 갖는 오피오이드이다.
"부작용" 이란 진통 또는 독성 이외의 오피오이드의 효과이다. 예를 들면, 중증 환기 기능저하는 오피오이드 독성의 한 예
이고, 경증 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은 오피오이드 독성의 징후가 아닌 오피오이드 부작용으로 판단된다.
"효과 부위(site of effect)"는 환자 체내의 실제의 또는 가상의 약물 작용 부위이다. "효과 부위"는 뇌, 간장 또는 신장과 같
은 체내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상호관계 및 약동학 모델링에 근거한 이론적인 불명의 위치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오피오이드 중 일부는, 척수의 교양질(substantia gelatinosa) 내에서 진통 작용을 제공하는 것이 공지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곳이 오피오이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부위다. 효과 부위에서의 오피오이드의 농도는 직접 측정하여 결정하기도 하며,
또는 약동학 및 약력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
"유효량"은 진통 효과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약물의 양을 말한다.
"질량 평균 공기역학적 직경(mass medium aerodynamic diameter)"은 모든 입자의 누적 질량의 절반이 더 작은(또는 더
큰) 직경을 가진 입자 속에 함유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된 에어로졸의 공기역학적 직경을 말하며, 여기서 상기 공기역학적
직경은 측정되는 입자와 동일한 입자 침강 속도를 갖는 단위밀도(unit-density)의 구체 1개의 직경으로 정의된다.
"호흡 속도"는 단위 시간당 호흡수이다.
"효과까지의 적정"은 만족할만한 진통 효과를 환자가 감지할 때까지 오피오이드를 투여한 뒤 투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
다.
"부작용까지의 적정"은 부작용이 감지될 때까지 오피오이드를 투여한 뒤 투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투여 중지는 자발
적이거나(예를 들면, 졸음, 현기증 또는 숨가쁨 등을 느끼기 시작할 때 환자로 하여금 오피오이드 투여를 중단하도록 지시
함으로써), 또는 비자발적(예를 들면, 환자가 환기 기능저하나 진정작용으로 인해 오피오이드 투여량을 더 이상 효과적으
로 호흡할 수 없을 때)일 수 있다.
"독성의", "독성", "독성 효과" 및 "오피오이드 독성" 등의 용어는 환자에게 사망의 위험을 가져오는 오피오이드의 영향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오피오이드는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거의 위험을 주지 않는 소량의 환기 기능저하를 일으킨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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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오이드 독성의 예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중증 환기 기능저하는 혈중 산소 농도 저하, 의식 상실 및 사망의 위험을 가
져온다. 따라서, 중증 환기 기능저하는 오피오이드 독성의 예가 되는 반면에, 경증 환기 기능저하는 오피오이드 독성의 징
후로 판단하지 않는다.
본 발명은 환자의 오피오이드 자기-투여에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환자에게 제공된 오피오이드의 양을 자기-조절하기
위해 오피오이드의 부작용을 이용하고 이에 의해, 독성 및 사망을 회피하면서 환자의 진통 요건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투여
량을 적절히 결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통증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함께 시작한다. 경증(輕症, mild) 내지 중증도(中症度, moderate)의 통증을 치료하
는 요법이 다수 있으나, 오피오이드는 중증도(中症度) 내지 중증(重症, severe)의 통증을 치료하는데 중요하다. 중증도 내
지 중증의 통증에 대한 반응에서, 환자나 환자의 간호 제공자(care provider)는 액상 용액, 또는, 대안으로서, 에멀젼 중에
오피오이드를 미리 넣은 바이알(vial)을 연다. 상기 액체는 분무기에 첨가된다.
이어서 분무기를 입에 대고 손으로 잡는다. 자기-제한 메카니즘의 작용을 방해하므로, 분무기는 끈으로 얼굴에 부착하지
않는다.
각 호흡시 분무기는 소량의 액상 오피오이드를 에어로졸 형태로 방출한다. 에어로졸은 환자의 입을 통과하여 기관지와 폐
로 들어가고, 여기에 에어로졸화된 오피오이드가 침적된다.
본원에서 분무기는 또한 흡입기나 에어로졸 폐질환 약물 전달장치라고도 한다. 흡입기는 분무기 또는 압축공기나 산소 공
급원과 조합된 분무기, 또는 그외의 폐를 통한 약물 투여 용도의 에어로졸 발생 장치를 말하기도 한다. 에어로졸 폐질환 약
물 전달장치는 폐에 전달할 물질을 에어로졸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뜻한다. 각종 분무기 기술이 공지 및 실용화되고 있다.
오피오이드 약물 효과의 개시 속도는 오피오이드가 폐로 들어가는 속도, 순환계으로의 흡수 속도 및 오피오이드가 혈뇌장
벽을 통과하는 속도에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펜타닐 및 레미펜타닐 같은 일부 오피오이드는 혈뇌장벽을 재빨리 통
과하여 매우 신속히 약물 효과를 개시한다. 모르핀 및 모르핀-6-글루쿠로니드 같은 다른 오피오이드는 혈뇌장벽을 아주
천천히 통과하여 느리게 개시되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생성한다.
오피오이드가 혈뇌장벽을 통과함에 따라, 오피오이드는 약물 작용 부위에 효과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경우에 따라 환자가
감지하는 효과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오피오이드의 농도가 증가하면 감지되는 효과는 진통 효과, 부작용 및 독성 효과
순서이다.
환기 기능저하는 오피오이드의 반작용(환기를 저하시킴) 및 이산화탄소 (환기를 증가시킴)에 의해 증감 조절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로 일어난다: 초기에 오피오이드는 환기를 저하시킬 것이다. 환자는 이산화탄소
를 많이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 혈액 내의 이산화탄소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 이는 환
기를 자극하고 부분적으로 오피오이드-유발 환기 기능저하를 상쇄시킨다. 오피오이드-유발 환기 기능저하는 환자가 오피
오이드를 흡입할 때 일어나기에 충분할 정도로 빠르게 행해져야 하며, 따라서 흡입된 오피오이드의 양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산화탄소가 상승하여 오피오이드 유발 환기 기능저하를 상쇄할 기회를 갖기 전에 환자가 독성 효과의 위
험에 처할 정도로 빨리 행해져서는 안 된다.
환자가 1 분당 흡입한 오피오이드의 양은 그 시간 동안의 환기와 비례한다. 환기가 저하됨에 따라, 폐로의 오피오이드의
전달 속도가 비례적으로 감소한다. 이와 같이, 전달 속도는 환기 기능저하에 의해 느려지고, 오피오이드의 독성 투여량을
자기-투여하는 환자의 능력이 감소한다. 환기 기능저하로 인해 오피오이드 흡수가 느려지면 진정작용 개시를 통해 약물
전달을 완전히 중지할 기회가 생긴다.
오피오이드가 진통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 환자 중 일부는 통증의 이동으로, 또한 일부는 오피오이드의 부작용으로 인해
진정될 것이다. 환자에게서 진정작용이 진행되면, 장치를 입에 대고, 입술로 밀봉한 상태를 유지하며, 또한 추가의 오피오
이드를 투여하기 위해 장치를 통해 호흡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대신, 환자는 코로, 또는 입을 통하지만 분무기의 마우스피
스 주변으로 호흡하기 시작한다. 진정작용이 커지면, 저절로 팔이 처져서 입으로부터 장치가 떨어지게 된다. 일부러 장치
를 무겁게 만들거나 또는 장치에 추를 달면 진정작용 수준이 낮아도 팔은 쉽게 처지게 된다. 사전 진정작용에 대한 환자 개
개의 강도에 따라 장치의 무게를 환자별로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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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오이드의 부작용은 통상 낮은 오피오이드 농도에서 일어나므로(오피오이드 독성 효과와 비교하여), 더욱 안전하고 환
자의 자기-제한적 오피오이드 투여가 부작용 개시 및 독성 효과 개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허용할 정도로 충분히 느린 속도
로써 폐를 통한 오피오이드(또는 오피오이드 조합물)의 투여를 통해 일어났다. 그 속도는 또한 투여량이 투여되는 동안 부
작용이 개시되도록 하기에 충분히 느려야 한다(오피오이드 개시 속도와 비교한 경우).
본 발명에 관련한 임상 연구에서, 신속히 작용하는 펜타닐 및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로 이루어진 펜타
닐 제제를 일정량 건강한 대상에게 2 내지 20분 동안 흡입시켰다. 본 연구에서, 수 명의 대상자가 투여량 및 전체 투여량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의 도움을 자기-제한하고자 하였다. 대상자 중 일부는 오피오이드-유발 환기 기능저하로 인해
투여량을 자기-제한하였고, 환기 속도 감소는 흡입된 약물의 양을 감소시켰다. 다른 대상자는 진정작용 때문에 또한 펜타
닐 흡입을 지속하기 위해 흡입 장치를 입에 고정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투여량을 자기-제한하였다. 대상자 중 일부는 부
작용을 모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환자는 실제로 (1) 약물이 조금씩 연장된 시간 동안(예, 2 내지 20분) 흡입될 때, (2)
약물이 공급되는 동안(및 독성 투여량이 투여되기 전에) 오피오이드 유발 환기 기능저하가 일어날 때, 및/또는 (3) 약물이
공급되는 동안(및 독성 투여량이 투여되기 전에) 진정작용이 일어날 때, 독성 수준의 펜타닐이 투여되기 전에 폐의 경로를
통한 펜타닐 투여를 자기-제한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는 오피오이드를 환자에게 공급하는 속도를 설정함으로써
제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바람직하게는, 오피오이드 제제는 4 내지 20분간 투여된다. 4 내지 20분간 투여되는 오피오이드의 총량은 여러 가지 변수,
예컨대 전달되는 오피오이드 및 오피오이드 조합물의 종류 및 흡입될 입자의 전체 공기역학적 직경(MMED)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이러한 투여 기간에는 효과 개시 속도가 투여 속도의 영향을 받게 되며, 환자에게 진정작용 및 환기 기능저하의
개시를 통해 투여량을 비자발적으로 자기-제한하는 능력을 부여한다. 알펜타닐/모르핀 조합 약물에 있어서, 100 내지
500 mcg/분의 알펜타닐 및 200 내지 1000 mcg/분의 모르핀이 최적임을 발견하였다 (환자의 폐에 전달된 약물로서 측정
시("계통적 이용가능한 약물")).
유리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 제제에 있어서, 계통적 이용가능한 약물의 수준은 10-25 mcg/분의 유리 펜타닐 및 10-50
mcg/분의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일 때 최적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른 오피오이드 제제에 있어서, 치료학적으로 동등한 속도의 계통적 이용가능한 약물은 유사한 장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
된다.
하나 이상의 신속-개시 오피오이드 및 하나 이상의 지속 효과성 오피오이드를 함유하는 다중 오피오이드 제제 중의 약물
을 수용하는 것을 환자가 중단할 때의 농도보다 더 큰 효능을 갖는 오피오이드 효과의 정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여된
지속 효과성 오피오이드의 신속-개시 오피오이드에 대한 비율이 치료학적 등가의 효능 측면에서 1:1 이하가 되어야 할 것
으로 예상한다.
오피오이드 투여 속도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변수는 환자의 호흡 속도이다. 1 분당 10 내지 15회 호흡하는 호흡 속도 (즉,
"정상" 호흡 속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피오이드 반응은 개별적인 차이가 크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통증성 자극의 수준이 다양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중증의
통증이 있을 경우, 극히 많은 투여량의 오피오이드를 심각한 독성 없이 투여할 수 있다. 만성적으로 오피오이드를 투여하
는 환자들은 원하는 치료 효과 및 오피오이드 독성을 모두 생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여량을 필요로 한다. 이는 또한 오피
오이드에 대한 내성의 진행을 반영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개별화된 환자의 요구에 오피오이드를 적절히 맞추기 위해 필요
한 광범위한 투여량 범위 때문에 더 개선된 오피오이드 투여 수단을 찾고자 하였다.
본 발명에 있어서, 진통을 제공하기 위해 오피오이드 투여량이 크게 요구되는 환자는 더 많은 용량의 약물(더욱 긴 시간 동
안 흡입될) 투여를 선택하거나, 또는 4-25 분으로 예상되는 시간 동안 더 높은 농도의 흡입 약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나, 오피오이드 유발-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은 여전히 감쇄되고, 경우에 따라 독성 투여량의 흡입 전에 약물
투여를 종료할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환자는 장기간 동안 약물을 흡입할 것이다. 역으로, 적은 투여량만 필요로 하는 환자
는 더욱 단기간의 흡입기간 후 바람직한 통증 완화를 경험할 것이다. 환자는 추가의 약물을 흡입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적절한 통증 완화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명치 못하게 계속 오피오이드를 자기 투여하는 환자는 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을 경험할 것이며, 따라서 독성 투여량의 오피오이드의 흡입에 앞서서 자발적으로(환자에게 제공된 사용 설명서
에 따라) 또는 비자발적으로(부작용 탓에) 약물 투여를 줄인 뒤 결국 종료할 것이다. 따라서 환자는 로크아웃 기간 없이 또
한 더 낮은 독성 위험으로 진통 효과에 대한 자기-적정 능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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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흡입 장치에 있어서, (상술한 바와 같은 또는 그 밖의) 오피오이드 및 오피오이드 농도의 선택은 폐에서 혈장으로의
오피오이드 흡수 시간 과정 및 혈장에서 약물 효과 부위(예, 뇌 또는 척수)로의 오피오이드 전달 시간 과정을 고려해야 한
다.
일부 오피오이드는 폐에서 계통 순환계로의 신속 흡수에 관련된다. 예를 들면, 폐에서 혈장으로의 유리 펜타닐의 흡수는
거의 즉각적이다. 이는 레미펜타닐, 알펜타닐 및 수펜타닐도 거의 마찬가지다. 폐에서 혈장까지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로부
터 방출되는 유리 펜타닐의 흡수는 훨씬 느리다.
오피오이드 중에는 혈장에서 약물 효과 부위로의 신속 흡수에 관련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약물 효과 부위에서 정점 알펜
타닐 및 레미펜타닐 농도가 정맥 주사 뒤 2 분 이내에 일어난다. 또 다른 오피오이드는 혈장에서 약물 효과 부위로의 아주
느린 전달 속도에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면, 모르핀의 정맥주사 투여량에 의한 정점 약물 효과는 주사 후 10 내지 15 분 정
도 지연되기도 한다.
자기 제한성 오피오이드 전달 장치를 작동하기 위하여, 오피오이드 중 하나는 폐에서 혈장으로, 또한 혈장에서 오피오이드
약물 효과 부위로 신속히 전달되어야 한다. 펜타닐, 알펜타닐, 수펜타닐 및 레미펜타닐은 모두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신속
개시). 메페리딘 및 메타돈 역시 이러한 효과를 가질 수도 있으나 현재 공지되어 있지는 않다. 한 가지 오피오이드로 본 발
명에서 요구되는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지만, 신속-개시 오피오이드를 저속으로 작용하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갖는 오피오
이드와 조합할 경우, 환자는 보통 이러한 조합물을 사용할 때 더 장기간에 걸쳐 진통 효과를 느끼게 되므로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오피오이드 진통 효과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개시는 느리나 지속적인 효과를 갖는 오피오이드와 신속-개시 오피오이드를
조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제제의 예는 (1)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제제, (2) 레미펜타닐, 알펜타
닐, 수펜타닐 또는 펜타닐과 모르핀의 조합으로 된 제제, 및 (3) 레미펜타닐, 알펜타닐, 수펜타닐 또는 펜타닐과 메타돈의
조합으로 된 제제를 포함한다. 지속 효과성 오피오이드의 최대 효과시 신속-개시 오피오이드에 기인한 정점보다 높은 것
으로서, 약물 투여 과정에서 환자가 부작용을 감지할 수 있는 약물 작용의 두 번째 "정점"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신속-개시 오피오이드를 느린 개시 및 지속 효과를 갖는 오피오이드와 조합할 때, 양쪽 오피오이드의 농도를 조정함으로
써 신속-개시 오피오이드의 자기-제한성 효과는 환자가 느린-개시 오피오이드에 대해 노출되는 것을 제한시키는 역할을
한다. 신속-개시 오피오이드는 일종의 초기 경고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하거나, 적합한 시간틀 내에 부작용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부작용은 독성에 도달하기 전에 경험하는 것임이 밝혀졌다. 더 구체적으로, 투여 완료 후 즉시 또는 투약 종료시 부작용을
경험한 대상자들은 독성 부작용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지 않았지만, 투여 과정에서 부작용을 경험했고 또한 계속 약물을
흡입한 대상자들은 독성, 특히 혈중 산소 저하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상술한 설명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을 창안하기 위해서는 (1) 하나 이상의 오피오이드의 약동학 및
약력학에 대한 이해, 또한 (2) 오피오이드와 이산화 탄소 생성 및 제거, 및 환기작용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3) 하나 이상
의 오피오이드의 신중한 선택 및 (4) 약물의 적절한 임상적 프로파일을 달성하기 위해 최종 제제 내의 각 오피오이드의 최
적 농도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종 제제는 계통적 파라미터의 약동학 및 약력학적 모델링를 통해 결정되며,
투여량의 최적화는 계속 적정 진통 반응을 제공하면서 가장 우수한 환자 안전성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투여량을 발견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실시예
도면의 설명
도 1은 진정 작용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타내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다. 플로우 다이어그램 전체에서, 사각
형은 양을, 화살표는 속도(단위 시간당 양), 및 원은 계산값, 속도, 또는 상수를 나타낸다.
도 2는 환기 기능저하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나타내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다.
도 3은 흡입 장치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타내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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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폐 경로를 통해 환자에게 투여되었을 때 오피오이드의 약동학적 프로파일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타
내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다.
도 5a 및 5b는, 모두 함께, 단일 오피오이드 투여의 약동학에 관한 스텔라 TM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나타내는 플로우 다이
어그램이다. 도 5a는 시뮬레이션의 장치 모델 및 약동학 모델 측면을 도시한다. 도 5b는 시뮬레이션의 환기 기능저하 모델
및 진정작용 모델 측면을 도시한다.
도 6은 흡입 장치 및 환자의 폐 내에 있는 오피오이드량을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낸 도 5a 및 5b(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
용 모델은 기능을 하지 않음)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 출력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X 축은 시간을 분으로 나타낸
다. Y 축은 제제의 투여량 단위를 mg으로 나타낸다. 흡입기 내의 약물의 양은 처음 10 분간의 자극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강하된다. 폐 내의 약물의 양은 약물이 폐 속으로 흡입되고 폐에서 순환계통으로 약물이 흡수되는 온전한 과정(net
process)을 반영한다.
도 7은 도 5a 및 5b(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하지 않음)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환기 기능
저하를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환기 기능저하(베이스라인 환기 작용의 일부로서 표시됨)는 시뮬레이션 시
간에 걸쳐(분 단위) 나타냈다.
도 8은 도 5a 및 5b(환기 기능저하 모델은 기능을 하며,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하지 않음)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
션에서 흡입 장치 및 환자의 폐 내에 있는 오피오이드의 양을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X 축은 시간을 분으
로 나타내다. Y 축은 제제의 투여량 단위를 mg으로 나타낸다. 환자의 환기는 베이스라인 환기작용의 약 25%로 떨어졌으
며, 그러한 기능저하는 약 5-10 분 동안 지속한다.
도 9는 도 5a 및 5b(환기 기능저하 모델은 기능을 하며,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하지 않음)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
션에서 환기 기능저하를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환기 기능저하(베이스라인 환기작용의 일부로서 표현됨)
는 시뮬레이션 시간(분 단위) 동안 나타내었다. 오피오이드의 자기-제한에 의하여 야기된 환기작용의 변화는 환자에 대하
여 상당한 안전성을 제공한다(도 7과 비교).
도 10은 도 5a 및 5b(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함)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흡입 장치 및 환
자의 폐 내에 있는 오피오이드의 양을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X 축은 시간을 분으로 나타낸다. Y 축은 제
제의 투여량 단위를 mg으로 나타낸다. 진정 상태에 도달한 것과 약물 흡수의 자기-제한으로 인해, 약물 흡입은 약 8 분에
서 완전히 종료되었다.
도 11은 도 5a 및 5b(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함)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환기 기능저하를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환기 기능저하(베이스라인 환기작용의 일부로서 표현됨)는 시뮬레이션 시간(분
단위) 동안 나타내었다. 진정작용으로 인한 오피오이드 흡수의 자기-제한에 의하여 야기된 환기작용 변화는 환자에 대하
여 상당한 안정성을 제공한다(도 7 또는 9와 비교).
도 12는 두 종류의 오피오이드 투여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나타내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다.
도 13a, 13b 및 13c는, 모두 함께, 두 종류의 오피오이드의 투여하는 약동학에 관한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나타
내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다.
도 14는 흡입 장치 및 환자의 폐 내에 있는 오피오이드 총 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도 13a, 13b 및 13c(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함)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 출력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Y 축은 흡입기 내의 제제(1),
폐 내의 신속-개시 오피오이드(2), 및 폐 내의 지속 효과성 오피오이드(3)의 펜타닐 당량을 나타낸 것으로, 시간(분 단위)
에 대한 ng/ml 단위의 약물(펜타닐 당량)로 표현된다. 약 12분 후, 환자는 더이상의 오피오이드 흡입을 중단하여, 오피오
이드-유발 진정작용을 반영했다.
도 15는 도 13a, 13b 및 13c(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함)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효과 부
위에서의 각 오피오이드 및 총 오피오이드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효과 부위에서 신속-개시 오피오
이드 (1), 지속 효과성 오피오이드 (2) 및 신속-개시 오피오이드와 지속 효과성 오피오이드의 조합물 (3)의 양을, 시간(분
단위)에 따라, ng/ml 단위의 펜타닐 당량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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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은 도 13a, 13b 및 13c(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함)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오피오이
드의 전달 동안 및 그 후의 환기 기능저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환기 기능저하(베이스라인 환기작용의 일
부로서 표현됨)는 시뮬레이션 시간(분 단위) 동안 나타냈다. 2종류의 오피오이드의 조합물은 첫 번째 오피오이드의 투여
동안 정점에 도달한다.
도 17a, 17b 및 17c는, 모두 함께, 투여된 두 종류의 오피오이드가 알펜타닐 모르핀인 경우, 두 오피오이드 투여의 약동학
에 관한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나타내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다. 도 17a, 17b는 시뮬레이션의 장치 모델 및 약
동학 모델 측면을 나타내며, 도 17c는 시뮬레이션의 환기 기능저하 모델, 진정작용 모델, 및 두 약물 모델 측면을 나타낸
다.
도 18은 도 17a, 17b 및 17c(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함)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효과 부
위에서의 알펜타닐, 모르핀 및 조합된 오피오이드의 농도를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라인 1은 알펜타닐의 농도를 나타내며; 라인 2는 모르핀의 농도를 나타내며, 및 라인 3은 조합물의 농도를 나타낸다. 모든
약물 수준은 효과 부위에서, 시간(분 단위)에 따른 ng/ml의 펜타닐 당량으로 표현된다. 약물 투여는 환자의 진정작용 때문
에 약물의 90% 전달 후 종료되었다. 라인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큰 오피오이드 노출은 흡입 도중 일어난다.
도 19는 도 17a, 17b 및 17c(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함)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환기 기
능저하를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환기 기능저하(베이스라인 환기 작용의 일부로 표현됨)는 시뮬레이션 시
간(분 단위) 동안 나타냈다. 환기 작용은 약물 투여 과정에서 베이스라인의 약 65%로 감소한다.
도 20은 오피오이드를 투여한 환자의 혈장 내 오피오이드의 투약 종말 농도에 대한 혈장 내 오피오이드 최대 농도를 나타
내는 그래프이다. 도 20a는 폐 경로를 통해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조합물을 투여한 환자를 나타내며, 도 20b
는 펜타닐을 정맥내로 투여한 환자를 나타낸다. 오피오이드의 최대 농도는 투약 종료시의 농도보다 현저히 높지는 않았으
며, 이는 "투약 종료"시의 양이 무독성이면, 대상자가 수용한 오피오이드의 최대 농도 역시 무독하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도 21은 폐 경로를 통해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조합물을 투여한 환자에 있어서 부작용 및 독성 효과에 관하여
투여 종료 시까지의 시간에 대한 부작용/독성 효과까지의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모든 경우에서 독성까지의 시간은
부작용까지의 시간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길었다.
도 22는 독성 효과에 대한 부작용의 통계학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이다. 부작용은 p < 0.04에서 독성 효과와 상관관계
가 있다.
하기 실시예는 예시를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구현예를 한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실시예 1: 오피오이드 전달에 관한 이론적 모델
실시예 2 내지 4는 오피오이드 전달에 관한 이론적 모델에 근거하며; 본 이론적 모델은 실시예 1에서 더욱 큰 확실성을 나
타낸다.
오피오이드 전달에 관한 이론적 모델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패키지 "스텔라" (고성능 시스템, 레바논, NH)에 프로그램되었
다. 본 실시예에서 도면과 텍스트로 나타낸 요소들은 스텔라 모델의 표현을 적용시킨 것으로 시뮬레이션의 프로그래밍 및
시뮬레이션의 실행 방법을 설명한다.
도면에 있어서, 사각형은 약물(하기의 것은 예외)의 축적을 가리키는 변수를 나타낸다. 점선 화살표는 축적기로의 흐름 또
는 축적기로부터의 흐름 나타내며, 실선 화살표는 상기 흐름을 제어하는 요소를 나타낸다. 실선 화살표 중 일부는 표현은
단순화하기 위해 생략되었다. 타원은 모델 파라미터(입력) 및 시간 의존형 계산값을 나타낸다. 다수의 모델 파라미터 및 상
수는 공지 기술로부터 구했다(Scott JC, Stanski DR. 연령에 따른 펜타닐 및 알펜타닐 투여 요구의 감소. 약동학적 및 약력
학적 동시 평가. J Pharmacol Exp Ther. 1987 Jan; 240(1):159-66).
(a) 진정작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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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오이드 유발 진정작용에 관한 모델을 설계하였다(도 1 - 진정작용 모델). 효과 부위의 오피오이드 (1010)는 약물 효과
부위에서의 오피오이드의 농도를 가리키는 변수로서 사용하였다. 1종 이상의 오피오이드가 약물 효과 부위에 나타났을 경
우, 효과 부위의 오피오이드 (1010)를 설치하여 각각 상대적인 효능으로 표준화된 오피오이드의 합을 나타내었다(예를 들
면, 하기의 실시예 3 및 4).
진정작용 경계값(1020)은 환자가 흡입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오피오이드 농도(1010)로서 정의되었다. 진정작용 경계
값 (1020)은 실험 또는 오피오이드에 대한 공지의 약동학을 통해 결정되었다.
진정작용 평가기(sedation valuator) (1030)는 오피오이드 농도 (1010)가 진정작용 경계값(1020)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오피오이드 농도 (1010)가 진정작용 경계값 (1020)을 초과하면 진정작용 평가기는 진정 상태(1040)의
값을 0에서 1로 변환시켰다. 진정 상태 (1040)는 직사각형이 약의 축적을 나타내는 규정에 대한 예외이다: 반대로, 이러한
모델에서 진정 상태 (1040)의 역할은 오피오이드가 진정작용 경계값을 초과했음을 기억하는 기억 성분 역할이었다. 후속
모델에서, 진정 상태 (1040)의 데이터는 오피오이드의 후속 투여를 중지시키고 환자의 진정작용을 자극하여, 그 결과 입에
서 흡입기를 떼어내는 기능을 했다.
(b) 환기 기능저하 모델
환기 기능저하 시뮬레이션을 프로그램했다(도 2). 이러한 모델에서, CO2는 신체의 대사 활성에 의해 CO2 생성 (2010)의
속도로 생성되어 혈장 속으로 유입되었다(혈장 CO2 (2020)). CO2 생성 (2010)은 실험적으로 결정되거나 공지된 것이다
(예를 들면, Bouillon T, Schmidt C, Garstka G, Heimbach D, Stafforst D, Schwilden H, Hoeft A. 알펜타닐의 호흡 기
능저하 효과에 대한 약동학-약력학적 모델링. Anesthesiology. 1999 Jul; 91(1): 144-55 and Bouillon T, Bruhn J,
Radu-Radulescu L, Andresen C, Cohane C, Shafer SL. 비정상 상태에서 레미펜타닐의 환기 기능저하 효능 모델.
Anesthesiology. 2003 Oct; 99(4):779-87). 혈장 CO2 (2020)은 소정의 속도 (뇌-혈장 CO2 평형(2030))에서 뇌 속의
CO2(뇌 CO2 (2040))와 평형을 이루었다. CO2를 폐의 공기 흡입과 유사한 방식에 따라, 환기 기능저하 (2060)의 변수에
의해 조정된 CO2 제거 (2050)의 속도로 혈장에서 제거되었다.
환기 기능저하 (2060)는 약물 효과 부위(효과 부위의 오피오이드 (1010))에서의 오피오이드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하였다. 환기 기능저하는 폐로부터의 CO2 제거(CO2 제거(2050))를 축소시켰고, 이에 의해 CO2는 뇌 속에서 상승한다
(뇌 CO2 (2040)). 뇌 CO2 (2040)가 증가함에 따라, 이는 환기 기능저하 (2060) 상의 부정적 영향을 통해 환기를 자극했
고, 일부는 효과 부위 내 오피오이드 (1010)의 기능저하 효과를 상쇄시켰으며, 이는 환기 기능저하 (2060) 상에 대해 긍정
적 영향을 갖는다.
환기 기능저하 (2060)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파라미터들을 고안하였다; 이들 파라미터의 합계를 본 모델에서 모델 파라미터
(2070)로 도시했다; 모델 파라미터(2070)를 포함하는 파라미터들을 도 5a 및 5b에서 더욱 상세하게 개시하였다. 이들 모
델 파라미터 (2070)는 환기 기능저하 (2060)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CO2 제거 (2050) 및 뇌 CO2 (2040)에 영향을 미친
다.
스텔라에 본 시뮬레이션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신규한 것이지만, 환기 기능저하 모델은 공지된 기술로서 "간접 반응 모델
" 이라고 한다.
(c) 장치 모델
흡입 장치의 모델은 도 3에 나타내었다. 투여량 (3050)은 흡입기에 들어가는 오피오이드의 총량을 나타낸다. 오피오이드
투여량 (3050)을 충전 흡입기(3010)의 속도로 흡입기에 넣는다. 이 속도는 시뮬레이선 실행에 필요하지만 즉시적 속도로
계산된다. 흡입기내 제제 (3020)는 흡입기에 함유된 오피오이드를 나타낸다. 환자는 흡입(흡입 (3030))의 속도로 폐 속에
제제를 흡입한다(폐 내의 제제 (3040)). 흡입 (3030)은 환기 기능저하 (2060) 및 진정 상태 (1040)의 영향을 받는다. 특
히, 흡입 (3030)은 환기 기능저하 (2060)가 증가함에 따라 느려진다. 예를 들면, 환기 기능저하 (2060)가 베이스라인의
50% 인 경우 베이스라인 속도의 1/2로 약물이 흡입되었다(흡입 (3030)이 베이스라인의 1/2이었다). 그러나, 진정 상태
(1040) = 1인 경우 폐 내의 약물 흡입이 중단되고, 더 이상의 약물은 흡입되지 않는다.
(d) 약동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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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적 오피오이드의 약동학 모델을 프로그램하였다. 폐 내의 제제 (3040)는 계통적 흡수(4010)의 속도로 혈장 속에 계통
적으로 흡수되었다(혈장내 오피오이드(4020)). 혈장내 오피오이드(4020)는 약물 효과 부위에서의 오피오이드 (효과 부위
의 오피오이드 (1010))에 의해 혈장 효과 부위 약물 평형 (4030) 속도로 평형화되었다. 오피오이드는 또한 오피오이드 재
분포 (4050)의 속도로 조직내 조직 오피오이드(4060) 속에 재분포되거나 또는 오피오이드 제거 (4070)의 속도로 혈장으
로부터 제거되었다. 조직내 오피오이드(4060) 및 오피오이드 재분포 (4050)는 활용되는 특정 오피오이드의 약동학 모델
에 따라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없는 선택적 파라미터로서 프로그램되었다. 계통적 흡수 (4010)의 속도, 혈장 효과 부위 약
물 평형 (4030), 오피오이드 제거 (4070), 및 오피오이드 재분포 (4050)는 모두 투여되는 특정 오피오이드의 약동학적 파
라미터로서 모델 내에서 오피오이드 약동학 파라미터(4080)로 표시되는 파라미터의 벡터를 이용해 결정되었고, 약동학
모델링에 의해 계산되었다.
스텔라에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신규의 것이지만, 약동학 모델은 공지된 기술로서 "효과 부위가 있는
꼭짓점(mammillary) 약동학 모델"이라고 한다. 상술한 꼭짓점 모델은 통상적으로 0, 1 또는 2 개의 조직 격실(tissue
compartment)을 구비하며, 각각, 효과 부위가 있는 1, 2 또는 3 격실 모델로 언급되는 모델들을 얻는다.
실시예 2: 단일 오피오이드의 투여
본 실시예는 실시예 1을 응용한 것이다: 오피오이드 전달에 관한 이론적 모델. 본 실시예는 사용되는 오피오이드 전달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도시하기 위하여 의도되었다; 모델 파라미터는 어떤 특정 오피오이드를 반영하지 않는다. 대신에, 본
실시예에서의 모델 파라미터는 오피오이드 전달을 위한 제안된 시스템의 자기-제한 측면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고안
된 것이다. 본 실시예는 실시예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4 개의 시뮬레이션을 통합한 것, 및 시뮬레이션 실행시 모델로부터
얻은 출력을 보여준다.
(a) 모델의 통합
도 5a 및 5b는 한 종류의 오피오이드를 흡입에 의하여 투여하는 실시예 1에서 설명한 모델의 구성 요소들을 나타낸다. 도
5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도 5a 및 도 5b. 도 5a는 도 3 전체와 같은 실시예 1에서 설명 및 도시한 장치 모델과 동등한
장치 모델 (5010); 도 4 전체와 같은 실시예 1에서 설명 및 도시한 약동학 모델과 동등한 약동학 모델 (5020)(단, 조직내
오피오이드 (4060)와 오피오이드 재분포 (4050)에서의 선택 파라미터는 예외이며, 또한 오피오이드 약동학 파라미터
(4080)가 계통적 흡수(4010), 오피오이드 제거 (4070) 및 혈장 효과 부위 평형 (4030) 내에 형성되며 별도의 파라미터가
아닌 점은 예외로 한다 - 더 자세한 정보는 소스 코드(source code)를 참조한다); 도 5b는 도 2에서와 같이 실시예 1에서
설명 및 도시한 환기 기능저하 모델과 동등한 환기 기능저하 모델 (5030)(단, 모델 파라미터(2070)는 모델 파라미터
(2070), 즉, PACO2@0 (2071), KelCO2 (2072), ke0CO2 (2073), C50 (2074), 감마 (2075) 및 F (2076)를 포함하는 다
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한 "확장" 형태로 도시되는 점은 예외로 한다); 및 도 1에 도시한 진정작용 모델과 동등한 진정작용
모델 (5040)을 포함한다. 도 5a 및 도 5b에 나타난 이들 4가지 모델의 세부를 모델 파라미터 (2070)의 확대를 제외하고,
실시예 1에서 심도있게 설명되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베이스라인 CO2 (2071)는 오피오이드를 투여하기 전의, 베이스라인에서의 CO2이다. kel CO2 (2072)는 CO2 제거
(2050)에 대한 혈장 CO2 (2020) 에 관련된 제거 속도로서, 이에 따라 베이스라인(즉, 환기 기능저하가 없는 조건에서)에
서: CO2 제거 (2050) = kel CO2 (2072) × 혈장 CO2 (2020)
계속해서, 베이스라인에서 체내 이산화탄소는 정상상태이므로, CO2 제거 (2050) = CO2 생성 (2010)이 된다. 이로부터
CO2 생성 속도(일정한 값)를 베이스라인 CO2 (2071) 및 kel CO2 (207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CO2 생성 (2010) = kel CO2 (2072) × 베이스라인 혈장 CO2 (2071)
뇌 혈장 평형 (2020)의 속도는 파라미터 ke0 CO2 (2073)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과 같다:
뇌 혈장 평형 (2020) = ke0 CO2 (2073) × (혈장 CO2 (2020) - 뇌 CO2 (2040))
효과 부위에서의 오피오이드 (1030), 파라미터 C50 (2074), 최대 효과의 50% 와 관련된 오피오이드 농도 및 감마 (2075)
의 S자형 함수로서 오피오이드는 환기, 즉 농도 대 반응 관계의 기울기를 저하시키며, 환기 기능저하에 대한 오피오이드의
기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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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이산화탄소는 환기를 자극한다. 환기의 증가는 베이스라인 CO2 (2071), 뇌 CO2 (2040) 및 F (2076)의 함수로서
모델링할 수 있으며, 그 관계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이 식을 합치면, 환기 기능저하 (2060)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환기 기능저하 (2060) =

이렇게 정의된 환기 기능저하 (2060)를 이용하여, 오피오이드 유발 환기 기능저하의 존재하에 CO2 제거 (2050)를 다음과
같이 완성할 수 있다:
C02 제거 (2050) = kel C02 (2072) × 혈장 C02 (2020) × 환기 기능저하 (2060).
이와 같은 방식에서, 실시예 1의 모델은 오피오이드 효과에 관한 하나의 모델로 조합되었다. 이러한 모델은 도 5a 및 5b에
서 보는 바와 같으며, 스텔라 프로그래밍 언어 (소스 코드)로 나타내는 다음의 수식 모델로 설명할 수도 있다:
뇌_CO2_2040(t) = 뇌_CO2_2040(t-dt) + (뇌_혈장_CO2_평형_2020)* dt
INIT 뇌_CO2_2040 = 베이스라인_CO2_2071
입력흐름:
뇌_혈장_CO2_평형_2020 = ke0_CO2_2073 * (혈장_CO2_2020 - 뇌_CO2_2040)
흡입기_내_제제_3020(t) = 흡입기_내_제제_3020(t-dt) + (충전_흡입기_3010 - 흡입_3030)*dt
INIT 흡입기_내_제제_3020 = 0
입력흐름:
충전_흡입기_3010 = 시간 = 0인 경우 투여량_3050/DT 아니면 0
출력흐름:
흡입_3030 = 진정_상태_1040=0인 경우 5*(환기_기능저하_2060) 아니면 0
폐_내_제제_3040(t) = 폐_내_제제_3040(t-dt) + (흡입_3030 - 계통적_흡수_4010)* dt
INIT 폐_내_제제_3040 = 0
입력흐름:
입력_3030 = 진정_상태_1040 = 0 인 경우 5*(환기_기능저하_2060) 아니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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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흐름:
계통적_흡수_4010 = 폐_내_제제_3040 *.693/1
효과_부위_내_오피오이드_1010(t) = 효과_부위_내_오피오이드_1010(t-dt) + (혈장_효과_부위_평형_4030) * dt
INIT 효과_부위_내_오피오이드_1010 = 0
입력흐름:
혈장_효과_부위_평형_4030 = (혈장_내_오피오이드_4020 - 효과_부위_내_오피오이드_1010)*.693/1
혈장_내_오피오이드_4020(t) = 혈장_내_오피오이드_4020(t-dt) + (계통적_흡수_4010 - 오피오이드_제거_4070 - 혈
장_효과_부위_평형_4030) * dt
INIT 혈장_내_오피오이드_4020 = 0
입력흐름:
계통적_흡수_4010 = 폐_내_제제_3040 *.693/1
출력흐름:
오피오이드_제거_4070 = 혈장_내_오피오이드_4020 *.693/10
혈장_효과_부위_평형_4030 = (혈장_내_오피오이드_4020 - 효과_부위_내_오피오이드_1010)*.693/1
혈장_CO2_2020(t) = 혈장_CO2_2020(t-dt) + (CO2_생성_2010 - 뇌_혈장_CO2_평형_2020 - CO2_제거_2050)* dt
INIT 혈장_CO2_2020 = 베이스라인_CO2_2071
입력흐름:
CO2_생성_2010 = 베이스라인_CO2_2071*kelCO2_2072
출력흐름:
뇌_혈장_CO2_평형_2020 = keO_CO2_2073 * (혈장_CO2_2020 - 뇌_CO2_2040)
CO2_제거_2050 = 혈장_CO2_2020 * kelCO2_2072 * 환기_기능저하_2060
진정_상태_1040(t) = 진정_상태_1040(t-dt) + (진정_평가기_1030)*dt
INIT 진정_상태_1040 = 0
입력흐름:
진정_평가기_1030 = (효과_부위_내_오피오이드_1010 > 진정_경계값_1020)
이면 1 아니면 0
베이스라인_CO2_2071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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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0_2074 = .3
약량_3050 = 5
F_2076 = 4
감마_2075 = 1.2
ke0_CO2_2073 = 0.92
kelCO2_2072 = 0.082
진정_경계값_1020 = 1.5
환기_기능저하_2060 = (1 - 효과_부위_내_오피오이드_1010^감마_2075/(C50_2074^감마_2075 + 효과_부위_내_오피
오이드_1010^감마_2075))*(뇌_CO2_2040/베이스라인_CO2_2071)^F_2076
(b) 환기 기능저하 모델 및 진정작용 모델이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 모델의 출력
(a)에서 설계 및 설명한 모델은 다음의 초기 파라미터들을 이용하여 오피오이드 효과의 시뮬레이션으로 실행하였다: 흡입
기내 제제 (3020) = 5 밀리리터(시간 = 0에서). 본 모델은 2 시간 동안 실행되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에서, 환기 기능저
하 모델의 약물 흡수 측면에서의 피드백 루프(즉, 장치 모델 (5010) 상에서의 환기 기능저하 (2060) 효과의 피드백) 및 진
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하지 않았다. 실행시의 모델의 출력은 도 6 및 7에서 다양한 파라미터에 대해 그래프를 도시하였다.
도 6은 오피오이드의 자기-제한성 흡입이 결핍된 상태에서 실행하는 경우(즉, 환기 기능저하 모델 및 진정작용 모델이 기
능을 하지 않을 때) 모델의 출력을 나타낸다. 도 6은 본 발명의 자기-제한성 측면이 결핍된 상태에서 흡입기 내의 약물(흡
입기내 제제 (3020) - 라인 1), 및 폐 내의 약물(폐 내의 제제 (3040) - 라인 2)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낸다. 흡입기내
약물의 양은 시뮬레이션의 처음 10 분 동안 흡입 (3030) 속도로 일정하게 강하했다. 폐내 약물의 양은 폐 내의 약물 흡입
및 폐에서 계통적 순환으로의 약물 흡수에 관한 온전한 과정들을 반영하였다.
도 7은 동일한 시뮬레이션(환기 기능저하 모델 및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하지 않음)에 대하여, 시간에 따른 환기 기능저
하 (2060)를 도시한다. 그래프 출력은 본 시뮬레이션에서 베이스라인 환기의 약 25%로 강하했다. 환기 기능저하는 약 510 분 동안을 포함했다. 환기 저하는 환자의 혈장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에 반비례하며, 동일 속도에서, 환자의 폐(시뮬레
이션하지 않음)는 환기시 오피오이드의 기능저하 영향을 상쇄시킨다. 이러한 환기의 강하는 환자를 혈중 산소 저하로 인한
손상 위험에 노출시켰다.
(c) 환기 기능저하 모델이 기능을 하는 것과 함께 실행되는 경우의 모델의 출력
(b)에서 이용된 시뮬레이션은 환기 기능저하 모델을 작동시킴으로써 변형되었고, 흡입기내 제제 (3020) = 5 밀리리터(시
간이 0 일 때)인 동일한 파라미터로 다시 실행된다. 다양한 파라미터의 출력을 시간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도 8 은
본 발명의 두 가지 자기-제한성 측면 중 하나인 환기 기능저하(다른 하나는 진정작용)의 존재하에서, 흡입기에 남아있는
약물의 양을 나타내는 흡입기내 제제 (3020)(라인 1), 및 폐 내에서의 약물의 양을 나타내는 폐내 제제 (3040)(라인 2)을
나타낸다. 실시예 2(b)와 비교할 때, 예상한 바와 같이, 환기 기능저하 모델이 기능을 할 때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경우,
약물을 흡입하는데 더 오래 걸렸고 - 도 8의 약물 흡입은 도 6에서 10 분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약 17 분 동안 실행되었
다. 이것은 환기 기능저하로 인한 환기의 감소 때문이며, 이는 오피오이드에 대한 환자의 노출을 제한하였다. 환기의 감소
는 동일한 시뮬레이션에서 시간에 따른 환기 기능저하 (2060)를 도시한 도 9에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냈다. 환기 기능저하
(2060)는 도 9에서 50% 저하되었다. 도 7에 나타낸 시뮬레이션과 비교할 때 환자는, 환기 기능저하 모델이 기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을 때 (도 7)의 최대 1/2로 호흡했다 (도 9). 이러한 시뮬레이션에서 오피오이드 흡수의 자
기-제한으로 인한 환기의 변화는 환자에게 큰 안전성을 부여한다.
(d) 환기 기능저하 모델 및 진정작용 모델이 기능을 하는 것과 함께 실행되는 경우의 모델의 출력

- 32 -

공개특허 10-2007-0011344

동일한 시뮬레이션(흡입기내 제제 3020 = 5 밀리리터(시간이 0일 때))을 실행했고, 이때 환기 기능저하 모델 (5030) 및
진정작용 모델 (5040)은 모두 기능을 하였다. 다양한 파라미터의 출력을 시간에 따라 도시하였다. 도 10은 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의 존재하에서 흡입기내 제제 (3020)의 시간 경과(라인 1) 및 폐내 제제 (3040)의 시간 경과(라인 2)를 나타낸
다.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8 분 후 약물 흡입은 완전히 종단되었다. 그 이유는 환자가 진정되어 더 이상 입에 흡입기를
고정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진정 상태 (1040)를 0에서 1로 변경시켜 시뮬레이션하였음). 이때 약 2 밀리리터가 흡입기내
제제 (3020)에 남아 있으며, 따라서 흡입기에는 오피오이드 투여량의 약 40%가 흡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도 11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의 시간 경과 과정의 환기 기능저하 (2060)를 도시한다. 도 11에서 환기의 최대 기능저하는 약 60%이
었다. 도 9와 비교할 때, 오피오이드-유발 진정작용은 안전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실시예 2는, 도 5 내지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본 명세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자기-제한
성 오피오이드 전달 시스템의 효과와 장점을 나타낸다.
실시예 3: 두 가지 오피오이드의 투여
본 시뮬레이션에서, 모델 파라미터는 특정한 오피오이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된 오피오이드 전달 시스템의 자기
-제한성 측면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조정된 것이다. 시뮬레이션 모델, 방법 및 변수는 동일하나, 이 때의 오피오이드 조성
물은 서로 다른 약동학적 특징을 가진 두 가지의 다른 오피오이드로 이루어진다.
(a) 두 가지 오피오이드의 모델 구축
도 12는 두 가지의 오피오이드를 모델에 관련한 1개의 오피오이드 농도로 조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두 가지 오피오이드
의 시뮬레이션에서, 효과 부위내 신속 오피오이드 (12010)는 신속-개시 오피오이드의 농도를 나타내며; 효과 부위내 저속
-오피오이드 (12020)는 저속 개시 오피오이드를 나타낸다. 이들 각각은 대등하며 하나의 오피오이드 모델(실시예 2)에서
와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각각은 따로따로 결정된 뒤 조합하여 조합된 오피오이드 효과 부위 농도 (12030)를
결정한다. 조합된 오피오이드 효과 부위 농도 (12030)는 각 오피오이드의 공지된 상대효능 (12040)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조합된 오피오이드 효과 부위 농도(12030)는 도 13a, 13b, 13c 및 도 17a, 17b 및 17c에 도시된 두 가지 오피오이드 모델
의 효과 부위내의 오피오이드 (1010)와 같다.
[0231] 도 13a, 13b, 13c는, 모두 함께, 두 가지 오피오이드 모델의 시뮬레이션에 관한 알고리즘을 도시한다. 여기에는:
장치 모델 (5010)과 동등하고 그것으로서 도시되며 실시예 1 및 2에 기술된 장치 모델 (13010);도 4 및 5a 및 5b에 도시
되어 있고 또한 실시예 1 및 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약동학 모델 (5020)의 두 가지 경우(신속 오피오이드를 위한 것과 저
속 오피오이드를 위한 것)의 조합을 포함하고, 도 12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각각은 대등하게 실행된 뒤 두 가지 약물
모델 (13050)을 이용하여 하나로 조합된 약동학 모델 (13020); 도 2 및 도 5a 및 5b에 도시되고 또한 실시예 1 및 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환기 기능저하 모델 (5030); 및 도 2 및 도 5a 및 5b에 도시되고 또한 실시예 1 및 2에서 기술한 바와 같
은 진정작용 모델 (5040)이 포함된다.
도 13a, 13b 및 13c에 도시된 모델은 또한 스텔라 프로그래밍 언어(소스 코드)로 나타내는 다음의 수식 모델로 설명할 수
도 있다:
뇌_CO2_2040(t) = 뇌_CO2_2040(t-dt) + (뇌_혈장_CO2_평형_2020)* dt
INIT 뇌_CO2_2040 = 베이스라인_CO2_2071
입력흐름:
뇌_혈장_CO2_평형_2020 = ke0_CO2_2073 * (혈장_CO2_2020 - 뇌_CO2_2040)
흡입기_내_제형_3020(t) = 흡입기_내_제형_3020(t-dt) + (충전_흡입기_3010 - 흡입_1_3031 - 흡입_2_3032)*dt
INIT 흡입기_내_제형_3020 = 0
입력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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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_흡입기_3010 = 시간 = 0 인 경우 약량_3050/DT 아니면 0
출력흐름:
흡입_1_3031 = 진정_상태_1040=0 인 경우
0.25*환기_기능저하 아니면 0
흡입_2_3032 = 진정_상태_1040=0 인 경우
0.25*환기_기능저하_2060 아니면 0
효과_부위_내_오피오이드_1010(t) = 효과_부위_내_오피오이드_1010(t-dt)
INIT 효과_부위_내_오피오이드_1010 = 0
혈장_CO2_2020(t) = 혈장_CO2_2020(t-dt) + (CO2_생성_2010 - 뇌_혈장_CO2_평형_2020 - CO2_제거_2050) * dt
INIT 혈장_CO2_2020 = 베이스라인_CO2_2071
입력흐름:
CO2_생성_2010 = {식의 오른쪽 항을 여기에...}
출력흐름:
뇌_혈장_CO2_평형_2020 = ke0_CO2_2073 * (혈장_CO2_2020 - 뇌_CO2_2040)
CO2_제거_2050 = 혈장_CO2_2020 * kelCO2_2072 * 환기_기능저하_2060
신속_약물_효과_부위(t) = 신속_약물_효과_부위(t-dt) + (신속_약물_혈장_효과_부위_평형) * dt
INIT 신속_약물_효과_부위 = 0
입력흐름:
신속_약물_혈장_효과_부위_평형 = (혈장_내_신속_약물 - 신속_약물_효과_부위)* .693/1
혈장_내_신속_약물(t) = 혈장_내_신속_약물(t-dt) +(신속_약물_흡수 - 신속_약물_제거 - 신속_약물 혈장_효과_부위_평
형) * dt
INIT 혈장_내_신속_약물 = 0
입력흐름:
신속_약물_흡수 =
폐_내_신속_제형 * .693/1 * 신속_약물_농도
출력흐름:
신속_약물_제거 = 혈장_내_신속_약물 * .6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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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_약물_혈장_효과_부위_평형 = (혈장_내_신속_약물 - 신속_약물_효과_부위)* .693/1
폐_내_신속_제형(t) = 폐_내_신속_제형(t- dt) + (흡입_1_3031 - 신속_약물_흡수)* dt
INIT 폐_내_신속_제형 = 0
입력흐름:
흡입_1_3031 = 진정_상태_1040 = 0 인 경우
0.25 * 환기_기능저하 아니면 0
출력흐름:
신속_약물_흡수 = 폐_내_신속_제형 * .693/1 * 신속_약물_농도
진정_상태_1040(t) = 진정_상태_1040(t-dt) + (진정작용_평가기_1030)* dt
INIT 진정_상태_1040 = 0
입력흐름:
진정작용_평가기_1030 = (효과_부위_내_오피오이드_1010 > 진정작용_경계값_1020) 인 경우
1 아니면 0
저속_약물_효과_부위(t) = 저속_약물_효과_부위(t-dt) +(저속_약물_혈장_효과_부위_평형)* dt
INIT 저속_약물_효과_부위 = 0
입력흐름:
저속_약물_혈장_효과_부위_평형 = (혈장_내_저속_약물 - 저속_약물_효과_부위)* .693/10
혈장_내_저속_약물(t) = 혈장_내_저속_약물(t-dt) + (저속_약물_흡수 - 저속_약물_제거 저속_약물_혈장_효과_부위_평형)* dt
INIT 혈장_내_저속_약물 = 0
입력흐름:
저속_약물_흡수 =
폐_내_저속_제형* .693/12 * 저속_약물_농도
출력흐름:
저속_약물_제거 = 혈장_내_저속_약물 * .693/300
저속_약물_혈장_효과_부위_평형 = (혈장_내_저속_약물 - 저속_약물_효과_부위)* .693/10
폐_내_저속_제형(t) = 폐_내_저속_제형(t-dt) + (흡입_2_3032 - 저속_약물_흡수)*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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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 폐_내_저속_제형물 = 0
입력흐름:
흡입_2_3032 = 진정_상태_1040 = 0 인 경우
0.25 * 환기_기능저하_2060 아니면 0
출력흐름:
저속_약물_흡수 =
폐_내_저속_제형 * .693/12 * 저속_약물_농도
베이스라인_CO2_2071 = 40
C50_2074 = .3
약량_3050 = 5
F_2076 = 4
감마_2075 = 1.2
ke0_CO2_2073 = 0.92
kelCO2_2072 = 0.082
효과_부위_내_오피오이드_1010 =
신속_약물_효과_부위 + 저속_약물_효과_부위
신속_약물_농도 = 1
진정작용_경계값_1020 = 1.5
저속_약물_농도 = 1
환기_기능저하_2060 = (1 효과_부위_내_오피오이드_1010^감마_2075/(C50_2074^감마_2075 + 효과_부위_내_오피오이드_1010^감마_2075))*
(뇌_CO2_2040/베이스라인_CO2_2071)^F_2076
(b) 환기 기능저하 모델 및 진정작용 모델이 기능을 하는 것과 함께 실행되는 경우의 모델의 출력
실시예 3(a) 및 도 13a, 13b 및 1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 가지 오피오이드 모델에서 동일한 시뮬레이션(흡입기내 제제
(3020) = 5밀리리터(시간 = 0일 때)을 실행했다. 도 14는 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의 존재하에서 흡입기내 제제 (3020)
의 시간 경과 (라인 1), 폐내 제제(신속 오피오이드) (3040)의 시간 경과(라인 2), 및 폐내 제제(저속 오피오이드) (3040)
의 시간 경과(라인 3)를 나타낸다. 시뮬레이션에서 12분간 실행으로 약물이 환자에게 흡입되었다. 흡입기내 약물의 양이
감소하는 속도는 정확히 선형을 이루지는 않았으며 이는 오피오이드-유발 환기 기능저하로 호흡이 느려진 것을 반영한다.
대체로 12 분 후 환자는 더 이상의 오피오이드 흡입을 중지함으로써 오피오이드-유발 진정작용을 반영했다. 신속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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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피오이드는 순환계통으로 재빨리 공급되었으며, 환자가 오피오이드 흡입을 중지했을 때 폐속에 축적되는 양을 제한
하고 폐내의 농도를 급격히 떨어뜨렸다. 저속 작용의 오피오이드는 천천히 폐에 흡수되어 흡입과정에서 더 많은 약물이 폐
에 축적되고 또한 환자에 대한 오피오이드 전달이 끝난 뒤 2시간에 걸쳐 오피오이드가 순환계통에 투여되도록 했다.
도 15는 동일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나타낸다. 도 15에서, 라인 1은 효과 부위내 신속 작용 오피오이드 농
도(신속 약물 효과 부위)를 시간에 대하여 나타내며, 또한 빠른 흡수 및 신속한 혈장-효과 부위 평형으로 인한 신속한 상
승, 및 빠른 대사로 인한 신속한 강하를 보여준다. 라인 2는 효과 부위내 저속 작용 오피오이드 농도(저속 약물 효과 부위)
를 시간에 대하여 나타내며, 또한 느린 흡수 및 느린 혈장 효과 부위 평형으로 인한 저속의 상승, 및 느린 대사로 인한 저속
감소를 보여준다. 라인 3 은 신속 및 저속 개시 약물의 조합 농도(조합된 오피오이드 효과 부위 농도)를 나타낸다. 도시한
바와 같이, 조합물은 첫 번째 오피오이드의 투여 과정에서 정점에 도달한다.
도 15 및 도 14는 동일한 X 축(시간) 상에서 동일한 시뮬레이션 실행에 대하여 서로 다른 변수들을 나타낸다. 이에, 다시
도 14를 살피면 환자는 약 12분에 약물의 자기 투여를 중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14를 도 15와 함께 살피면, 12분일
때 저속 작용의 오피오이드의 농도가 거의 무시할 정도였음에 비추어 상기의 결과는 신속한 작용의 오피오이드에 대한 환
자의 반응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피오이드 전체 농도는 시간에 대하여 대체로 무변하다. 이는 신속 작
용 오피오이드를 신속 약물 제거를 통해 시스템으로부터 제거했을 때, 효과 부위 내의 오피오이드에서 저속 작용의 오피오
이드가 점차 신속 작용의 오피오이드를 대신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였다.
도 16은 동일한 시뮬레이션의 실행에서, 두 가지 오피오이드 전달계를 이용하여 오피오이드를 전달하는 과정 및 그 후의
환기 기능저하 (2060)의 시간 경과를 나타낸다. 도 16은 환기의 초기 감소가 베이스라인의 약 60% 에 달하는 것을 나타낸
다. 앞서 언급하였듯이(도 11에 대한 설명에서), 환자는 이것을 잘 견디어 낸다. C02 가 생성되면 환기가 자극받는다. 상기
초기 단계 후에는 환기의 저하가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이유는 이제부터 환기를 계속 추진시킬 적당한 CO2 축적
이 환자에게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도 13a, 13b, 13c, 14 및 15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장치의 두 가지 약물 구체예에 있어서 첫 번째 약물은 환자의 오피오이
드 감지용 "탐지체(probe)" 역할을 하며 첫 번째 및 두 번째 오피오이드 모두의 투여량을 제한한다. 이 방식으로 환자는 과
량의 투여 없이 저속 작용의 오피오이드를 수용할 수 있다. 두 가지 오피오이드의 조합물에서 이들 중 하나는 신속히 작용
하기 때문에, 이들 중 어느 한 오피오이드 단독의 또는, 더 구체적으로, 저속 작용 오피오이드의 안전성 프로파일을 증가시
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4: 두 가지 약물 모델의 오피오이드의 예시로서 알펜타닐 및 모르핀
본 실시예는 두 가지 특정 약물 즉, 알펜타닐 및 모르핀에 대한 실시예 3의 응용을 보여주며, 알펜타닐은 신속 작용 오피오
이드이고 모르핀은 저속 작용 오피오이드이다.
도 17a, 17b 및 17c는 함께: 도 5a 및 5b에서 도시하고 실시예 1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고, 각각 대등하게 실행되나, 알펜
타닐 및 모르핀 오피오이드의 알려진 특정 파라미터에 대해 수정 및 재라벨화되는 2 개의 장치 모델 (5010)을 포함하는 장
치 모델 (17010)(도 17a 및 17c에서 나타나듯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환기 기능저하 모델 (5030), 도 1에 도시된 바
와 같은 진정작용 모델 (5040), 및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으나 재라벨화 되어 특정 약물 알펜타닐 및 모르핀을 반영하는
두 가지 약물 모델 (17050)을 포함한다 (도 17c에서 나타나듯이). 도 17a, 17b 및 17c는 환기 기능저하 모델 (17030)의
모든 파라미터(2070)를 노출한다. 모르핀 및 알펜타닐에 관한 약동학 모델 (17020)의 파라미터(4080)가 이제 완전히 노
출된다. 알펜타닐과 모르핀은 각각 효과 부위를 갖춘 3 개의 격실 꼭짓점(mammillary) 모델로 나타난다.
도 17a, 17b 및 17c에 도시된 모델은 또한 스텔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다음의 수식 모델로 설명할 수
도 있다. 알펜타닐 및 모르핀에 대한 상수는 이들 약물에 관한 선행 문헌에 근거한다.
흡입기_내_알펜타닐(t) = 흡입기_내_알펜타닐(t-dt) + (-흡입_알펜타닐)* dt
INIT 흡입기_내_알펜타닐 = 알펜타닐_약량_ug
출력흐름:
흡입_알펜타닐 = 진정_상태 = 0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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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타닐_약량_ug/투여_기간 * 환기_기능저하 아니면 0
폐_내_알펜타닐(t) = 폐_내_알펜타닐(t-dt) + (흡입_알펜타닐 - 알펜타닐_흡수) * dt
INIT 폐_내_알펜타닐 = 0
입력흐름:
흡입_알펜타닐 = 진정_상태 = 0 인 경우
알펜타닐_약량_ug/투여_기간 * 환기_기능저하 아니면 0
출력흐름:
알펜타닐_흡수 = 폐_내_알펜타닐* .693/알펜타닐_흡수_반감_기
알펜타닐_X1(t) = 알펜타닐_X1(t-dt) + (알펜타닐_C12 + 알펜타닐_C13 + 알펜타닐_CLe + 알펜타닐_흡수 - 알펜타닐
_C11) * dt
INIT 알펜타닐_X1 = 0
입력흐름:
알펜타닐_C12 = 알펜타닐_X2 * 알펜타닐_K21 - 알펜타닐_X1 * 알펜타닐_K12
알펜타닐_C13 = 알펜타닐_X3 * 알펜타닐_K31 - 알펜타닐_X1 * 알펜타닐_K13
알펜타닐_CLe = 알펜타닐_Xeffect * 알펜타닐_Ke0 - 알펜타닐_X1 * 알펜타닐_Ke0 * .001/알펜타닐_V1
알펜타닐_흡수 = 폐_내_알펜타닐 * .693/알펜타닐_흡수_반감_기
출력흐름:
알펜타닐_C11 = 알펜타닐_X1 * 알펜타닐_K10
알펜타닐_X2(t) = 알펜타닐_X2(t-dt) + (-알펜타닐_C12) * dt
INIT 알펜타닐_X2 = 0
출력흐름:
알펜타닐_C12 = 알펜타닐_X2 * 알펜타닐_K21 - 알펜타닐_X1 * 알펜타닐_K12
알펜타닐_X3(t) = 알펜타닐_X3(t-dt) + (-알펜타닐_C13) * dt
INIT 알펜타닐_X3 = 0
출력흐름:
알펜타닐_C13 = 알펜타닐_X3 * 알펜타닐_K31 - 알펜타닐_X1 * 알펜타닐_K13
알펜타닐_Xeffect(t) = 알펜타닐_Xeffect(t-dt) + (-알펜타닐_CLe) *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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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 알펜타닐_Xeffect = 0
출력흐름:
알펜타닐_CLe = 알펜타닐_Xeffect * 알펜타닐_Ke0 -알펜타닐_X1 * 알펜타닐_Ke0 * .001/알펜타닐_V1
흡입기_내_모르핀(t) = 흡입기_내_모르핀(t-dt) + (-흡입_모르핀) * dt
INIT 흡입기_내_모르핀 = 모르핀_약량_mg * 1000
출력흐름:
흡입_모르핀 = 진정_상태 = 0 인 경우
모르핀_약량_mg * 1000/투여_기간 * 환기_기능저하 아니면 0
폐_내_모르핀(t) = 폐_내_모르핀(t-dt) + (흡입_모르핀 - 모르핀_흡수) * dt
INIT 폐_내_모르핀 = 0
입력흐름:
흡입_모르핀 = 진정_상태 = 0 인 경우
모르핀_약량_mg * 1000/투여_기간 * 환기_기능저하 아니면 0
출력흐름:
모르핀_흡수 = 폐_내_모르핀* .693/모르핀_흡수_반감_기
모르핀_X1(t) = 모르핀_X1(t-dt) + (모르핀_C12 + 모르핀_C13 + 모르핀_CLe + 모르핀_흡수 - 모르핀_C11) * dt
INIT 모르핀_X1 = 0
입력흐름:
모르핀_C12 = 모르핀_X2 * 모르핀_K21 - 모르핀_X1 * 모르핀_K12
모르핀_C13 = 모르핀_X3 * 모르핀_K31 - 모르핀_X1 * 모르핀_K13
모르핀_CLe = 모르핀_Xeffect * 모르핀_Ke0 - 모르핀_X1 * 모르핀_Ke0 * .001/모르핀_V1
모르핀_흡수 = 폐_내_모르핀 * .693/모르핀_흡수_반감_기
출력흐름:
모르핀_C11 = 모르핀_X1 * 모르핀_K10
모르핀_X2(t) = 모르핀_X2(t-dt) + (-모르핀_C12) * dt
INIT 모르핀_X2 = 0
출력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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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핀_C12 = 모르핀_X2 * 모르핀_K21 - 모르핀_X1 * 모르핀_K12
모르핀_X3(t) = 모르핀_X3(t-dt) + (-모르핀_C13) * dt
INIT 모르핀_X3 = 0
출력흐름:
모르핀_C13 = 모르핀_X3 * 모르핀_K31 - 모르핀_X1 * 모르핀_K13
모르핀_Xeffect(t) = 모르핀_Xeffect(t-dt) + (-모르핀_CLe) * dt
INIT 모르핀_Xeffect = 0
출력흐름:
모르핀_CLe = 모르핀_Xeffect * 모르핀_Ke0 -모르핀_X1 * 모르핀_Ke0 * .001/모르핀_V1
PaCO2(t) = PaCO2(t-dt) + (CO2_축적 - CO2 평형) * dt
INIT PaCO2 = PaCO2@0
입력흐름:
CO2_축적 = KelCO2 * PaCO2@0 - KelCO2 * 환기_기능저하 * PaCO2
출력흐름:
CO2 평형 = ke0CO2 * (PaCO2 - PeCO2)
PeCO2(t) = PeCO2(t-dt) + (CO2 평형) * dt
INIT PeCO2 = PaCO2@0
입력흐름:
CO2 평형 = ke0CO2 * (PaCO2 - PeCO2)
진정_상태(t) = 진정_상태(t-dt) + (진정작용_평가기) * dt
INIT 진정_상태 = 0
입력흐름:
진정작용_평가기 = 조합_오피오이드_효과_부위_농도 < 진정작용_경계값인 경우 0 아니면 1
알펜타닐_흡수_반감_기 = 1
알펜타닐_Ce = 알펜타닐_Xeffect/.001
알펜타닐_Cp = 알펜타닐_X1/알펜타닐_V1
알펜타닐_약량_ug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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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타닐_K10 = 0.090957
알펜타닐_K12 = 0.655935
알펜타닐_K13 = 0.112828
알펜타닐_K21 = 0.214
알펜타닐_K31 = 0.017
알펜타닐_Ke0 = 0.77
알펜타닐_V1 = 2.18
C50 = 1.1
조합_오피오이드_효과_부위_농도 = 알펜타닐_Ce/60 + 모르핀_Ce/70
투여_기간 = 12
F=4
감마 = 1.2
ke0CO2 = 0.92
KelCO2 = 0.082
모르핀_흡수_반감_기 = 2
모르핀_Ce = 모르핀_Xeffect/.001
모르핀_Cp = 모르핀_X1/모르핀_V1
모르핀_약량_mg = 20
모르핀_K10 = 0.070505618
모르핀_K12 = 0.127340824
모르핀_K13 = 0.018258427
모르핀_K21 = 0.025964108
모르핀_K31 = 0.001633166
모르핀_Ke0 = 0.005
모르핀_V1 = 17.8
PaCO2@0 = 40
진정작용_경계값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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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_기능저하 = (1 -조합_오피오이드_효과_부위_농도^감마/(C50^감마 + 조합_오피오이드_효과_부위_농도^감마) *
(PeCO2/PaCO2@0)^F
본 시뮬레이션은 흡입기 내의 700 mcg의 생체이용성 알펜타닐 및 67 mcg 의 생체이용성 모르핀의 개시 파라미터를 이용
하여 시간 0에서 실행했다(흡입기 내 알펜타닐 = 700 mcg(시간 = 0일 때); 흡입기 내 모르핀 = 67 mcg(시간=0일 때)). 도
18 및 19는 시뮬레이션 실행시 다양한 파라미터의 농도를 나타낸다. 도 18은 알펜타닐(ng/ml, 라인 1), 모르핀(ng/ml, 라
인 2) 및 조합된 오피오이드(ng/ml 의 펜타닐 당량, 라인 3)의 농도를 조합된 생성물의 흡입 뒤 효과 부위에서 시간(분)에
따라 나타내었다. 본 실시예에서, 약물 투여는 흡입된 약물의 90% 가 전달되어 환자가 진정된 후 끝났다. 보는 바와 같이,
알펜타닐 농도는 신속 약물 효과를 일으키는 효과 부위에서 급속히 상승한다(라인 1). 모르핀 약물 효과는 효과 부위에서
훨씬 느리게 상승하여(라인 2) 약물 효과를 천천히 상승시킨다. 라인 3은 각 약물의 효능이 펜타닐에 대해 상대적으로 조
정된 조합 오피오이드 효과 부위 농도를 나타낸다. 이들 3 개의 라인은, Y 축 상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효능에 관련한 효과
부위 농도를 표준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Y 스케일을 갖는다. 라인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피오이드 최고 노출은 흡입시
일어나며 사실상 대부분 알펜타닐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알펜타닐이 효과 부위에서 유실되면, 이는 그 효과 부위로의 모
르핀의 유입에 의하여 대체된다. 효과 부위의 농도가 알펜타닐 스케일에서 25ng/ml 이하(상대적인 효능으로 인해 모르핀
스케일에서의 37.5ng/ml 및 펜타닐 스케일에서의 0.5ng/ml과 등가임)이면 효과-미달로 판단된다; 환자는 일반적으로
50ng/ml 내지 100ng/ml(알펜타닐 스케일로)일 때 진통 효과를, 75 내지 125ng/ml (알페타닐 스케일로)일 때 부작용을,
125ng/ml 초과시(알페타닐 스케일로) 독성 효과를 느끼게 된다.
도 19는 알펜타닐 모르핀 조합 오피오이드 전달계의 흡입을 통한 환기 기능저하를 나타냈다. 도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기는 약물 투여동안 베이스라인의 약 65% 까지 감소하며 그 뒤 CO2 축적시 베이스라인의 약 80% 까지 회복된다. 환기
는 추후 4시간 동안 줄곧 베이스라인의 80%로 유지되며, 이에 따라 모르핀 효과가 유지된다.
도 17a, 17b, 17c, 18 및 19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알펜타닐 모르핀 조합 오피오이드 전달계에 있어서 문헌상의 파라미터
값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근거하여, 환자의 자기-제한성 오피오이드 전달계는 독성 약량의 오피오이드 투여를 방지하고,
또한 저속 작용 오피오이드를 신속 작용 오피오이드와 조합하고 신속 작용 오피오이드의 효과를 이용하여 오피오이드의
전체 노출을 제한함으로써 저속 작용 오피오이드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
실시예 5: 인체를 대상으로 한 펜타닐 조제물의 임상 시험
(a) 유리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 조제물의 조제 방법
[0244] 유리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조제물은 에탄올상을 수성상과 혼합함으로써 조제되
었다. 에탄올상은 에탄올, 펜타닐 시트레이트,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loline) 및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었다. 수성
상은 주사용 물을 포함했다. 혼합 전에, 양쪽 상을 약 56 내지 60℃ 까지 가열하였다. 두 가지 상을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56-60℃에서 10 분간 교반하였다. 이어서 대략 2시간에 걸쳐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보통 최종 수성 제제 1 ml당 500 mcg
의 펜타닐, 40 mg의 포스파티딜콜린, 4 mg의 콜레스테롤 및 100 mg의 에탄올이 함유되었다. 충전 후, 조제물은 마지막으
로 멸균을 위해 오토클레이브 처리를 했다. 최종 조제물은 캡슐화된 성분 중 유리 약물로서 35 내지 45%의 펜타닐 및 잔여
물을 함유하였다.
(b) 처리 방법
하기 실시예의 방법은 환자의 폐를 통해 유리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혼합물을 투여하여 혈류에 치료학적으로 유효한
농도를 전달하는 방법과 또한 투여 기간 동안 혈중 산소 저하의 부작용에는 일반적으로(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졸음, 현기
증 또는 진정작용 등이 선행되는 것을 보여준다.
건강한 지원자에게 8 리터/분으로 설정된 압축 공기를 함유한 AeroEclipaseTM 분무기 호흡-활성기를 이용하여 유리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혼합물을 1 회 또는 다수 회 투여했다. 각 투여 기간 동안 분무기를 유리(40%) 및 리포좀 캡슐화
(60%) 펜타닐의 혼합물 3ml로 충전하고, 상기 대상자에게 상기 장치가 흡입을 위한 에어로졸을 더 이상 생성하지 않을 때
까지 분무 약물을 흡입하도록 지시했다. 흡입 기간 동안 졸거나 잠들거나 또는 현기증을 느끼는 대상자에게 분무기가 더이
상 에어로졸을 생성하지 않을 때까지 약물을 계속 자기 투여하도록 독려했다. 혈장 시료를 투여 기간 동안 또한 초기 투여
후 12시간 동안 수집하고 혈장 펜타닐 농도를 관측하였다. 호흡속도 변화 및 혈중 산소 저하를 포함한 부정적 현상에 대하
여 환자를 관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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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대상자에게 펜타닐을 정맥내 투여하였다.
(c) 최대 혈장 농도의 측정 및 투여 혈장 농도의 종료
독성 효과를 나타내기 전에 약물을 자기-제한함으로써 환자가 약물의 독성 수준을 방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최
대 혈장 농도(Cmax)를 투여 종료시의 혈장 농도(Ceod)에 대해 그래프로 나타냈다(도 20a). Ceod는 대부분 Cmax의 80%
이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오피오이드의 최대 농도가 대상자에게 오피오이드 공급을 중단했을 때의 농도보다 현저
히 크지는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펜타닐을 정맥 주사한 환자가 Ceod 보다 훨씬 높은 Cmax 농도를 나타낸 대조
군 (도 20b)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이다. 이 결과는, 대상자가 오피오이드 흡입을 중지한 뒤 오피오이드의 농도(및 그 결
과인 독성 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약물 적정시의 안전성이 크게 증가함을 가리킨다. 또한 비교적 긴 시
간 동안(2 내지 20분) 흡입된 공지의 농도로 된 오피오이드 제제에 있어서, "투여 종료"시의 양이 무독성일 경우 대상자에
게 공급된 오피오이드의 최대 농도 역시 무독성이기 쉽다는 걸 보여준다.
(d) 부작용 및 독성 효과 시점의 결정
대상자가 효과적으로 자기 적정하기 위해서는 졸음, 현기증 또는 환기 기능저하 같은 약물의 부작용이 독성 효과 개시 전
에 일어나야 한다. 독성 효과는 본 실험에서 혈액내 산소 포화도가 정상치의 90% 이하로 되는 혈중 산소 저하로 정의되었
다. 부작용이 독성 효과 전에 일어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작용에 이르는 시간 및 독성 효과에 이르는 시간을 투여 종
료까지의 시간에 대해 그래프로 나타냈다(도 21). 투여 종료 시간에 대하여, 부작용에 이르는 시간은 독성 효과에 이르는
시간과 같거나 그보다 짧았으며, 이는 졸음, 현기증 또는 환기 기능저하가 항상 독성 효과 시간 전이나 그 시간에 일어났음
을 가리킨다.
(e) 독성 효과 및 부작용의 상관관계의 결정
대상자가 효과적으로 자기 적정하기 위해서는 독성 효과는 대부분 언제나 약물 투여의 중지를 야기하는(혹은 신호하는) 부
작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 22는 전체 연구 대상 그룹에 있어서, 부작용이 독성 효과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사실은 독성 효과를 보이는 대상자라면 부작용 또한 나타낼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본 실시예는, 인간 대상자에 대한 대조 실험에서, (1) 독성 효과에 앞서서 거의 항상 부작용이 나타나고, (2) 본 실시예에
부여된 투여량 프로파일에서, 흡입된 오피오이드의 Cmax가 대체로 Ceod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작용을 느낄 때
오피오이드의 투여를 중단하는 대상자는 독성 효과에 요구되는 오피오이드 농도 수준에 좀처럼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실시예 6: 약물의 최적 전달을 위한 다양한 분무 기술의 시험
도 3, 5, 13 및 17은 호흡 속도 및 일정 시간의 기간 동안 폐에 전달되는 약물의 양에 의존하는 장치 모델의 설명을 포함한
다. 도 5, 13 및 17의 환기 기능저하 모델은 이러한 부작용이 흡입 속도를 제한하는 방법을 예상하게 한다. 또한, 폐에 오피
오이드가 침적하는 속도와 작용 부위에서의 효과 개시 속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약물 제제가 4-20 분 기간 동안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으로 투여되도록, 각각의 흡입이 없는 약물의 양은 선택된 경계값 미만으로 제어되어야 한다.
제제 및 장치 선택의 최적화를 이루기 위하여, 장치의 성능 및 특정 제제에 관한 특성을 in vitro에서 밝혀야 한다. 하기 실
시예는 약물을 폐에 최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분무 기술의 시험을 나타낸다.
유리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혼합물을 함유한 조제물을 실시예 5에서 설명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제하였다. 최
종 조제물은 캡슐화한 성분 중 유리 약물로서 35 내지 45%의 펜타닐을 잔여물과 함께 함유하였다.
안데르센 캐스캐이드 충격기(ACI; Andersen Cascade Impactor) 기술은 분무기를 통한 에어로졸의 특성을 밝히는 확립
된 기술이다(USP 26-NF21-2003, Chapter 601: Physical tests and determinations: aerosols. United States
Pharmacopoeia, Rockville, MD, 2105-2123. United States Federal Drug Administration. 1998. Draft guidance:
metered dose inhaler (MDI) and dry powder inhaler (DPI) drug products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documentation, Docket 98D-0997. United States Federal Drug Administration, Rockville, MD. Mitchell, JP; PA
Costa; S Waters. 1987. An assessment of an Andersen Mark-lI Cascade Impactor. J. Aerosol Sci. 19: 213-221).
오피오이드 출력 속도, MMAD 및 미세 입자 성분을 포함하는 다양한 파라미터가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성형물을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구입가능한 분무기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상의 실험실 조건에서 ACI를 28.3 리터/분으로
작동하였다. MMAD는 미국 식품 및 약물 투여 프로토콜 601(USP 26-NF21-2003, Chapter 601: Physical Tes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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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s: Aerosols. United States Pharmacopoeia, Rockville, MD, 2105-2123. United States Federal Drug
Administration (FDA).)에 의하여 측정되었으며, 미세 입자 투여량은 4.7 마이크론 미만의 한계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ACI
에 수집되며 플레이트 위에 침적된 전체 에어로졸 출력 중의 성분으로서 측정되었다. ACI의 다른 단계 중 침적되는 오피오
이드 약물의 총량 및 지질 담체는 HPLC 분석으로 측정되었다.
다양하고 상업적으로 구입가능한 소형(small volume) 분무기, 호흡-활성형(breath-actuated) AeroEclipse; Trudell
Medical, London, Ontario), 호흡-확장형(breath-enhanced) Pari-LC Plus(PARI GmbH, Starnberg, Germany), 및 종
래 2개의 소형 분무기, 즉 MistyNeb(Allegiance Healthcare Corp., McGraw Park, IL) 및 OptiMist(Maersk Medical
Inc., McAllen, Texas)를 ACI 기술로 시험하였다. 각각의 장치에 대해, 폐내 펜타닐의 이론상 침적 속도는 실험적으로 측
정한 오피오이드 출력 속도 (mcg/sec)에 1 분 동안의 흡입 평균 시간(20 초)을 곱하고, 실험적으로 측정한 미세 입자 성분
을 고려하여 보정함으로써 계산되었다.
이론상 폐의 심부(deep lung)에 침적하는 펜타닐이 in vivo에서 총 펜타닐의 평균 전달 속도와 상호 관련될 수 있는지 결
정하기 위하여, 건강한 지원자에게 상기 유리 펜타닐 및 상기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혼합물을 1회 투여량 처리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장치
a) AeroEclipse
b) MistyNeb
c) OptiMist
d) PariLC 42

이론상 침적 (ACI)
31 mcg/분
23 mcg/분
26 mcg/분
42 mcg/분

실제 침적 (in vivo)
29 mcg/분
17 mcg/분
12 mcg/분
37 mcg/분

본 실험은 특정 펜타닐 조성물(상기 실시예 5에 기재한 바와 같이)을 사용한 흡입 속도가 폐 심부에 펜타닐이 침적하는 속
도의 범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호흡-활성형 AeroEclipse 분무기 및 호흡-확장형 Pari-LC Plus 분무기를 사용하
여 이론상 침적 속도와 실제 침적 속도 사이의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통상적인 소형 제트 분무기,
MistyNeb 및 OptiMist에 대해서는 이론상 침적 속도와 실제 침적 속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었는
데, in vitro 연구에서 예측된 것보다 실제 in vivo에서의 침적 속도가 더욱 낮았다. 또한 본 실험은 다양한 분무기를 사용하
여 조합된, 다른 조성물 조합(다른 오피오이드의 농도 또는 다른 오피오이드의 비율을 사용하여)을 연구함으로써 원하는
오피오이드의 침적 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며, 통상적인 실험법을 사용하여 최적 조합물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
해 설명해 준다.
실시예 7: 인간 대상자에 있어서 펜타닐 조제물의 정성적 효과에 관한 임상 시험
하기 실시예는 진통제를 치료학적으로 유효한 양만큼 전달하기 위하여 환자들이 적정량의 흡입된 약물 제제의 진통 효과
및 부작용을 이용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유리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조제물을 실시예 5에 기술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제하였다. 최
종 조제물은 캡슐화 성분 중에서 유리 약물로서 35 내지 45%의 유리 펜타닐 및 잔여물을 포함하였다.
관절경을 이용한 전 십자 인대 수술(arthroscopic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pair)을 겪은 환자들을 연구하였다. 표준
화된 일반 진통제를 수술중(intra-operative) 오피오이드 진통제로서 정맥내 펜타닐과 함께 투여하였다. 수술 후, 마취 후
치료실(PACU, Post Anesthetic Care Unit)에서 회복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 대하여, 환자들이 처음으로 중등도의 통증
(moderate pain)이나 중증 통증(severe pain)을 호소할 때, 8 리터/분으로 설정된 압축공기가 구비된 AeroEclipseTM 분
무기 호흡-활성기를 이용하여 유리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혼합물로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유리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혼합물이 3 ml 충전된 AeroEclipse 분무기의 마우스-피스(mouth-piece)로부터
의 자발적 흡입에 의하여 환자들이 그들의 투여량을 자기-조절하였다. 환자들에게 처음으로 인지가능한 진통의 개시 시
간, 및 유효 통증의 개시 또는 부작용의 개시 시에 자기-투여를 중단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지시하였다. 분무기가 더 이상
에어로졸을 발생시키지 않을 때 유효 진통에 도달한 대상자들에게 유리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 혼합물이 추가적
으로 3 ml 충전된 제 2의 분무기를 공급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자들은, 실제적으로, "임의(ad libitum)" 치료를 받았
다. 분무화된 약물의 환자 자기-투여는 환자들이 그들의 손에 분무기를 잡고, 그들의 입에 밀착 밀봉이 구비된 분무기의
마우스 피스를 두고, 호흡 순환 중 숨을 들여 마시는 기간 동안 분무기를 작동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환자들은 진통에
도달할 때까지의 치료 과정 동안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도록" 지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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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속도 변화 및 혈중 산소 저하를 포함한 임의의 부정적 현상에 대하여 환자를 관찰했다. 분무화된 약물을 자기-투여하
기 전후에 그들의 통증 수준을 "없음" "경증" "중증도(中症度)" "중증(重症)"으로 나타내도록 하고, 또한 통증이 사라짐을
처음 느꼈을 때의 시간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 "단일 투여" 또는 "단일 치료기간" 연구 도중, 통상적인 진통 약물 치료(정맥내 모르핀 투여)는 모든 환자에 대하여 그들
이 통증이 사라짐을 느낀 임의의 순간에 사용가능하다.
수술-후 환자 중 대부분(80%)이 분무화된 약물로 치료하기 적합하며 이들은 PACU에서 "중증도(中症度)"(46%)" 내지 "중
증(重症)"(34%)의 수술-후 통증을 보고한 환자들이다. "경증"의 수술-후 통증을 나타낸 환자들은 치료하지 않았다.
상기 치료에 적합한 환자 중 95%은 성공적으로 본 연구의 약물을 사용하여 분무를 개시한 후 바로 인지가능한 진통에 도
달할 수 있었으며, 분무를 중단함으로써 적절한/효과적인 지점까지 그들의 투여량을 자기-적정할 수 있었다. 최초 인지가
능한 진통 효과까지의 평균 시간은 5.2 분이었다. 효과적인 진통 시간은 약물의 자기-투여 후 22.8 분이었다. 적절한/효과
적인 진통 지점에서 5% 가 통증이 없음을 보고하였고, 78%가 "경증"의 통증을 보고하였으며, 12%가 통증이 "중증(重症)"
에서 "중증도(中症度)"로 그들의 통증이 완화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적절한/효과적인 진통에 도달한 환자들은 통증이 사라
졌음으로 기록되었다. 환자 중 17%는 12 시간 실험기간 동안 오피오이드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 환자 중 83%는
흡입 종료 후 평균 2 시간에 통증이 사라짐을 경험하였고 정맥내 모르핀을 투여를 필요로 하였다.
치료받은 환자 중 95%는 분무화된 약물을 자기-투여 후 효과적인 진통을 보고하였으며, 아무도 독성 효과를 경험하지 않
았다. 환자들 중 84%는 만족할만한 진통 수준에 도달했을 때 약물의 자기-투여를 중단하였다. 환자들 중 11%는 부작용
(졸음 또는 메스꺼움)을 느낀 후 곧바로(3 분) 약물의 자기-투여를 중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들이 적절히 흡입된 약물 제제의 진통 효과 및 부작용을 이용하여 치료학적으로 유효량의 진통제를 투
여함으로써, 독성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시예 8: 약물의 최적 전달을 위한 다양한 제제의 시험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다양한 오피오이드 제제를 나타낸다. 그 제제는 약물 성분에 대하여 공지의
약동학 및 약력학 프로필, 펜타닐과 비교하여 공지의 동등 효능, 및 상기 임상 실험의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오피오이드 혼합물을 포함하는 조제물은 아래의 제제 표에 따라 제조되었다:
신속 개시 오피오이드
형태
펜타틸
펜타닐
펜타닐
알펜타닐
알펜타닐
알펜타닐

농도 (mcg/ml)
200
175
125
1600
1400
1800

지속 효과성 오피오이드
형태
리포좀 펜타닐
리포좀 펜타닐
리포좀 펜타닐
모르핀
모르핀
모르핀

농도 (mcg/ml)
300
325
275
12000
13000
11000

폐내 침적 속도
(mcg/분)
15-60
15-60
15-60
400-1600
400-1600
400-1600

위에서 설명한 것은 단지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함이며 하기 청구 범위에 의하여 정의되는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
한 것은 아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진정작용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타내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다.
도 2는 환기 기능저하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타내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다.
도 3은 흡입 장치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타내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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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폐의 경로를 통해 환자에게 투여된 오피오이드의 약동학적 프로파일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타내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다.
도 5a 및 5b는, 모두 함께, 단일 오피오이드 투여의 약동학에 관한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나타내는 플로우 다이
어그램이다. 도 5a는 시뮬레이션의 장치 모델 및 약동학 모델 측면을 도시한다. 도 5b는 시뮬레이션의 환기 기능저하 모델
및 진정작용 모델 측면을 도시한다.
도 6은 흡입 장치 및 환자의 폐 내에 있는 오피오이드량을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낸 도 5a 및 5b(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
용 모델은 기능을 하지 않음)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 출력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7은 도 5a 및 5b(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하지 않음)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환기 기능
저하를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8은 도 5a 및 5b(환기 기능저하 모델은 기능을 하며,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하지 않음)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
션에서 흡입 장치 및 환자의 폐 내에 있는 오피오이드의 양을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9는 도 5a 및 5b(환기 기능저하 모델은 기능을 하며,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하지 않음)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
션에서 환기 기능저하를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0은 도 5a 및 5b(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함)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흡입 장치 및 환
자의 폐 내에 있는 오피오이드의 양을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1은 도 5a 및 5b(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함)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환기 기능저하를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2는 두 종류의 오피오이드 투여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나타내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다.
도 13a, 13b 및 13c는, 모두 함께, 두 가지 오피오이드를 투여하는 약동학에 관한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나타내
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다.
도 14는 흡입 장치 및 환자의 폐 내에 있는 오피오이드 총 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도 13a, 13b 및 13c(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함)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 출력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5는 도 13a, 13b 및 13c(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함)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효과 부
위에서의 각 오피오이드 및 총 오피오이드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6은 도 13a, 13b 및 13c(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함)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오피오이
드의 전달 동안 및 그 후의 환기 기능저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7a, 17b 및 17c는, 모두 함께, 투여된 두 가지 오피오이드가 알펜타닐 모르핀인 경우, 두 오피오이드 투여의 약동학에
관한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나타내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다. 도 17a, 17b는 시뮬레이션의 장치 모델 및 약동학
모델 측면을 나타내며, 도 17c는 시뮬레이션의 환기 기능저하 모델, 진정작용 모델, 및 두 가지 약물 모델 측면을 나타낸
다.
도 18은 도 17a, 17b 및 17c(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함)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효과 부
위에서의 알펜타닐, 모르핀 및 조합된 오피오이드의 농도를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9는 도 17a, 17b 및 17c(환기 기능저하 및 진정작용 모델은 기능을 함)의 스텔라TM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환기 기
능저하를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0은 오피오이드를 투여한 환자의 혈장 내 오피오이드의 투약 종료 시 농도에 대한 혈장 내 오피오이드 최대 농도를 나
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0a는 폐 경로를 통해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조합물을 투여한 환자를 나타내며, 도
20b는 펜타닐을 정맥내로 투여한 환자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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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은 폐 경로를 통해 펜타닐 및 리포좀 캡슐화 펜타닐의 조합물을 투여한 환자에 있어서 부작용 및 독성 효과에 관하여
투약 종료까지의 시간에 대한 부작용/독성 효과까지의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2는 독성 효과에 대한 부작용의 통계학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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