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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흡입 투여용 지방 유제

요약

본 발명의 목적은 약물, 특히 물에 녹기 어려운 약물을 흡입 투여하는데 우수한 흡입 투여용 제제를 제공
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은 오일 성분, 유화제 및 약물을 필수 구성 성분으로 하는 지방 유제 입자가 수중에 분산되어 있
는 O/W형 지방 유제로서, 이러한 지방 유제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이 5∼100 ㎚의 범위 내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흡입 투여용 지방 유제 또는 이의 동결건조 제제에 관한 것이다.

적당한 흡입 기구를 이용하면, 폐포까지 도달할 수 있는 크기의 에어로졸 입자를 본 발명 흡입제로부터 
용이하게 발생시킬 수 있고, 또한 에어로졸 입자의 입자 직경 조절도 용이하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약물을 함유하는 의료용 O/W형 흡입 투여용 지방 유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약물을 인체에 투여하는 하나의 수법으로서, 분무기(nebulizer) 등의 흡입 기구에 의해 약물의 용해액으
로부터 미세한 안개형 에어로졸 입자를 발생시키고, 이것을 비강 내지는 구강에 흡입시키는 투여 방법이 
알려져 있다.

이 방법에서는 약물을 물에 용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물에 녹기 어려운 약물에 대하여 응용하는 경우에는 
계면 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가용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계면 활성제를 이용하여 가용화시킨 용
액을 분무기 등의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흡입 투여하려 해도, 자극성이 있거나, 거품이 일거나 하여, 실
제로 흡입 투여하는 것이 곤란하다.

또한, 지질 마이크로스피어라고 불리는 유제 입자 직경이 비교적 큰 지방 유제 중에 약물을 용해시키고, 
분무기 등의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흡입 투여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예컨대,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5-
70346호,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5-124965호,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8-301762호). 그러나, 상기 지방 유
제의 점도가 비교적 높고, 유제 입자 직경이 평균 0.2∼0.4 ㎛로 크기 때문에, 분무기 등의 흡입 기구를 
이용해도  미세한,  예컨대  폐포까지  도달될  수  있는  기체  동력학적  입자  직경(MMAD  :  mass  median 
aerodynamic diameter)이 0.5∼5 ㎛인 안개형의 에어로졸 입자를 발생시키기 어렵고, 또한 상기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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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유제 입자 직경이 크므로, 0.22 ㎛의 멤브레인 필터에 의한 여과 멸균을 할 수 없는 등의 결점을 갖
는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약물, 특히 물에 녹기 어려운 약물을 흡입 투여하는데 있어서 우수한 제제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자들이 예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수십 ㎚ 정도의 매우 미세한 지방 유제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초미립자 O/W형 지방 유제가 약물을 흡입 투여하는데 있어서 우수하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은 오일 성분, 유화제 및 약물을 필수 구성 성분으로 하는 지방 유제 입자가 수중에 분산
되어 있는 O/W형 지방 유제로서, 이러한 지방 유제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이 5∼100 ㎚ 범위 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입 투여용 지방 유제(이하「본 발명 흡입제」라 칭함) 또는 이의 동결건조 제제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오일 성분, 유화제 및 약물을 필수 구성 성분으로 하는 지방 유제 입자가 수중
에 분산되어 있는 O/W형 지방 유제로서, 이러한 지방 유제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이 5∼ 100 ㎚ 범위 내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방 유제 또는 그 동결건조 제제를 흡입 투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적용할 수 있는 오일 성분으로서는 의약용 제제로서 이용할 수 있는 오일 성분이라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았으며, 예컨대, 식물성유, 동물성유, 중성 지질(단일 치환, 이중 치환 또는 삼중 치환의 글
리세라이드), 합성 유지, 스테롤 유도체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식물성유로서 대두유, 면실유, 
채종유, 호마유, 옥수수유, 낙화생유, 홍화유 등; 동물성유로서 어유 등; 중성 지질로서 트리올레인, 트
리리놀레인, 트리팔미틴, 트리스테아린, 트리미리스틴, 트리아라키도닌 등; 합성 지질로서 아존 등; 스테
롤 유도체로서 콜레스테릴 올레이트, 콜레스테릴 리놀레이트, 콜레스테릴 미리스테이트, 콜레스테릴 팔미
테이트, 콜레스테릴 아라키데이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 종 또는 2 종 이상 각각 단독으로 또는 조
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오일 성분으로서는 트리글리세라이드나 이것을 주성분으로 하는 식물성
유를 들 수 있다. 실용적으로는 대두유가 바람직하고, 특히 고순도로 정제된 정제 대두유(글리세라이드 
함유량이 99 중량% 이상인 것이 바람직함)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 흡입제 중의 상기 오일 성분 함유량은 오일 성분의 종류나 기타의 구성 성분 등에 따라서 다르지
만, 0.1∼30 w/v%의 범위 내가 적당하며, 1∼20 w/v%의 범위 내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적용할 수 있는 유화제로서는, 의약용 제제로서 이용할 수 있는 유화제라면 특별한 제한은 없
고, 예컨대 인지질 또는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지질로서는 포스파티딜콜
린,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포스파티딜이노시톨,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글리세롤, 스핀고미에린, 레
시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수소첨가된 인지질을 이용할 수도 있다.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로서는 폴리
알킬렌글리콜(예컨대, 평균 분자량 1,000∼10,000, 바람직하게는 4,000∼6,000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
리옥시알킬렌 공중합체(예컨대, 평균 분자량 1,000∼20,000, 바람직하게는 6,000∼10,000의 폴리옥시에틸
렌-폴리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 경화 피마자유 폴리옥시알킬렌 유도체[예컨대, 경화 피마자유 폴리옥시
에틸렌-(20)-에테르,  경화  피마자유  폴리옥시에틸렌-(40)-에테르,  경화  피마자유 폴리옥시에틸렌-

(100)-에테르 등], 피마자유 폴리옥시알킬렌 유도체[예컨대, 피마자유 폴리옥시에틸렌-(20)-에테르, 피마
자유 폴리옥시에틸렌-(40)-에테르, 피마자유 폴리옥시에틸렌-(100)-에테르 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 종 또는 2 종 이상 각각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유화제로서는 난황 포스파
티딜콜린, 난황 레시틴, 대두 레시틴을 들 수 있다. 실용적으로는 난황 레시틴, 대두 레시틴이 바람직하
다.

본 발명 흡입제 중의 상기 유화제의 함유량은 유화제의 종류나 기타 구성 성분 등에 따라 상이하나, 0.05
∼40 w/v%의 범위 내가 적당하며, 0.1∼20 w/v%의 범위 내가 바람직하다.

또한, 오일 성분과 유화제의 중량비(오일 성분/유화제)는 0.1∼20 범위 내가 적당하고, 0.4∼6.0 범위 내
가 바람직하며, 0.8∼1.2(특히 1) 범위 내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적용할 수 있는 약물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물보다도 오일 성분 쪽에 용해도
가 높은 약물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약물로서, 소위 지용성 약물이나 수난용성 약물을 들 수 있다. 예컨
대, 중추신경계용 약물, 말초 신경계용 약물, 감각 기관용 약물, 순환 기관용 약물, 호흡 기관용 약물, 
호르몬제, 비뇨 생식 기관용 약물, 항문용 약물, 비타민제, 간장 질환용제, 통풍 치료제, 효소 제제, 항
당뇨병제, 면역 억제제, 세포부활용 약물, 항종양 약물, 방사성 의약품, 항알레르기 약물, 항생 물질 제
제, 화학 요법제, 생물학적 제제, 체외 진단용 의약품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하기의 약물을 들 수 있다.

1.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존, 프레드니졸론, 베타메타존, 프로피온산벡클로메타존, 트리암시놀론, 하이드로코르티존, 플루
드로코르티존, 프라스테론 및 그 염 및 이들의 지용성 유도체.

2. β자극제

프로카테롤, 오르시프레날린, 염산이소프로테레놀, 피르부테롤, 테르부탈린, 헥소프레날린, 브롬화수소산
페노테롤, 황산헥소프레날린, 황산테르부탈린, 황산살부타몰, 황산옥시프레날린, 푸말산포르모테롤, 염산
이소프레날린, 염산피르부테롤, 염산프로카테롤, 염산마부테롤, 툴로부테롤 및 그 염 및 이들의 지용성 
유도체.

3. 크산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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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프로필린, 프록시필린, 아미노필린, 테오필린 및 그 염 및 이들의 지용성 유도체.

4. 항생 물질

이세티온산펜타미딘, 세프메녹심, 카나마이신, 프라디오마이신, 에리트로마이신, 조사마이신, 테트라사이
클린, 미노사이클린, 클로람페니콜, 스트렙토마이신, 미데카마이신, 암포테리신 B, 이트라코나졸, 나이스
타틴 및 그 염 및 이들의 지용성 유도체.

5. 기타

브롬화이프라트로퓸, 염산메틸에페드린, 염산트리메토퀴놀, 염산클렌부테롤, 염산트리메토퀴놀, 브롬화옥
시트로퓸, 브롬화풀트로퓸, 염산메톡시페나민, 염산클로르프레날린, 크로모글릭산나트륨.

본 발명 흡입제 중의 상기 약물 함유량은 약물의 종류나 기타의 구성 성분 등에 따라 상이하나, 0.05∼20 
w/v%의 범위 내가 적당하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임의로 유화 보조제 및/또는 유화 안정화제를 배합할 수 있다. 이들 유화 보조제 및
/또는 유화 안정화제로서는, 탄소수 6∼22의 직쇄상 또는 분지상의 포화 또는 불포화 지방산, 구체적으로
는 스테아린산, 올레인산, 리놀산, 팔미틴산, 리놀렌산, 미리스틴산이나 이들의 염[예컨대, 알칼리 금속
염(나트륨염, 칼륨염 등), 알칼리 토류 금속염(칼슘염 등)] 등; 탄소수 2∼22의 제1급 지방족 아민 또는 
제2급 지방족 아민, 구체적으로는 에탄올아민, 프로필아민, 옥틸아민, 스테아릴아민, 올레일아민 등; 리
신, 히스티딘, 오르니틴, 아르기닌 등의 염기성 아미노산 등; 콜레스테롤이나 콜레스타놀 등의 스테롤류; 
포스파티딘산이나 강글리오사이드, 스테아릴아민 등의 하전 물질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 종에 한정되
지 않고, 적절하게 2 종 이상 각각 단독으로 또는 조합시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 흡입제 중의 이들 배합제 함유량은 그 목적 등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2 w/v% 이하가 적당하며, 
바람직하게는 1 w/v% 이하이다.

그 외, 의약용 제제에 이용할 수 있는 산화 방지제, 방부제, 등장화제, 완충제, 안정화제 등의 첨가제 및 
보조 물질, 영양 물질 등도 임의로 배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안식향산, 아스코르빈산, 토코페롤 등
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통상 적당량 함유할 수 있고, 10 w/v% 이하가 충분하다.

본 발명에 관한 지방 유제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은 5∼100 ㎚이지만, 5∼70 ㎚가 바람직하고, 10∼50 ㎚
가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입경 폭 5∼100 ㎚에 해당하는 90% 이상의 지방 유제 입자가 존재하는 지방 
유제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 흡입제의 지방 유제 입자는 수중에 분산되지만, 이러한 물의 예로는 수도물, 정제수, 증류수, 주
사용수, 생리 식염수를 포함하는 전해질액, 포도당액을 들 수 있다.

본 발명 흡입제는 동결건조시켜 동결건조 제제로 할 수 있다. 동결건조 제제로 하는 경우에는 동결건조된 
지방 유제 입자나, 소위 동결건조 케이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당한 부형제를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부형제로서는 예컨대, 당류를 들 수 있고, 이당류가 바람직하며, 구체적으로는 말토
스, 트레할로스, 수크로스를 들 수 있다. 특히, 말토스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 흡입제 중의 상기 부형제 함유량은 부형제의 종류나 기타의 구성 성분 등에 따라 상이하나, 1∼
30 w/v%의 범위 내가 적당하며, 3∼20 w/v%의 범위 내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 흡입제는 지질 나노스피어인 초미립자 지방 유제를 제조하기 위한 통상의 기법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예컨대,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2-203호,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1-143826호,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1-249716호). 예컨대, 소정량의 오일 성분에 약물, 유화제 및 그 밖의 첨가제 등을 적절하게 첨가하고, 
임의로 가열하고, 균질화하며, 다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통상의 호모믹서나 호모게나이저, 초음파 호모
게나이저, Microfluidizer(상품명), Nanomizer(상품명), Ultimizer(상품명) 또는 맨톤-가우린형 고압 호
모게나이저 등의 유화기에 의해 소정의 입자 직경까지 유화 처리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예비 유화와 
최종 유화의 2 단계로 나누어 제조할 수도 있다.

본 발명 흡입제는 0.22 ㎛의 멤브레인 필터에 의해 여과 멸균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 흡입제의 동결건조 제제는 통상의 기법에 의해 본 발명 흡입제를 동결건조 처리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예컨대, PCT WO92/07552,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5-43450호,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6-157294
호). 예컨대, 본 발명 흡입제를 멸균 후, 소정량의 본 발명 흡입제를 바이알병에 나누어 붓는다. 그리고 
약 -40℃∼-20℃의 조건에서 예비 동결을 약 2 시간 정도 수행하고, 약 0∼10℃에서 감압하에 일차 건조
를 수행하며, 이어서 약 15∼25℃에서 감압하에 이차 건조시켜 동결건조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바이
알 내부를 질소 가스로 치환하고, 뚜껑을 덮어 본 발명 흡입제에 관한 동결건조 제제를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 흡입제는 적용 부위(위기도나 세기관지나 말초 기도나 폐포 등)나 치료 목적(염증 치료나 기관지 
확장 등)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에어로졸 입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본 발명 흡입제의 에
어로졸 입자를 발생시켜 비강 내에서 내지는 구강 내에서 인체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 흡입제의 에어
로졸 입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는 기체 동력학적 입자 직경이 0.5∼50 ㎛인 에어로졸 입자를 발생시
킬 수 있으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기체 동력학적 입자 직경이 0.5∼5 ㎛, 특히 1∼2 ㎛의 에어로졸 
입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가 유용하다. 이러한 장치의 구체예로서는, 가압형 분무기나 초음파 분무기
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는 본 발명 흡입제를 함유하는 분무기 제제도 포함된다. 또한, 본 발명 
흡입제를 함유한 흡입 에어로졸 제제의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관한 동결건조 제제는 흡입 투여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컨대 교반 조작 없이 또는 교반 조작을 
하면서 임의의 적당한 용액(재용해액)을 첨가함으로써 재용해하고 나서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인체에 적
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용해액으로서는 예컨대 수도물, 정제수, 증류수, 주사용수, 생리 식염수를 포함
한 전해질액, 포도당액, 일반수액, 음료수를 들 수 있다. 이 재용해액의 액량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동결건조 전의 액량의 0.5∼2 배, 또는 500 ㎖ 이하가 적당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는 본 발명 흡입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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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건조 제제를 함유하는 분무기 제제도 포함된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동결건조  제제는  미세  분쇄하고,  스핀헤일러(spinhaler)나 디스크헤일러
(diskhaler) 등의 적당한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미세 분말 형태로 직접 흡입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
명에는 본 발명 흡입제의 동결건조 제제를 함유하는 분말 흡입제도 포함된다.

본 발명 흡입제는 적당한 흡입 기구를 이용하면, 지방 유제 입자에 내포된 형태로 약물을 폐포로까지 충
분히 도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유제 입자의 혈관 내로의 이행성 등에서 전신 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에어로졸 입자의 각 입경 폭에 있어서의 약물량을 나타낸다. 가로축은 기체 동력학적 입자 직경
(㎛)을, 세로축은 형광 강도를 각각 나타낸다. 흑색 막대 그래프는 본 발명 흡입제의 결과를, 백색 막대 
그래프는 대조 시료의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도 2는 에어로졸 입자의 각 입자 직경 폭에 있어서의 약물량을 나타낸다. 가로축은 기체 동력학적 입자 
직경(㎛)을, 세로축은 형광 강도를 각각 나타낸다. 흑색 막대 그래프는 조건-1의 결과를, 백색 막대 그래
프는 조건-2의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도 3은 분무 용액의 농축도 추이를 나타낸다. 가로축은 시간(분), 세로축은 형광 강도를 각각 나타낸다. 
-●-는 검체 시료(본 발명 흡입제)의 결과를, -○-는 대조 시료-1의 결과를, -△-는 대조 시료-2(생리 식
염수)의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도 4는 토끼를 이용한 경폐(經肺) 투여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가로축은 시간(시간)을, 세로축은 혈장 
중의 시클로스포린 A의 농도(ng/㎖)를 각각 나타낸다. -●-는 본 발명 흡입제의 결과를, -○-는 대조 시
료의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도 5는 토끼를 이용한 경폐 투여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가로축은 시간(시간)을, 세로축은 혈장 중의 
시클로스포린 A의 농도(ng/㎖)를 각각 나타낸다. -●-는 본 발명 흡입제의 결과를, -○-는 대조 시료의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실시예

이하, 실시예, 시험예를 나타내어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1 

유사 약물로서 콜레스테롤의 형광 유도체 콜레스테릴안트라센-9-카르복실레이트(CA) 5 ㎎을 이용하고, 여
기에 정제 난황 레시틴 500 ㎎, 정제 대두유 500 ㎎, 주사용 증류수 9 ㎖를 가하며, 이어서 일본 약국방 
글리세린 220 ㎎을 첨가하여 프로브형 초음파 호모게나이저(Branson Sonifier 모델 185, 이하 동일)에 의
해, 빙수 냉각하에서 60 분간 초음파 처리를 실시하였다. 생성된 CA 함유 지방 유제는 담황색으로 투명하
였다. 주사용 증류수로 전량을 10 ㎖로 한 후, 0.22 ㎛의 여과 멤브레인 필터에 통과시켜 무균 제제로 하
고,  클린 벤치 내에서 주사 앰플에 2.0  ㎖씩 질소 분위기하에서 충전하여 본  발명 흡입제를 얻었다. 
또한, 본 발명 흡입제의 지방 유제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은 광산란 입자 직경 측정 장치(오츠카 전자, 
DLS-700, 이하 동일)에 의해 측정한 결과, 30.2 ㎚이었다. 또한, 이러한 지방 유제 입자는 투과형 전자 
현미경에 의한 관찰 결과, 균일한 구형의 초미립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리포좀과 같은 지질 이분자막 구
조체는 관찰되지 않았다.

실시예 2

암포테리신 B(항진균제) 2 ㎎에 대두 레시틴 500 ㎎, 콜레스테릴 올레이트 300 ㎎, 주사용 증류수 10 ㎖
를 가하고, 프로브형 초음파 호모게나이저에 의해 빙수 냉각하에서 60 분간 초음파 처리를 실시하였다. 
생성된 암포테리신 B 함유의 지방 유제는 황색으로 투명하였다. 0.22 ㎛의 여과 멤브레인 필터를 통과시
켜 무균 제제로 한 후, 클린 벤치 내에서 주사 앰플에 2.0 ㎖씩 질소 분위기하에서 충전하여 본 발명 흡
입제를 얻었다. 또한, 본 발명 흡입제의 지방 유제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은 광산란 입자 직경 측정 장치
에 의해 측정한 결과, 40.2 ㎚이었다. 또한, 이러한 지방 유제 입자는 투과형 전자 현미경에 의한 관찰 
결과, 균일한 구형의 초미립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리포좀과 같은 지질 이분자막 구조체는 관찰되지 않았
다.

실시예 3

구아이아줄렌(항염증제) 100 ㎎에 난황 레시틴 400 ㎎, 트리올레인 270 ㎎, 생리 식염수 10 ㎖를 가하고, 
프로브형 초음파 호모게나이저에 의해 혼합물을 빙수 냉각하 40 분간 초음파 처리를 실시하였다. 생성된 
구아이아줄렌 함유의 지방 유제는 청색으로 투명하였다. 0.22 ㎛의 여과 멤브레인 필터를 통과시켜 무균 
제제로 한 후, 클린 벤치 내에서 주사 앰플에 2.0 ㎖씩 질소 분위기하에서 충전하여 본 발명 흡입제를 얻
었다. 또한, 본 발명 흡입제의 지방 유제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은 광산란 입자 직경 측정 장치에 의해 
측정한 결과, 22.1 ㎚이었다. 또한, 이러한 지방 유제 입자는 투과형 전자 현미경에 의한 관찰 결과, 균
일한 구형의 초미립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리포좀과 같은 지질 이분자막 구조체는 관찰되지 않았다.

실시예 4

프로피온산벡클로메타존(스테로이드제)  1  ㎎에  난황 레시틴 400  ㎎,  중쇄  지방산트리글리세라이드 270 
㎎, 주사용 증류수 10 ㎖를 가하고, 프로브형 초음파 호모게나이저에 의해 혼합물을 빙수 냉각하에서 50 
분간 초음파 처리를 실시하였다. 생성된 프로피온산벡클로메타존 함유의 지방 유제는 담황색으로 투명하
였다. 0.22 ㎛의 여과 멤브레인 필터를 통과시켜 무균 제제로 한 후, 클린 벤치내에서 주사 앰플에 2.0 
㎖ 씩 질소 분위기하에서 충전하여 본 발명 흡입제를 얻었다. 또한, 본 발명 흡입제의 지방 유제 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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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입자 직경은 광산란 입자 직경 측정 장치에 의해 측정한 결과, 35.2 ㎚이었다. 또한, 이러한 지방 
유제 입자는 투과형 전자 현미경에 의한 관찰 결과, 균일한 구형의 초미립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리포좀
과 같은 지질 이분자막 구조체는 관찰되지 않았다.

실시예 5

시클로스포린 A(면역억제제) 50 ㎎에 정제 난황 레시틴 500 ㎎, 정제 대두유 500 ㎎, 주사용 증류수 9 ㎖
를 가하고, 계속해서 일본 약국방 글리세린 220 ㎎을 첨가하여 프로브형 초음파 호모게나이저에 의해 빙
수 냉각하에서 60 분간 초음파 처리를 실시하였다. 생성된 시클로스포린 A 함유 지방 유제는 담황색으로 
투명하였다. 주사용 증류수로 전량을 10 ㎖로 한 후, 0.22 ㎛의 여과 멤브레인 필터를 통과시켜 무균 제
제로 한 후, 클린 벤치 내에서 주사 앰플에 2.0 ㎖씩 질소 분위기하에서 충전하여 본 발명 흡입제를 얻었
다. 또한, 본 발명 흡입제의 지방 유제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은 광산란 입자 직경 측정 장치에 의해 측
정한 결과, 40.2 ㎚이었다. 또한, 이러한 지방 유제 입자는 투과형 전자 현미경에 의한 관찰 결과, 균일
한 구형의 초미립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리포좀과 같은 지질 이분자막 구조체는 관찰되지 않았다.

실시예 6

덱사메타존 팔미테이트(스테로이드제) 1 ㎎에 대두 레시틴 400 ㎎, 트리올레인 400 ㎎, 주사용 증류수 10 
㎖를 가하고, 프로브형 초음파 호모게나이저에 의해 빙수 냉각하에서 50 분간 초음파 처리를 실시하였다. 
생성된 덱사메타존 팔미테이트 함유 지방 유제는 담황색으로 투명하였다. 0.22 ㎛의 여과 멤브레인 필터
를 통과시켜 무균 제제로 한 후, 클린 벤치 내에서 주사 앰플에 2.0 ㎖씩 질소 분위기하에서 충전하여 본 
발명 흡입제를 얻었다. 또한, 본 발명 흡입제의 지방 유제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은 광산란 입자 직경 측
정 장치에 의해 측정한 결과, 29.6 ㎚이었다. 또한, 이러한 지방 유제 입자는 투과형 전자 현미경에 의한 
관찰 결과, 균일한 구형의 초미립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리포좀과 같은 지질 이분자막 구조체는 관찰되지 
않았다.

실시예 7

디펜하이드라민(항히스타민제) 1 g에 대두 레시틴 40 g, 트리올레인 40 g, 10% 말토스 1 ℓ를 가하고, 맨
톤-가우린형 호모게나이저를 이용하여 유화를 수행하였다. 생성된 디펜하이드라민 함유의 지방 유제는 담
황백색∼황백색으로 투명하였다. 이 지방 유제의 지방 유제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은 광산란 입자 직경 
측정 장치에 의해 측정한 결과, 38.9 ㎚이었다. 이것을 0.22 ㎛의 여과 멤브레인 필터를 통과시켜 무균 
제제로 한 후, 클린 벤치 내에서 주사 바이알에 2.0 ㎖씩 충전하여 동결건조를 실시하고, 본 발명에 관한 
흡입 투여용 동결건조 제제를 얻었다. 본 발명에 관한 흡입용 동결건조 제제를 주사용 증류수로 재용해하
고, 광산란 입자 직경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지방 유제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을 측정한 바, 40.1 ㎚이었
다. 또한, 이러한 지방 유제 입자는 투과형 전자 현미경에 의한 관찰 결과, 균일한 구형의 초미립자인 것
으로 확인되고, 리포좀과 같은 지질 이분자막 구조체는 관찰되지 않았다.

실시예 8

프레드니졸론(스테로이드제) 1 g에 대두 레시틴 60 g, 트리리놀레인 50 g, 10% 말토스 1 ℓ를 가하고, 맨
톤-가우린형 호모게나이저를 이용하여 유화를 수행하였다. 생성한 프레드니졸론 함유의 지방 유제는 백색
으로 투명하였다. 이 지방 유제의 지방 유제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은 광산란 입자 직경 측정 장치에 의
해 측정한 결과, 37.5 ㎚이었다. 이것을 0.22 ㎛의 여과 멤브레인 필터를 통과시켜 무균 제제로 한 후, 
클린 벤치내에서 주사 바이알에 2.0 ㎖씩 충전하여 동결건조를 실시하고, 본 발명에 관한 흡입용 동결건
조 제제를 얻었다. 본 발명에 관한 흡입용 동결건조 제제를 주사용 증류수로 재용해하고, 광산란 입자 직
경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지방 유제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을 측정한 바, 33.3 ㎚이었다. 또한, 이러한 
지방 유제 입자는 투과형 전자 현미경에 의한 관찰 결과, 균일한 구형의 초미립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리
포좀과 같은 지질 이분자막 구조체는 관찰되지 않았다.

실시예 9 

암포테리신 B(항진균제) 1 g에 대두 레시틴 50 g, 트리올레인 50 g, 10% 트레할로스 1 ℓ를 가하고, 마이
크로풀루이다이저형 호모게나이저(M110-E/H)를 이용하여 유화를 수행하였다. 생성된 암포테리신 B  함유 
지방 유제는 황색으로 투명하였다. 이 지방 유제의 지방 유제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은 광산란 입자 직경 
측정 장치에 의한 측정 결과, 32.9 ㎚이었다. 이것을 0.22 ㎛의 여과 멤브레인 필터를 통과시켜 무균 제
제로 한 후, 클린 벤치 내에서 주사 바이알에 2.0 ㎖씩 충전하여 동결건조를 실시하고, 본 발명에 관한 
흡입용 동결건조 제제를 얻었다. 본 발명에 관한 흡입용 동결건조 제제를 주사용 증류수를 이용하여 재용
해하고, 광산란 입자 직경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지방 유제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을 측정한 바, 35.5 ㎚
이었다. 또한, 이러한 지방 유제 입자는 투과형 전자 현미경에 의한 관찰 결과, 균일한 구형의 초미립자
인 것으로 확인되고, 리포좀과 같은 지질 이분자막 구조체는 관찰되지 않았다.

실시예 10

실시예 9의 본 발명에 관한 흡입용 동결건조 제제 125 g을 입자 직경이 0.5∼4 ㎛이 될 때까지 미세하게 
분쇄하고, 단단한 캡슐에 0.25 g씩 충전하였다. 이에 따라, 1.25 ㎎의 암포테리신 B를 함유한 캡슐제 500 
캡슐을 얻었다. 이 캡슐은 미분기 분말 흡입기(일본 특허 공개 공보 소63-6024호)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
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내용물을 흡입할 수 있다.

실시예 11

툴로부테롤(β2 자극제) 0.2 g에 난황 레시틴 50 g, 채종유 50 g, 10% 수크로스 1 ℓ를 가하고, 마이크로
풀루이다이저형 호모게나이저(M110-E/H)를 이용하여 유화를 수행하였다. 생성된 툴로부테롤 함유의 지방 
유제는 담백색으로 투명하였다. 이 지방 유제의 지방 유제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은 광산란 입자 직경 측
정 장치에 의해 측정한 결과, 36.6 ㎚이었다. 이것을 0.22 ㎛의 여과 멤브레인 필터를 통과시켜 무균 제
제로 한 후, 클린 벤치 내에서 주사 바이알에 2.0 ㎖씩 충전하여 동결건조를 실시하고, 본 발명에 관한 
흡입용 동결건조 제제를 얻었다. 본 발명에 관한 흡입용 동결건조 제제를 주사용 증류수를 이용하여 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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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광산란 입자 직경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지방 유제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을 측정한 바, 38.7 ㎚
이었다. 또한, 이러한 지방 유제 입자는 투과형 전자 현미경에 의한 관찰 결과, 균일한 구형의 초미립자
인 것으로 확인되고, 리포좀과 같은 지질 이분자막 구조체는 관찰되지 않았다.

실시예 12

실시예 11의 본 발명에 관한 흡입용 동결건조 제제 250 g를 입자 직경이 0.5∼4 ㎛가 될 때까지 미세하게 
분쇄하고, 단단한 캡슐에 0.5 g씩 충전하였다. 이에 따라, 0.5 ㎎의 툴로부테롤을 함유하는 캡슐제 1000 
캡슐을 얻었다. 이 캡슐은 미분기 분말 흡입기(일본 특허 공개 공보 소63-6024호)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
을 수 있고 내용물을 흡입할 수 있다.

시험예 1

기체 동력학적 입자 직경(MMAD) 및 그 분포의 측정(I)

실시예 1의 CA 함유 본 발명 흡입제를 검체 시료로 하고, 대조 시료로서 종래 공지의 평균 입자 직경 0.2 
㎛의 지방 유제에 CA를 함유시킨 것을 이용하였다. 이 대조 시료는 CA 5 ㎎, 정제 대두유 100 ㎎, 정제 
난황 레시틴 12 ㎎의 혼합물에 주사용 증류수 9 ㎖를 가하고, 이어서 일본 약국방 글리세린 220 ㎎을 첨
가하여 프로브형 초음파 호모게나이저에 의해 빙수 냉각하에서 유화 처리를 실시하고, 주사용 증류수로 
전량을 10 ㎖로 한 것이다.

기체 동력학적 입자 직경 및 그 분포의 측정은, 일정한 속도로 에어로졸을 흡인하고 관성의 차를 이용하
여 다단의 스테이지에 입자를 분급할 수 있는 앤더슨사의 Cascade Impactor(USP 수재)를 채용하였다.

실험은, 우선 일본 상공회의소 방식의 압축기(의약 용구 승인 번호(55B) 제1270호, 이하 동일)에 분무기 
본체(의약 용구 승인 번호(55B) 제1329호, 이하 동일)를 부착하여 유속 6 ℓ/분으로 각 시료를 80 분 분
무함으로써 에어로졸 입자를 발생시키고, 발생한 에어로졸 입자를 28.3 ℓ/분의 유속으로 진공 펌프로 흡
인하여 다단의 스테이지에 입자를 분급하였다. 각 스테이지에 트랩된 에어로졸 입자를 메탄올로 세정하고 
회수하여 그 형광 강도를 측정하여 상기 약물량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를 도 1에 나타낸다.

도 1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대조 시료와 비교하여 검체 시료는 0에서 2.1 ㎛에 분급된 각 스테이지에 있
어서의 약물량이 많고, p〈0.01에서 유의차가 관측되었다. 그 중에서도, 2.1 ㎛ 이하의 스테이지에서는 
대조 시료는 거의 포착되어 있지 않은 것에 비하여, 검체 시료는 회수된 약물 전량의 약 70%가 존재하였
다. 이것은 지방 유제의 입자 직경을 작게 하는 것으로 기체 동력학적 입자 직경이 작은 입자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2.1 ㎛ 이상 9 ㎛ 이하에서는 쌍방에 p〈0.05로 유의한 차가 인정되
지 않았다. 또한, 스테이지에 회수된 약물의 전량은 대조 시료와 비교하여 검체 시료가 약 3 배 많은 것
도 확인되었다.

기체 동력학적 입자 직경은 약물이 작용 부위에 도달하여 침착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사람에 
있어서 호흡기에 들어가는 기체 동력학적 입자 직경은 1∼10 ㎛라고 생각되고, 그 중 2∼5 ㎛의 에어로졸 
입자가 기도(기관에서 종말 세기관지)에 도달하여 침착되는 데 최적이며, 또한, 심부에 있는 폐포에 도달
하여 작용할 수 있는 입자 직경은 1∼2 ㎛라고 한다(JP Forum Vol. 4 No.1 1995 참조). 본 시험예 1에 의
해 대조 시료와 비교하여 검체 시료가 2.1 ㎛ 이하인 에어로졸 입자가 유의적으로 많은 것에서 알 수 있
듯이,  종래의 지방 유제에 관한 흡입제에서는 얻기 어려웠던 입자 직경 1∼2 ㎛의 에어로졸 입자를 본 
발명 흡입제에서는 용이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종래의 지방 유제에 관한 흡입제에서는 도달되기 어
려웠던 폐포까지의 약물 도달이 본 발명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 시사되었다.

시험예 2

기체 동력학적 입자 직경(MMAD) 및 그 분포의 측정(II)

실시예 1의 CA 함유의 본 발명 흡입제를 검체 시료로 하고, 기체 동력학적 입자 직경 및 그 분포를 분무
기의 분무 조건을 바꿔 측정하였다. 분무 조건은 분무기 본체에 부속된 고무 마개를 닫은 상태(조건-1; 
실시예 1의 검체 시료와 동일)와 고무 마개를 연 상태(조건-2)에서 수행하였다. 조건-1에서는 보다 미세
한 에어로졸 입자를 얻을 수 있고, 조건-2에서는 거친 에어로졸 입자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측정은 
시험예 1과 마찬가지로 앤더슨사의 Cascade Impactor, 일본 상공회의소 방식의 압축기 및 분무기 본체를 
사용하고, 압축기의 유속 및 진공의 유속은 시험예 1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각 스테이지에 트랩
된 에어로졸 입자는 메탄올로 세정하고, 회수하며, 그 형광 강도를 측정하여 상기 약물량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를 도 2에 나타낸다.

도 2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검체 시료는 조건-1에서는 1.1∼2.1 ㎛에서 입자 분포의 피이크를 갖는 미세
한 에어로졸 입자를 얻을 수 있고, 조건-2에서는 2.1∼3.3 ㎛에서 피이크를 갖는 비교적 거친 에어로졸 
입자를 얻을 수 있었다. 에어로졸 입자의 기체 동력학적 입자 직경은 상기한 바와 같이 약물이 작용 부위
에 도달하여 침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인자이며, 인간에 있어서 2∼5 ㎛의 에어로졸 입자가 기도(기관
으로부터 종말 세기관지)에 도달하여 침착하는 데에 최적이 되고, 또한 심부에 있는 폐포에 도달하여 작
용할 수 있는 입자 직경은 1∼2 ㎛라고 한다. 한편, 약물에는 기관지를 작용 부위로 하는 것이나, 폐포에
서 흡수되어 전신 투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지만, 약물의 작용기 순서에 따라서 에어로졸 입자의 최
적의 기체 동력학적 입자 직경이 결정될 수 있다. 본 시험에 의해, 검체 시료는 조건-1과 조건-2의 분무 
조건으로 에어로졸 입자의 입자 직경이 조절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기관지에 작용하는 약물에도, 전신 
투여를 목적으로 하는 약물에도 응용이 가능한 것이 명백하다.

시험예 3

분무기 분무 중에서의 분무 용액의 농축화에 관한 시험

실시예 1의 CA 함유 본 발명 흡입제를 검체 시료로 하고, 대조 시료-1로서 시험예 1과 동일한 마찬가지의 
직경 0.2 ㎛의 지방 유제에 CA를 함유시킨 것을 이용하였다. 또한, 대조 시료-2로서 생리 식염수를 이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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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은 일본 상공회의소 방식의 압축기에 분무기 본체를 부착하고, 유속 6 ℓ/분으로 각 시료를 80 분 
분무하며, 분무기 내에 잔존하는 분무 용액에 관해서 수행하였다. 검체 시료 및 대조 시료-1의 잔존 농도
는 CA를 형광법으로 정량하는 것으로, 대조 시료-2의 잔존 농도는 나트륨 농도를 전극법으로 측정함으로
써 구하였다. 그 결과를 도 3에 나타낸다.

도 3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검체 시료는 대조 시료-2와 거의 동일한 농도 상승을 나타내고, 대조 시료-1
은 이들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농도 상승을 나타냈다. 또한, 모든 시료의 농도가 상승되는 것은 물의 증발
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대조 시료-1의 농도가 검체 시료나 대조 시료-2보다도 유의적
으로 높게 되는 것은 직경 0.2 ㎛의 지방 유제 입자가 포함되지 않는, 물만의 에어로졸 입자가 발생하여 
비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시험예 1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직경 0.2 ㎛의 지방 유제에 관
한 흡입제에서는 2.1 ㎛ 이하의 에어로졸 입자에 약물이 그다지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즉, 직경 0.2 ㎛의 지방 유제에 관한 흡입제를 분무기를 이용하여 분무한 경우는 2.1 ㎛ 이하의 에어로졸 
입자는 발생하지만, 직경 0.2 ㎛의 지방 유제 입자는 그 속에 그다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한편, 검체 
시료는 대조 시료-2와 거의 동일한 농도 상승을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물만의 에어로졸 입자는 거의 발생
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시험예 4

여과 멸균성 시험

실시예 1의 CA 함유 본 발명 흡입제를 검체 시료로 하고, 대조 시료로서 시험예 1과 동일한 직경 0.2 ㎛
의 지방 유제에 CA를 함유시킨 것을 이용하였다.

본 시험은 가압 여과 장치와 구멍 직경 0.22 ㎛의 멤브레인 필터(셀룰로스 아세테이트+니트로셀룰로스 ; 
밀리포어 제조, MF 밀리포어)를 이용하여 양 시료 10 ㎖를 여과하고, 여과 뒤의 액량과 약물의 회수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표 1에 나타낸다.

[표 1]

여과액(㎖) 약물의 흡수율(%)

검체 시료 9.9±0.2 100±1.3

대조 시료 1.3±0.1 12±2.3

표 1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대조 시료는 필터 여과에 의한 멸균이 곤란한 것에 비하여, 검체 시료는 필
터 여과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시험예 5

토끼를 이용한 경폐 투여 실험(-1)

9 주령 토끼(Kbs : JW) 수컷 6 마리를 마취하에 기관을 노출시키고, Y자 카뉼라를 접속하여 인공 호흡기
를 이용하여 인공 호흡시켰다. 인공 호흡하에서 실시예 5의 본 발명 흡입제를 검체 시료로 하고, 시험예 
1과 동일한 직경 0.2 ㎛의 지방 유제에 시클로스포린 A를 함유시킨 흡입제를 대조 시료로 하여 투여량이 
5 ㎎/㎏이 되도록 일본 상공회의소 방식의 압축기 및 분무기 본체를 이용하여 각 시료를 약 30 분간 분무
하였다. 흡입 종료후 카뉼라를 떼어 삽입구를 봉합사로 닫고, 경시적으로 귀정맥에서 채혈하여 시클로스
포린 A의 혈장 중 농도를 형광 편광 면역 측정법(FPIA)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도 4에 나타낸다.

도 4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검체 시료를 투여한 군의 혈장 중 시클로스포린 A 농도가 대조 시료보다도 
높게 추이하고, 혈장 중 농도-시간 곡선하 면적(AUC)의 차가 약 3 배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것은 약물
이 흡입 투여에 의해 전신의 혈류에 이행하는 데에는 폐포에 약물이 도달하는 것이 조건이지만, 대조 시
료인 직경 0.2 ㎛의 지방 유제에 관한 흡입제로는 폐포까지 약물을 도달시키기 어려운 것에 비하여, 검체 
시료인 본 발명 흡입제로는 시험예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폐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에어로졸 입자에 약
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토끼를 이용한 경폐 투여 실험에 의해서 검체 시료인 본 발명 
흡입제는 폐포 도달성에 우수한 것이 명백하다.

시험예 6

토끼를 이용한 경폐 투여 실험(-2)

9 주령 토끼(Kbs : JW) 수컷 6 마리를 마취하에서 기관을 노출시키고, Y자 카뉼라를 접속하여 인공 호흡
기를  이용하여  인공  호흡시켰다.  인공  호흡하에서  실시예  5의  본  발명  흡입제를  검체  시료로  하고, 
Tween-80으로 시클로스포린 A를 가용화시킨 흡입제를 대조 시료로 하여 투여량이 1 ㎎/㎏이 되도록 일본 
상공회의소 방식의 압축기 및 분무기 본체를 이용하여 각 시료를 약 30 분간 분무하였다. 흡입 종료 후 
카뉼라를 떼어 삽입구를 봉합사로 닫고, 경시적으로 귀정맥에서 채혈하고 시클로스포린 A의 혈장 중 농도
를 형광 편광 면역 측정법(FPIA)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도 5에 나타낸다.

도 5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검체 시료를 투여한 군과 대조 시료를 투여한 군은 AUC에 관해서 p〈0.05로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자 모두 2 시간까지의 혈장 중 농도 추이는 거의 동일했지만, 3 시
간 뒤부터 검체 시료군은 대조 시료군과 비교하여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이로부터 검체 시료인 본 발명 
흡입제는 계면 활성제로 가용화시킨 흡입제보다도 서방성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혈장 중 농도를 높게 유
지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시험예 7

가용화에 필요한 계면 활성제 농도의 분무에 대한 영향

CA, 구아이아줄렌 및 덱사메타존 팔미테이트를 HCO-60, 프로필렌글리콜, 라우릴황산나트륨, Tween-8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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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ton X100으로 가용화한 것과, 실시예 1, 3 및 6의 본 발명 흡입제와의 분무의 가능성에 관해서 분무기
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표 2]

CA 구아이아줄렌 덱사메타손 팔미테이트

HCO-60 불가 불가 불가

프로필렌 글리콜 불가 불가 불가

라우릴 황산나트륨 불가 불가 불가

Tween-80 불가 불가 불가

Triton X100 불가 불가 불가

본 발명의 흡입제 실시예 1 가능 실시예 3 가능 실시예 6 가능

표 2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계면 활성제 또는 가용화제를 이용하여 가용화된 모든 용액은 분무기 본체에 
생기는 거품으로 인해서 분무가 곤란하였다.

시험예 8

동점도의 측정

실시예 1의 CA 함유 본 발명 흡입제를 검체 시료로 하고, 대조 시료로서 시험예 1과 동일한 직경 0.2 ㎛
의 지방 유제에 CA를 함유시킨 것을 이용하였다.

검체 시료 및 대조 시료의 동점도는 모세관 점도 계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n=10). 물과 비교적 가까운 

점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액으로서 물을 사용하였다. 물의 동점도는 20℃에서 1.0038 ㎜
2
/s이다. 그 결

과를 표 3에 나타낸다.

[표 3]

동점도(㎜
2
/s)

검체 시료 1.0323±0.0021

대조 시료 1.4985±0.0038

표 3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검체 시료는 대조 시료와 비교하여 동점도가 낮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본 발명 흡입제는 분무기 등에 의해 용이하게 작은 에어로졸 입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산업상이용가능성

본 발명의 효과로서는, 예컨대 이하를 들 수 있다.

① 본 발명 흡입제는 저점도이며, 분무기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거품이 일지 않으므로 분무기 등의 적당
한 흡입 기구에 의해 에어로졸 입자를 용이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

② 적당한 흡입 기구를 이용하면, 폐포까지 도달할 수 있는 크기의 에어로졸 입자를 본 발명 흡입제로부
터 용이하게 발생시킬 수 있고, 또한 에어로졸 입자의 입자 직경 조절도 용이하다.

③ 본 발명 흡입제는 폐를 경유한 전신 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기도, 기관지, 폐
포 등의 국소 적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약물의 작용 지속성이나 생체이용율의 개선도 꾀할 수 있
다.

④ 0.22 ㎛의 멤브레인 필터에 의한 여과 멸균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히 열에 불안정하고 오토클레이브 
멸균할 수 없는 약물에 대해서도 유용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오일 성분, 유화제 및 약물을 필수 구성 성분으로 하는 지방 유제 입자가 수중에 분산되어 있는 O/W형 지
방 유제로서, 이러한 지방 유제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이 5∼100 ㎚ 범위 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입 
투여용 지방 유제 또는 이의 동결건조 제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지방 유제 중 오일 성분의 함유량이 0.1∼30 w/v%의 범위 내이며, 유화제의 함유량이 
0.05∼40 w/v%의 범위 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입 투여용 지방 유제 또는 이의 동결건조 제제.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오일 성분과 유화제의 중량비(오일 성분/유화제)가 0.1∼20 범위 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입 투여용 지방 유제 또는 이의 동결건조 제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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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오일 성분이 식물성유 또는 글리세라이드이며, 유화제가 
인지질 또는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입 투여용 지방 유제 또는 이의 동결건조 제
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식물성유가 대두유이며, 인지질이 난황 레시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입 투여용 지방 
유제 또는 이의 동결건조 제제.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추가로 당류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흡입 투여용 
지방 유제의 동결건조 제제.

청구항 7 

지방 유제 중 당류의 함유량이 1∼30 w/v%인 제6항의 흡입 투여용 지방 유제를 동결건조하여 얻을 수 있
는 동결건조 제제.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당류가 이당류인 것인 흡입 투여용 지방 유제의 동결건조 제제.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추가로 지방산 및/또는 콜레스테롤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흡입 투여용 지방 유제 또는 이의 동결건조 제제.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하나의 항의 흡입 투여용 지방 유제 또는 이의 동결건조 제제를 함유하는 분무
기 제제.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하나의 항의 흡입 투여용 지방 유제의 동결건조 제제를 함유하는 분말 흡입제.

청구항 12 

오일 성분, 유화제 및 약물을 필수 구성 성분으로 하는 지방 유제 입자가 수중에 분산되어 있는 O/W형 지
방 유제로서, 이러한 지방 유제 입자의 평균 입자 직경이 5∼100 ㎚의 범위 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
방 유제 또는 이의 동결건조 제제를 흡입 투여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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