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A61K 31/41 (2006.01)

     A61K 9/22 (2006.01)

     A61K 31/415 (2006.01)

     A61P 29/0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11월15일

10-0645866

2006년11월07일

(21) 출원번호 10-2006-7002453(분할) (65) 공개번호 10-2006-0019639

(22) 출원일자 2006년02월03일 (43) 공개일자 2006년03월03일

(62) 원출원 특허10-2001-7010031

원출원일자 : 2001년08월08일 심사청구일자 2002년03월05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6년02월03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2000/032417 (87) 국제공개번호 WO 2001/41761

국제출원일자 2000년12월04일 국제공개일자 2001년06월14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

체고비나, 바베이도스, 불가리아, 브라질, 벨라루스, 캐나다, 스위스, 중국, 쿠바, 체코, 헝가리,

이스라엘, 아이슬랜드, 일본, 케냐, 키르키즈스탐, 북한,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세인트루시아,

스리랑카, 리베이라, 레소토,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몰도바, 마다가스카르, 마케

도니아공화국, 몽고, 말라위, 멕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타지키스

탄, 투르크맨, 터어키, 트리니아드토바고, 우크라이나, 우간다,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폴

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러시아, 수단, 스웨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안티구와바부다, 코

스타리카, 모로코,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벨리제, 모잠비크, 인도네시아, 인도, 세르비아 앤 몬

테네그로, 시에라리온, 짐바브웨,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영국, 그루지야,

도미니카, 알제리, 그라나다, 가나, 크로아티아, 감비아,

AP ARIPO특허 : 케냐, 레소토, 말라위, 수단, 스와질랜드, 우간다, 시에라리온, 가나, 감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탄자니아,

EA 유라시아특허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탐, 카자흐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맨,

E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

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핀란드, 사이프러스, 터어

키,

OA OAPI특허 : 부르키나파소, 베닌, 중앙아프리카, 콩고, 코트디브와르, 카메룬, 가봉, 기니,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 기니 비사우,

(30) 우선권주장 60/169,856

60/181,635

60/202,269

1999년12월08일

2000년02월10일

2000년05월05일

미국(US)

미국(US)

미국(US)

(73) 특허권자 파마시아 코포레이션

미국 일리노이주 60680 시카고 피.오.박스 5110

(72) 발명자 나드칼니 스리칸트

등록특허 10-0645866

- 1 -



미국 일리노이주 60031 구룬니 몰간 코트 6957

데사이 서브하쉬

미국 일리노이주 60091 윌메트, 그린우드 애비뉴 1011

캐럴리 투그럴 티

미국 일리노이주 60076 스코키 엔. 킬데어 8335

콘트니 마크 제이

미국 일리노이주 60048, 리버티빌, 헌팅톤 레이크스 드라이브2343

(74) 대리인 김성기

김진회

심사관 : 김은희

(54) 발데콕시브 조성물

요약

본 발명은 약 1mg내지 약 100mg의 미립자 발데콕시브와 1종 이상의 약학적 허용 부형제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을 제공

한다. 이 조성물은 시클로옥시게나제 2-매개의 증상 및 장애의 치료 또는 예방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발데콕시브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발데콕시브 정제의 대표적인 제조 방법을 도시하는 도표 흐름도이며,

도 2는 본 발명의 발데콕시브 정제의 대안적인 제조 방법을 도시하는 도표 흐름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발데콕시브 정제의 경구 투여 후 개(犬)에게서 나타나는 발데콕시브의 혈장 농도 그래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발데콕시브 정제의 경구 투여 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발데콕시브의 혈장 농도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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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활성 성분으로서 발데콕시브를 함유하는 경구적으로 전달 가능한 약학적 조성물, 이 약학적 조성물의 제조 방

법, 이 약학적 조성물을 피검체에게 경구적으로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클로옥시게나제-2 매개 장애의 치료 방법,

및 약제 제조에 이 약학적 조성물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발데콕시브(valdecoxib)라고도 불리는 화합물 4-(5-메틸-3-페닐-4-이소옥사졸일)벤젠술폰아미드는 이 화합물의 제조

방법 및 관련 화합물의 제조 방법과 함께 탈리(Talley) 등의 미국 특허 제5,633,272호에 개시되어 있다. 발데콕시브는 하

기 화학식 1을 갖는다:

[화학식 I]

발데콕시브를 비롯한, 전술한 미국 특허 제5,633,272호에 보고된 화합물은 시클로옥시게나제-1(COX-1)보다 시클로옥

시게나제-2(COX-2)의 억제에 대하여 고도의 선택성을 가진 유용한 항염증제, 진통제 및 해열제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개시되어 있다. 또한, 전술한 미국 특허 제5,633,272호에는 정제 및 캡슐과 같은 경구 전달 가능한 투약 형태를 비롯하여

상기 화합물의 투여용 제제의 일반 제형도 개시되어 있다.

유럽 특허 출원 제0 863 134호는 미소결정질 셀룰로스, 락토스 일수화물,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크로스카르멜로스 나

트륨 및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을 비롯한 부형제 성분과 함께 선택성의 시클로옥시게나제-2 억제 약물, 특히 2-(3,5-디플

루오로페닐)-3-(4-메틸술포닐)페닐)-2-시클로펜텐-1-온을 함유하는 경구 전달 가능한 조성물을 개시하고 있다.

국제 특허 공개 WO 00/32189호는 적절한 희석제, 붕해제, 결합제, 습윤제, 윤활제 등의 광범위한 리스트 중에서 선택된

부형제 성분과 함께 선택성의 시클로옥시게나제-2 억제 약물, 특히 셀레콕시브를 함유하는 경구 전달 가능한 조성물을 개

시하고 있다.

발데콕시브는 수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발데콕시브보다 가용성이 훨씬 높은 프로드러그인 파레콕시브(이는 분해되어

발데콕시브를 형성한다)를 비경구 투여하는 것이 제안되었다[예를 들면, Dionne(1999), "COX-2 inhibitors-IBC

Conference, 12-13 April 1999, Coronado, CA, U.S.A." IDrugs, 2(7), 664-666 참조].

그러나, 발데콕시브는 양호한 생체 이용 가능성 및 즉방성(immediate-release property)을 제공하는 경구 전달 가능한

투약 형태를 갖는 것이 유리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후술되는 바와 같이, 발데콕시브 투여는 매우 광범위한 시클로옥시게나제-2 매개의 증상 및 장애에 요구되거나 잠재적으

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징후에 적합한 생체 이용 가능 특성을 가진 경구 전달 가능한 제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특히, 신속한 개시 효과에 부합하는 약물 동력학을 나타내는 즉방형 경구 제제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제제는 시클로옥시게나제-2 매개의 증상 및 장애의 치료에 있어 상당한 이점을 나타낸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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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투약량 당 약 1 ㎎ 내지 약 100 ㎎의 미립자 발데콕시브 및 1종 이상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부형제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을 제공한다.

한 가지 구체예에서, 단일 투약량은 절식 피검체에게 경구 투여시 다음중 한 가지 이상을 나타내는 발데콕시브의 혈청 농

도의 시간 과정을 제공한다:

(a) 치료 효과의 한계 농도(threshold concentration)에 도달하는 시간이 투여 후 약 0.5 시간보다 길지 않음 ;

(b) 최대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Tmax)이 투여 후 약 3 시간보다 길지 않음;

(c) 최대 농도(Cmax)가 약 100 ng/㎖ 이상임.

"치료 효과의 한계 농도(threshold concentration)"란, 특정한 징후에 발데콕시브를 투여하여 나타내는 치료적 이점과 부

합하는 혈청 내 발데콕시브의 최소 농도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이 한계 농도는 약 20 ng/㎖ 이상, 예를 들면 약 25 내지

약 75 ng/㎖이다.

조성물은 단일 투약량으로 구성된 1개 내지 수개의, 정제, 환제, 경질 캡슐, 연질 캡슐, 로젠지, 카쉐 또는 향정과 같은 분리

된 고체 제품일 수 있으며; 대안으로, 조성물은 단일 투약을 측정 가능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균질

한 유동 가능한 과상체, 예컨대 미립자형 고체 또는 과립형 고체, 또는 액상 현탁제일 수 있다.

현재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본조성물은 정제 형태로서 존재하며, 여기서 부형제로는 수용성 희석제, 붕해제, 결합제 및

윤활제를 포함한다. 결합제는 예비 젤라틴화된 전분을 함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조성물을 1일 1회 내지 약 4회 경구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클로옥시게나제-2 억제제의

치료가 필요한 피검체의 의료적 증상 또는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후술되는 곳에서 어느 정도 명백하게 나타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조성물은 약 1 ㎎ 내지 약 100 ㎎의 투여량의 미립자 발데콕시브를 함유한다. 본 조성물은 시클로옥시게나제-2

매개 장애를 가진 피검체, 특히 사람 피검체에게 경구 투여할 때, 그러한 장애로부터 신속한 증상 완화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즉방형 투약 형태이다.

이론에 구속됨 없이, 본 발명의 조성물이 부여하는 임상적 강점은 발데콕시브의 개선된 생체 이용 가능성, 특히 본 조성물

이 경구 투여될 때 위장관에서 발데콕시브의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흡수의 결과에 기인한다고 믿어진다. 그러한 효과적

인 흡수는 투여 후 소정 기간 동안 치료된 피검체에게서 발데콕시브의 혈청 농도를 모니터함으로써 당업계의 숙련자가 검

증할 수 있다. 가능한한 단시간 내에 효과적인 시클로옥시게나제-2 억제에 부합하는 혈청 내 발데콕시브 농도의 한계치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가지 구체예에서, 절식 피검체에게 경구 투여시 단일 투약은 다음중 한 가지 이상을 나타내는 발데콕

시브의 혈청 농도의 시간 과정을 제공한다.

(a) 치료 효과의 한계 농도(통상적으로, 약 20 ng/㎖ 이상)에 도달하는 시간이 투여 후 약 0.5 시간보다 길지 않음;

(b) 최대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Tmax)이 투여 후 약 3 시간보다 길지 않음;

(c) 최대 농도(Cmax)가 약 100 ng/㎖ 이상임.

전술한 항목 (a) 내지 (c) 중 어느 것을 만족하는 혈청 농도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투약 유니트의 발데콕시브 양은 치료

된 피검체의 체중에 따라 다르다. 피검체가 아동이거나 또는 작은 동물(예컨대, 개)인 경우, 예를 들면 약 1 ㎎ 내지 약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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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정 범위 내에서 비교적 낮은 발데콕시브 양은 항목 (a) 내지 (c)중 하나 이상에 부합하는 혈청 농도를 제공할 수 있

다. 피검체가 성인이거나 또는 큰 동물(예컨대, 말)인 경우, 발데콕시브의 필요한 혈청 농도는 비교적 큰 발데콕시브의 투

여량을 필요로 할 것이다. 성인의 경우, 필요한 혈청 농도를 제공하기 위한 본 발명의 조성물에서 1 투약당 발데콕시브의

적정량은 약 5 ㎎ 내지 약 40 ㎎인 것이 일반적이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조성물의 생체 유용성은 20 ㎎의 투여량을 절식중인 사람 피검체에게 경구 투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a) 20 ng/㎖, 보다 바람직하게는 50 ng/㎖의 발데콕시브 혈청 농도는 투여 후 약 0.5 시간 이내에 도달하고;

(b) Tmax는 투여 후 약 3 시간 이하이며;

(c) Cmax는 약 100 ng/㎖ 이상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미립자 형태의 발데콕시브를 함유한다. 예를 들면, 밀링(milling) 또는 그라인딩에 의하거나, 또는 용

액으로부터의 침전에 의해 생성되는 1차 발데콕시브 입자를 응집시켜 2차 응집 입자를 형성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

용되는 용어 "입도"는 달리 설명하지 않는 한, 1차 입자의 가장 긴 치수의 크기를 의미한다. 입도는 발데콕시브의 임상 효

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수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 가지 구체예에서, 조성물은 D90 입도가 약 75 ㎛ 미만

인 발데콕시브 입도 분포를 가진다. "D90 입도"란, 입자 90 중량%가 가장 긴 치수로 판단했을 때 그 입도보다 더 작은 입도

로 정의한다.

추가로 또는 대안으로, 본 발명의 조성물중의 발데콕시브 입자는 바람직하게는 약 1 ㎛ 내지 약 10 ㎛,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5 ㎛ 내지 약 7 ㎛의 중량 평균 입도를 가진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중의 발데콕시브 입자는 약 10 nm 내지 약 1000 nm(1 ㎛), 예를 들면 약 100 nm 내

지 약 400 nm, 또는 약 500 nm 내지 약 800 nm의 중량 평균 입도를 가진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희석제, 붕해제, 결합제, 습윤제 및 윤활제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부형제와 발데콕시브를 함유

한다. 한 가지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1종 이상의 부형제는 수용성 희석제 또는 습윤제이다. 그러한 수용성 희석제 또는 습

윤제는 위장관 내에서 발데콕시브의 분산 및 용해를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수용성 희석제가 존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다른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1종 이상의 부형제는 붕해제이다. 또 다른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1종 이상의 부형제

는 결합제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예비 젤라틴화 전분이 결합제로서 존재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또 다른 바람직한 구

체예에서, 1종 이상의 부형제는 윤활제이다. 조성물이 발데콕시브 이외에도 각각의 수용성 희석제, 붕해제, 결합제 및 윤

활제를 포함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미립자, 과립성 고체 또는 액체와 같은 실질적으로 균질하고 유동 가능한 괴상체이거나, 또는 캡슐 또

는 정제와 같은 별개의 물품 형태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균질하고 유동 가능한 괴상체 조성물에서, 단일 투약량은 스푼 또는 컵과 같은 적절한 부피 계량 장치를 사용

하여 계량 가능하게 이동할 수 있다. 적절한 유동 가능한 과상체로는 분말 및 과립이 있으나, 이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대안으로, 유동 가능한 괴상체는 액상, 바람직하게는 수상에 분산시킨 고체 미립자상의 발데콕시브를 함유한 현탁액일

수 있다. 그러한 현탁액을 제조함에 있어서는 폴리소르베이트 80 등과 같은 습윤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탁

액은 액상 내에 밀링된 발데콕시브를 분산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으며, 대안으로, 발데콕시브는 알콜, 바람직하게는 에탄

올과 같은 용매 내에서 용액으로부터 침전시킬 수 있다. 수상은 물, 시럽 또는 과일 주스, 예를 들면 사과 주스와 같은 입에

맞는 매질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염증, 통증 및/또는 열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를 비롯하여 COX-2에 의해 매

개되는 매우 광범위한 장애의 치료 및 예방에 유용하다. 그러한 조성물은 COX-1보다는 COX-2에 대한 선택성이 결여된

종래의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성 약제(NSAID)의 조성물에 비해 해로운 부작용이 상당히 더 적다는 이점을 추가로 제공하

면서, 관절염 치료에서와 같이 항염증성 약제로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된다. 특히, 본 발명의 조성물은 종래의 NSAID의 조

성물과 비교하였을 때, 상부 위장 궤양 및 출혈을 비롯한 위장 독성 및 위장 자극의 감소된 가능성, 유체 정류 및 고혈압 재

발을 초래하는 신장 기능의 감소와 같은 신장 부작용의 감소된 가능성, 혈소판 기능의 억제를 비롯한 출혈 시간의 감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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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및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환자에게서 천식 발작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한 완화된 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예를 들면 소화성 궤양 환자, 위염 환자, 국한성 장염 환자, 궤양성 대장염 환자, 게실염 환자, 또는 위장 병변의

재발 병력을 가진 환자; 위장 출혈 환자, 빈혈, 예컨대 저프로트롬빈혈증, 혈우병 또는 기타 출혈 문제점을 비롯한 응혈 장

애 환자; 신장 질환 환자; 또는 수술 전 환자 또는 항응혈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서 그러한 NSAID가 금기된 경우, 종래의

NSAID에 대한 대용제로서 특히 유용하다.

본 발명의 범주에 속하는 조성물은 류마티스양 관절염, 척추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골 관절염, 전신 홍반성 루푸스 및 소

아성 관절염을 비롯한 각종 관절염 장애를 치료하는 데 유용하나, 이들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 조성물은 천식, 기관지염, 월경성 경련, 조기 분만, 건염, 활액낭염, 알레르기성 신경염, 거대 세포 바이러스 감염증,

HIV 유도 고사를 비롯한 고사, 요통, 간염을 비롯한 간 질환, 피부 관련 증상, 예컨대 건선, 습진, 좌창, 화상, 피부염 및 일

광 화상을 비롯한 자외선 조사에 의한 손상 및 백내장 수술 또는 굴절성 수술 등의 안과 수술 후의 염증과 같은 수술 후 염

증 등의 치료에 유용하다.

본 조성물은 염증성 장 질환, 크론병, 위염, 과민성 장 증후군 및 궤양성 대장염 등의 위장 증상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조성물은 편두통, 결절성 동맥주위염, 갑상선염, 재생불량성 빈혈, 호지킨병, 공피증, 류마티스성 발열, I형 당뇨병, 신경

근 연결 질환, 예컨대 중증 근무력증, 백질 질환, 예컨대 다발성 경화증, 유육종증, 신증후군, 베체트 증후군, 다근염, 치은

염, 신염, 과민증, 뇌부종을 비롯한 손상 후에 발생하는 팽윤, 심근 허혈 등의 질병에서 염증을 치료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

된다.

본 조성물은 망막염, 결막염, 망막증, 맥락막염, 안구의 광선공포증 등의 안과 질환 및 안구 조직에 대한 급성 손상의 치료

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조성물은 바이러스성 감염 및 낭포성 섬유증과 관련된 것과 같은 폐 염증의 치료 및 골다공증과 관련된 것과 같은 골재

흡수에 유용하다.

본 조성물은 특정 중추 신경계 질환, 예를 들어 피질성 치매, 예컨대 알츠하이머병, 신경변성 및 졸중, 허혈 및 외상으로부

터 생기는 중추 신경계 손상의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명세서에서 용어 "치료"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다경

색 치매, 초로기 치매, 알콜성 치매 및 노인성 치매 등을 비롯한 치매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억제를 포함한다.

본 조성물은 알레르기성 비염, 호흡 곤란 증후군, 내독소 쇼크 증후군 및 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조성물은 수술후 통증, 치통, 근육통 및 암으로부터 생기는 통증을 비롯한 통증의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되며, 이들로 국

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본 조성물은 류마티스성 발열, 인플루엔자 및 기타 바이러스성 감염, 예컨대 일반 감기, 등

아래쪽 통증 및 목의 통증, 월경 곤란증, 두통, 치통, 염좌 및 좌상, 근염, 신경통, 활액막염, 관절염, 예컨대 류마티스양 관

절염, 퇴행성 관절 질환(골관절염), 통풍 및 강직성 척수염, 활액낭염, 화상, 및 수술 및 치과 치료 절차 후의 외상을 비롯한

각종 증상에서 통증, 발열 및 염증을 경감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염증 관련 심혈 질환, 예컨대 혈관 질환, 관상 동맥 질환, 동맥류, 혈관 거부 반응, 동맥 경화증, 심장 이

식 아테롬성 경화증을 비롯한 아테롬성 경화증, 심근 경색, 색전증, 졸중, 정맥성 혈전증을 비롯한 혈전증, 불안정 협심증

을 비롯한 협심증, 관상 플라크 염증, 클라미디아 유도 염증 등의 박테리아 유도 염증, 바이러스 유도 염증과, 관상 동맥 바

이패스 수술을 비롯한 혈관 이식과 같은 수술 절차, 혈관 형성술, 스텐트(stent) 설치, 혈관 내막 절제술을 비롯한 혈관 재

생 절차, 또는 동맥, 정맥 및 모세 혈관을 비롯한 기타 침입성 과정과 관련된 염증의 치료 및 예방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조성물은, 예컨대 종양 혈관 형성을 억제하여 피검체의 혈관 형성 관련 질병을 치료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조성

물은 전이를 비롯한 신생물 형성; 각막 이식 거부 반응, 안구 혈관 신생, 망막 혈관 신생, 예컨대 손상 또는 감염 후의 신생

혈관, 당뇨병성 망막증, 반점 변성, 후수정체 섬유 증식증 및 신생 혈관 녹내장 등의 안과적 증상; 위궤양 등의 궤양성 질환;

병리적이지만 악성인 증상, 예컨대 혈관종, 예컨대 유년기 혈관종, 비인두의 섬유성 혈관종 및 뼈의 무혈성 괴사; 및 자궁

내막증과 같은 여성 생식계의 질환의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조성물은 암, 예컨대 결직장암, 뇌암, 골암, 상피세포 유래의 신생물형성(상피 암종), 예컨대 기저 세포 암종, 선암, 위장

암, 예컨대 구순암, 구강암, 식도암, 소장암, 위암, 결장암, 간암, 방광암, 췌장암, 난소암, 자국암, 폐암, 유방암, 피부암, 예

컨대 편평 상피 세포 및 기저 세포, 전립선암, 신장 세포 암종, 및 전신에 상피 세포를 초래하는 기타 공지된 암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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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및 악성의 종양과 신생물 형성의 예방 및 치료에 유용하다. 본 발명의 조성물이 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신생물

형성은 위장암, 바레트(Barrett) 식도, 간암, 방광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자궁암, 간암, 유방암 및 피부암이다. 본 조

성물은 방사선 치료로 발생하는 섬유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본 조성물은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FAP)의 피검체

를 비롯하여 선종성 용종 피검체를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조성물은 FAP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 용종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본 조성물은 수축성 프로스타노이드의 합성을 억제하여 프로스타노이드 유도된 평활근 수축을 억제하므로 월경 곤란증,

조기 분만, 천식 및 호산구 관련 질환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조성물은 특히 폐경기후 여성에서의 골 손실을

감소시키며(즉, 골다공증 치료), 또한 녹내장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골 관절염의 치료, 일반적인 통증(특히, 구강 수술후 통증, 일반적인 수술 후 통

증, 정형외과 수술 후 통증 및 골관절염의 급성 발적 확장) 관리, 알츠하이머병 치료, 및 결장암 화학 예방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 이외에도, 본 발명의 조성물은 애완 동물, 외국산 동물, 농장 동물 등, 특히 포유류의 수

의학적 치료에도 유용하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의 조성물은 말, 개 및 고양이의 COX-2 매개 장애의 치료에 유용하

다.

또한, 본 발명은 COX-2 억제 약제가 필요한 경우의 증상 또는 장애를 치료하는 치료 방법에 관한 것이며, 상기 방법은 본

발명의 조성물을 그것이 필요한 피검체에게 경구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증상 또는 장애를 예방하고, 완화시키거나 경

감시키기 위한 투약 섭생법은 1일 1회 또는 1일 2회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변형가능하다. 이

들 요인으로는 피검체의 유형, 연령, 체중, 성별, 다이어트 및 의학적 증상, 그리고 장애의 성질 및 증상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되는 투약 섭생은 광범위할 수 있으므로, 전술한 바람직한 투약 섭생법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초기 치료는 전술한 바와 같은 투약 섭생법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치료는 증상 또는 장애가 제어되거나 제거될

때까지 수 주 내지 수 개월 또는 수 년의 기간에 걸쳐서 필요에 따라 계속된다. 본 발명의 조성물로 치료를 받는 피검체는

치료 효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당업계에 널리 알려진 방법 중 임의의 방법으로 규칙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그러한 모니터링

으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분석하여 치료 중인 치료 섭생을 변경함으로써, 최적의 효과적인 투여량을 임의의 시

점에서 투여할 수 있고, 또 치료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치료 섭생 및 투약 스케쥴을 치료 과정 중에 합리적으

로 변경하여 충분한 효능을 나타내는 최소량의 조성물을 투여하여 증상 또는 장애를 성공적으로 치료하는 데 필요한 만큼

의 기간 동안만 투여를 계속하게 한다.

본 조성물은 오피오이드 및 기타 진통제, 예컨대 그 중에서도 마취 진통제, 뮤 수용체 길항제, 카파 수용체 길항제, 비마취

성(즉, 비중독성) 진통제, 모노아민 흡수 억제제, 아데노신 조절제, 카나비노이드 유도체, P 물질 길항제, 뉴로키닌-1 수용

체 길항제 및 나트륨 채널 차단제 치료와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조합 치료는 본 발명의 화합물과 함께, 아세

클로페낙, 아세메타신, e-아세트아미도카프로산,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아미노살롤, 아세트아닐리드, 아세틸살리실산

(아스피린), S-아데노실메티오닌, 알클로페낙, 알펜타닐, 알릴프로딘, 알미노프로펜, 알록시프린, 알파프로딘, 알루미늄

비스(아세틸살리실레이트), 암페낙, 아미노클로르테녹사진, 3-아미노-4-히드록시부티르산, 2-아미노-4-피콜린, 아미노

프로필론, 아미노피린, 아믹세트린, 살리실산암모늄, 암피록시캄, 암톨메틴 글루아실, 아닐레리딘, 안티피린, 안티피린 살

리실레이트, 안트라페닌, 아파존, 벤다조악, 베노릴레이트, 베녹사프로펜, 벤즈피페릴온, 벤지드아민, 벤질모르핀, 베르모

프로펜, 벤지트라미드, α-비사볼롤, 브롬페낙, p-브로모아세트아닐리드, 5-브로모살리실산 아세테이트, 브로모살리게닌,

부세틴, 부클록스산, 부콜롬, 부펙사막, 부마디존, 부프레노르핀, 부타세틴, 부티부펜, 부토판올, 아세틸살리실산칼슘, 카

르바마제핀, 카르비펜, 카르프로펜, 카르살람, 클로로부탄올, 클로르테녹사진, 콜린 살리실레이트, 신코펜, 신메타신, 시라

마돌, 클리다낙, 클로메타신, 클로니타젠, 클로닉신, 클로피락, 클로브, 코데인, 코데인 메틸 브로마이드, 코데인 포스페이

트, 코데인 설페이트, 크로프로파미드, 크로테타미드, 데소모르핀, 덱속사드롤, 덱스트로모라미드, 데조신, 디암프로미드,

디클로페낙 나트륨, 디페나미졸, 디펜피라미드, 디플루니살, 디히드로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온 엔올 아세테이트, 디히드

로모르핀, 디히드록시알루미늄 아세틸살리실레이트, 디메녹사돌, 디메펩탄올, 디페닐티암부텐, 디옥사페틸 부티레이트,

디피판온, 디프로세틸, 디피론, 디타졸, 드록시캄, 에모르파존, 엔페남산, 에피리졸, 엡타조신, 에테르살레이트, 에텐자미

드, 에토헵타진, 에톡사젠, 에틸메틸티암부텐, 에틸모르핀, 에토돌락, 에토페나메이트, 에토니타젠, 유게놀, 펠비낙, 펜부

펜, 펜클로즈산, 펜도살, 페노프로펜, 펜탄일, 펜티아작, 페브라딘올, 페프라존, 플록타페닌, 플루페남산, 플루녹사프로펜,

플루오레손, 플루피르틴, 플루프로콰존, 플루르비프로펜, 포스포살, 겐티스산, 글라페닌, 글루카메타신, 글리콜 살리실레

이트, 과이아줄렌,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폰, 히드록시페티딘, 이부페낙, 이부프로펜, 이부프록삼, 이미다졸 살리실레이

트, 인도메타신, 인도프로펜, 이소페졸락, 이솔라돌, 이소메타돈, 이소닉신, 이속세팍, 이속시캄, 케토베미돈, 케토프로펜,

케토롤락, p-락토페네티드, 레페타민, 레보르판올, 로펜타닐, 로나졸락, 로르녹시캄, 록소프로펜, 리신 아세틸살리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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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아세틸살리실산마그네슘, 메클로페남산, 메페남산, 메페리딘, 멥타지놀, 메살아민, 메타조신, 메타돈 염산염, 메토트리

메프라진, 메티아진산, 메토폴린, 메토폰, 모페부타존, 모페졸락, 모라존, 모르핀, 모르핀 염산염, 모르핀 황산염, 모르핀 살

리실산염, 미로핀, 나부메톤, 날부핀, 1-나프틸 살리실레이트, 나프록센, 나르세인, 네포팜, 니코모르핀, 니페나존, 니플룸

산, 니메술리드, 5'-니트로-2'-프로폭시아세트아닐리드, 노르레보르판올, 노르메타돈, 노르모르핀, 노르피파논, 올살라

진, 아편, 옥사세프롤, 옥사메타신, 옥사프로진, 옥시코돈, 옥시모르폰, 옥시펜부타존, 파파베레툼, 파르아닐린, 파르살미

드, 펜타조신, 페리속살, 페나세틴, 페나독손, 페나조신, 페나조피리딘 염산염, 페노콜, 페노페리딘, 페노피라존, 페닐 아세

틸살리실레이트, 페닐부타존, 페닐 살리실레이트, 페니라미돌, 피케토프로펜, 피미노딘, 피페부존, 피페릴론, 피프로펜, 피

라졸락, 피리트라미드, 피록시캄, 프라노프로펜, 프로글루메타신, 프로헵타진, 프로메돌, 프로파세타몰, 프로피람, 프로폭

시펜, 프로피페나존, 프로콰존, 프로티진산, 라미페나존, 레미펜타닐, 리마졸륨 메티술페이트, 살라세타미드, 살리신, 살리

실아미드, 살리실아미드 o-아세트산, 살리실황산, 살살트, 살베린, 시메트리드, 살리실산나트륨, 수펜타닐, 술파살라진, 술

린닥, 수퍼옥시드 디스무타제, 수프로펜, 숙시부존, 탈니플루메이트, 테니답, 테녹시캄, 테로페나메이트, 테트란드린, 티아

졸리노부타존, 티아프로펜산, 티아라미드, 틸리딘, 티노리딘, 톨페남산, 톨메틴, 트라마돌, 트로펩신, 비미놀, 크센부신, 크

시모프로펜, 잘토프로펜 및 조메피락[The Merck Index, 제12판, Therapeutic Category and Biological Activity Index,

S. Budaviri 편집(1996), pp. Ther-2 내지 Ther-3 및 Ther-12(Analgesic(Dental), Analgesic(Narcotic), Analgesic

(Non-narcotic), Anti-inflammatory(Nonsteroidal) 참조]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화합물을 함유한다.

특히 바람직한 병용 요법은 본 발명의 조성물과 오피오이드 화합물의 사용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더욱 구체적인 오피오이

드 화합물은 코데인, 메페리딘, 몰핀 또는 이의 유도체이다.

또한, 본 발명의 발데콕시브 조성물은 제2의 선택적 COX-2 억제성 약물, 예컨대 셀레콕시브, 로페콕시브 등과 함께 투여

할 수 있다.

발데콕시브 화합물과 함께 병용 투여되는 화합물은 본 발명의 조성물에서 발데콕시브와 함께 배합하거나 또는 발데콕시브

와 별도로 제형화할 수 있다. 발데콕시브가 제2 약물, 예컨대 오피오이드 약물과 함께 공동 배합되는 경우, 제2 약물은 즉

방형, 신속-개시형, 서방형 또는 이중 방출형으로 제형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약 1mg 내지 약 100mg의 일일 투약량의 발데콕시브를 투여하는 데 일반적으로 적합하다. 본 발명 조

성물의 각각의 투약 단위는 일일 투약량의 약 1/10되는 양으로 부터 전체의 일일 투약량의 발데콕시브를 함유한다. 바람직

한 일일 투약량은 약 2mg 내지 약 60mg,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5mg 내지 약 40mg으로서, 예컨대 약 5mg, 약 10mg, 약

20mg 또는 약 40mg이다. 복용 단위가 경구 투여용으로 적합한 분리된 제품의 형태(예, 캡슐제, 또는 정제)인 경우, 이들

각각의 조성물은 약 1mg 내지 약 100mg, 바람직하게는 약 5mg 내지 약 60mg,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0mg 내지 약

50mg, 예컨대, 약 10mg, 약 20mg 또는 약 40mg의 발데콕시브를 함유한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사용되는 발데콕시브는 상술한 미국 특허 제5,633,272호에 보고된 방식을 비롯한 공지된 임의의 방법

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

발데콕시브이외에, 본 발명의 조성물은 경구 투여용에 적합한 1종 이상의 부형제를 함유한다. 이 부형제는 본 발명 조성물

의 다른 성분과 상용성인 조건에서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피검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

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부형제는 고체형 또는 액체형, 또는 이 둘다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1 투약당 바람직한 용량의 발데콕시브를 함유하며, 정제, 환제, 경질 또는 연질 캡슐, 로렌지, 카쉐, 분

배성 분제, 과립제, 현탁액의 형태이거나, 또는 임의의 다른 경구 투여용으로 적합한 형태일 수 있다. 정제, 환제등은 피복

없이 또는 피복을 함유한 제제로 제조될 수 있다.

협측 또는 설하 투여용으로 적절한 조성물로는, 예컨대 수크로즈 및 아카시아나 트라가칸스와 같이 향 기제중에 발데콕시

브를 함유하는 로렌지와, 젤라틴 및 글리세린 또는 수크로즈 및 아카시아등의 불활성 기제내에 발데콕시브를 함유하는 향

정등이 있다.

액체 투약 형태는 일반적으로 수성인 액체 희석제 중에서 발데콕시브의 현탁액을 포함한다. 이러한 현탁액은 부가의 부형

제, 예를 들면 습윤제, 유화제 및 현탁제, 안정화제, 농후제, 및 감미제, 방향제, 및 향수제등을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발데콕시브와 부형제를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약분야의 일반적으로 적합한 방법에 의해 제조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조성물은 발데콕시브를 액체 또는 미세하게 분할된 고체 희석제와 균일하고도 친밀하

게 혼합 한 뒤, 필요하다면 산출된 혼합물을 캡슐내로 봉입하거나 성형하므로써 제조가능하다. 예를 들면 정제는 분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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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립상의 블랜드를 임의성분인 1종 이상의 부가성 부형제와 함께 성형 또는 압축하여 제조할 수 있다. 압축 정제는 1종

이상의 희석제, 붕해제, 결합제 및 윤활제와 임의적으로 혼합된 발데콕시브를 함유하는 자유 유동성의 조성물, 예컨대 분

제 또는 과립제를 적당한 기계를 사용하여 압축시키므로써 제조할 수 있다. 분말화된 발데콕시브를 임의적으로 1종 이상

의 부형제(액체 희석제로 적셔진 것)와 함께 적당한 기계내에서 성형하므로써 성형 정제를 제조할 수 있다.

부형제의 선별과 병용을 통해 조성물은 효능, 생체 유용성, 클리어런스 시간, 안정성, 발데콕시브와 부형제와의 상용성, 안

정성 및 용해 프로필, 붕해 프로필 및/또는 다른 약물 동력학, 화학적 성질 및/또는 물리적 성질의 관점에서 놀라운 성능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부형제는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인 1종 이상의 물질을 포함하여, 습윤 특성을 지니므로써 발데콕

시브의 저수성 용해도 및 소수성을 상쇄시킬 수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성물을 정제로 제형화하는 경우, 선택된 부형제를

병용 투여하면 다른 특성 중에서도 용해 및 붕해 프로필, 경도, 분쇄 강도 및/또는 취성등이 개선된 정제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경우에 따라 부형제로서 1종 이상의 약학적 허용 희석제를 함유한다. 적절한 희석제는, 예를 들어 무

수 락토스 및 락토스 일수화물을 비롯한 락토스; 직접 압축가능한 전분 및 가수분해형 전분(예, CelutabTM 및 EmdexTM)

를 비롯한 전분; 만니톨; 소르비톨; 크실리톨; 덱스트로스(예, CereloseTM 2000) 및 덱스트로스 일수화물; 2염기성 인산

칼슘 2수화물; 수크로즈계 희석제; 제과용 당; 1염기성 황산칼슘 1수화물; 황산칼슘 2수화물; 과립 락트산칼슘 3수화물;

덱스트레이트; 이노시톨; 가수 분해형 곡류 고체; 아밀로즈; 미소결정질 셀룰로스, α- 및 비정질 셀룰로스의 식품 등급의

공급원(예, RexcelTM) 및 분말형 셀룰로스를 비롯한 셀룰로스; 탄산칼슘; 글리신; 벤토나이트; 폴리비닐피롤리돈 등인데,

이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되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희석제가, 존재하는 경우,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전체적

으로 약 5∼약 99%, 바람직하게는 약 10∼약 85%,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20∼약 80%를 차지한다. 선택된 희석제(들)는

적절한 유동 특성을 지니며, 정제를 목적하는 경우에는 압축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된 락토스 및 미소결정질 셀룰로스는 바람직한 희석제이다. 이 두가지 희석제는 발데콕시브와 화학

적으로 상용성이다. 과립외 미소결정질 셀룰로스(즉, 건조 단계 후에 습윤 과립화된 조성물에 첨가된 미소결정질 셀룰로

스)를 사용하여 경도(정제의 경우) 및/또는 붕해 시간을 개선시킬 수 있다. 락토스, 구체적으로 락토스 1수화물이 특히 바

람직하다. 락토스는 통상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의 희석제로 발데콕시브의 적절한 방출 속도, 안정성, 예비압축 유동성

및/또는 건조 특성을 보유한 조성물을 제공한다. 이는 과립화 과정(습식 과립화가 이용된 경우)에서 밀도를 높이는 고밀도

기질을 제공하여 블랜드 유동 특성을 개선시킨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특히 정제용 배합물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1종 이상의 약학적 허용 붕해제를 부형제로서 포함한다.

적절한 붕해제는 나트륨 전분 글리콜레이트(예, 펜웨스트의 ExplotabTM) 및 예비 젤라틴화된 옥수수 전분(예, NationalTM

1551, NationalTM 1550, 및 ColocornTM 1500)을 비롯한 전분, 점토(예, VeegumTM HV), 정제된 셀룰로스, 미소결정질

셀룰로스, 메틸셀룰로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및 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를 비롯한 셀룰로스, 크로스카르멜로스

나트륨(예, FMC의 Ac-Di-SolTM), 알기네이트, 크로스포비돈 및 검, 예컨대 아가, 구아, 로커스트 빈, 카라야, 펙틴 및 트

라가칸스 검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함유한다.

붕해제는 조성물의 제조 과정 중 임의의 적절한 단계에서, 특히 과립화 전에 또는 압축 전 윤활화 과정에 첨가할 수 있다.

그러한 붕해제는, 존재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조성물의 총 중량의 약 0.2∼약 30%, 바람직하게는 약 0.2∼약 1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2∼약 0.5%를 차지한다.

크로스카르멜로스 나트륨은 정제 또는 캡슐 붕해용으로 바람직한 붕해제이며, 존재하는 경우, 조성물의 총량을 기준으로

바람직하게는 약 0.2∼약 1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2∼약 7%, 더욱 더 바람직하게는 약 0.2∼약 5%를 차지한다. 크

로스카르멜로스 나트륨은 본 발명의 과립화된 조성물에 우수한 과립내 분해 성능을 부여한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특히 정제 제제의 경우, 경우에 따라 1종 이상의 약학적 허용 결합제 또는 접착제를 부형제로서 포함

한다. 이러한 결합제 및 접착제는 정제화되는 분말에 대한 충분한 응집력을 부여하여 싸이징, 윤활화, 압축 및 포장 등의

통상의 처리 공정을 적합하게 하지만, 여전히 정제를 붕해시키고 섭취시에 조성물이 흡수되도록 한다. 적절한 결합제 및

접착제는, 아카시아; 트라가칸스; 수크로즈; 젤라틴; 글루코스; 전분, 예컨대 비제한적인 예로서 예비젤라틴화된 전분(예,

NationalTM 1551 및 NationalTM 1550); 셀룰로스, 비제한적인 예로서 메틸셀룰로스 및 카르멜로스 나트륨(TyloseTM);

알긴산 및 알긴산염; 규산알루미늄마그네슘; PEG; 구아껌; 다당류산; 벤토나이트; 폴리비닐피롤리돈(포비돈 또는 PVP),

예컨대 포비돈 K-15, K-30 및 K29/32; 폴리메타크릴레이트; HPMC;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예, KlucelTM); 및 에틸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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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로스(예, EthocelTM)을,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한다. 이러한 결합제 및/또는 접착제는, 존재하는 경우, 조성물

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약 0.5%∼약 25%, 바람직하게는 약 0.75∼약 15%,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약 10%

를 차지한다.

예비 젤라틴화된 전분은 바람직한 결합제로서 발데콕시브 제제의 과립 생성용의 기타 부형제 및 발데콕시브와의 분말 블

랜드에 응집 특성을 부여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예비 젤라틴화 전분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은 조성물 총 중량의 약 0.5%

내지 약 20%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약 5% 내지 약 15%로 존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 전분 성분은 습윤 과

립 제조시에 블랜드중에서 미립자 결합을 용이하게 하여 과립을 생성한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임의적으로 부형제와 같은 1종 이상의 약학적 허용 습윤제를 포함한다. 이러한 습윤제는 발데콕시브

와 물이 친밀한 결합을 유지시키기 위해 선택되는 것이다. 이는 본 발명의 조성물의 생체 유용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생

각된다.

본 발명의 조성물 중에서 습윤제로서 사용가능한 계면활성제의 비제한적인 예로는 4차 암모늄 화합물, 예컨대 벤즈알코늄

클로라이드, 벤제토늄 클로라이드 및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 디옥틸 나트륨 설포숙시네이트, 폴리옥시에틸렌 알킬페닐

에테르, 예컨대 노녹시놀 9, 노녹시놀 10 및 옥토시놀 9, 폴록사머(폴리옥시에틸렌 및 폴리옥시프로필렌 블록 공중합체),

폴리옥시에틸렌 지방산 글리세라이드 및 오일, 예컨대 폴리옥시에틸렌 (8) 카프릴산/카프르산 모노- 및 디글리세라이드

(예, 가테포세의 LabrasolTM), 폴리옥시에틸렌(35) 카스터유 및 폴리옥시에틸렌(40) 수소첨가된 카스터유; 폴리옥시에틸

렌 알킬 에테르, 예컨대 폴리옥시에틸렌(20) 세토스테아릴 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 지방산 에스테르, 예컨대 폴리옥시에

틸렌(40) 스테아레이트,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탄 에스테르, 예컨대 폴리소르베이트 20 및 폴리소르베이트 80(예, ICI 트

윈TM 80), 프로필렌 글리콜 지방산 에스테르, 예컨대 프로필렌 글리콜 라우레이트(예, 카테포세의 LauroglycolTM), 나트

륨 라우릴 설페이트, 지방산 및 이의 염, 예컨대 올레산, 올레산나트륨 및 트리에탄올아민 올레이트, 글리세릴 지방산 에스

테르, 예컨대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 소르비탄 에스테르, 예컨대 소르비탄 모노라우레이트, 소르비탄 모노올레이트,

소르비탄 모노팔미테이트 및 소르비탄 모노스테아레이트, 틸록사폴 및 이의 혼합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습윤제는, 존

재하는 경우,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약 0.25∼약 15%, 바람직하게는 약 0.4∼약 10%, 더욱 바람직하

게는 약 0.5∼약 5%를 차지한다.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인 습윤제가 바람직하다. 특히 바람직한 습윤제는 나트륨 라우릴 설페이트와 나트륨 라우릴 설페이트

는, 만약 존재한다면,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약 0.25∼약 7%, 바람직하게는 약 0.4∼약 4%, 더욱 바람

직하게는 약 0.5∼약 2%를 차지한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경우에 따라서 부형제로서 1종 이상의 약학적 허용 윤활제(예컨대 점착방지제 및/또는 활주성 부여제)

를 포함한다. 적절한 윤활제는, 글리세릴 베하페이트(예, CompritolTM 888); 스테아르산 및 이의 염, 예컨대 마그네슘, 칼

슘 및 스테아르산 나트륨; 수소첨가된 식물성유(예, SterotexTM); 콜로이드 실리카; 활석; 왁스; 붕산, 벤조산나트륨; 아세

트산나트륨; 푸마르산나트륨; 염화나트륨; DL-류신; PEG(예, CarbowaxTM 4000 및 CarbowaxTM 6000); 올레산나트륨;

나트륨 라우릴 설페이트; 및 마그네슘 라우릴 설페이트 등이 있는데, 이들은 단독으로 또는 조합되어 사용된다. 이 윤활제

는, 존재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조성물의 총 중량의 약 0.1∼약 10%, 바람직하게는 약 0.2∼약 8%,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25∼약 5%를 차지한다.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은, 예컨대 정제용 배합물의 압축시 장치와 과립화된 혼합물 간의 마찰을 감소시키는데 사용되는 바

람직한 윤활제이다.

적절한 점착 방지제로는 활석, 옥수수 전분, DL-류신, 나트륨 라우릴 설페이트 및 금속 스테아레이트를 포함한다. 활석은

장치의 표면에 배합물이 점착하는 것을 줄이고 블랜드내 정전기를 감소시키는 데 사용되는 바람직한 점착 방지제 또는 활

주성 부여제이다. 활석은, 존재하는 경우,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약 0.1∼약 10%, 바람직하게는 약

0.25∼약 5%,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5∼약 2%를 차지한다.

착색제, 풍미제 및 감미제 등의 기타 부형제는 약학 분야에 공지되어 있으며, 이들은 본 발명의 조성물에 사용할 수 있다.

정제는, 예컨대 장용 피막으로 피복하거나 또는 피복하지 않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예컨대 완충제를 추가로 포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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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데콕시브의 입도가 감소되면, 약물이 본 발명에 따른 경구용으로 전달가능한 조성물로 제제화된 경우 개선된 생체 유용

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발데콕시브의 D90 입도는 약 75㎛ 미만 인 것이 바람직하고, 약 40㎛ 미만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

며, 약 25㎛미만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또는 대안적으로 발데콕시브는 평균 입도가 약1㎛내지 약 10㎛, 더욱 바람

직하게는 약 5㎛ 내지 약 7㎛이다. 적합한 임의의 밀링, 그라인딩, 또는 미분화 방법을 입도를 감소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

다.

본 발명의 캡슐 및 정제 조성물은 시험관내의 표준 용해 분석에서 약 45분 이내에 약 50%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60%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75% 이상의 발데콕시브를 방출하는 즉방성 조성물이다. 특히, 본 발명의 캡슐 및 정제

조성물은 실험관내에서 약 15분 이내에 최소한 약 50%의 발데콕시브가 방출되며/또는 약 30분이내에 발데콕시브의 적어

도 약 60%가 방출된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예컨대 직접 봉입법 또는 직접 압축법에 의해 제조될 수있긴 하지만, 봉입 또는 압축전에 습윤 과립화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효과중에서도 습윤 과립화 가공은 밀링된 조성물의 밀도를 증가시켜 개선된 유동 특

성, 개선된 압축 특성 및 봉입용 또는 정제용 조성물의 용이해진 계측 또는 용량 분배를 가능케한다. 과립화시켜 얻은 제2

의 입도(즉, 과립 크기)가 비록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평균 과립 크기는 취급 및 가공에 편리할 수있는 크기로 존재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정제의 경우, 약학적 허용 정제를 쉽게 형성하는 압축 가능한 조성물의 형태의 크기인 것이 바람직하다.

부었을때(Pouring) 또는 태핑하였을때(tapping) 과립의 바람직한 벌크 밀도는 일반적으로 약 0.3 내지 약 1.0g/㎖, 바람직

하게는 약 0.6 내지 약 0.9g/㎖이다.

압축법으로 정제를 제조하기 위해서, 정제의 균일한 배치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양의 과립화된 블랜드를 정상압에서 통상

의 생산 규모의 정제 기계를 사용하여 가공처리할 수 있다(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정제 다이중에서 약 1 내지 약 50kN의

힘을 적용한다). 산출된 정제의 경도는 취급, 제조, 저장 및 소화의 관점에서 편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소 경도가 약 4

kP, 바람직하게는 약 5 kP,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6 kP인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과도한 취성을 피하기 위해서이며; 최대

경도가 약 18kP, 바람직하게는 약 15kP,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2kP인 이유는 기체성 유체에 노출시 정제를 수화하는 데

차후에 따르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경도가 허용된 범위로 존재하는 경우, 정제의 취성은 표준 테스트를 시행했을

때 일반적으로 약 1.0% 미만, 바람직하게는 약 0.8%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5% 미만이다.

본 발명 조성물의 즉방성 캡슐 및 정제 조성물용의 부형제, 특히 붕해제의 경우 표준 실험관 분석에서 약 30 분 미만, 바람

직하게는 약 25분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20분 미만, 더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5분 미만의 붕해 시간을 지닌다.

본 발명은 미립자 발데콕시브를 함유하는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구체적인 양태에서, 본 발명은 정제 형

태의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건식 과립법 또는 직접 압축 방법이 사용될 수있긴 하지만, 습윤 과립 단계를 함유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이러한 2가지 구체화에 있어서, 습윤 과립법은 낮은 전단 및 높은 전단에서 각기 수

행된다.

낮은 전단 공정은 도1에 도표 흐름도로 나타나 있다. 이 흐름도에서, 미분화된 발데콕시브는 유성 연동 혼합 장치를 사용

하여 1종 이상의 고체 미립자 희석제와 혼합되어 예비 혼합물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희석제로는 락토스 일수화물(일차 희

석제) 및 미소결정질 셀룰로오스(이차 희석제) 및 결합제, 예비 젤라틴화된 전분이 사용된다. 이후에 과립의 형성을 촉진시

키는 양의 물을 연속해서 혼합하면서 물을 가한다. 과립을 예컨대 오븐에서 건조한 후, 적당한 스크린 크기의 코밀(Comil)

로 싸이징화하면 대체로 균일한 과립이 제공된다. 이들 과립을 이후에 붕해제, 예컨대 크로스카르멜로스 나트륨과 혼합하

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윤활제, 예를 들면 스테아르산 마그네슘과 혼합하여 정제 블랜드를 생성한다. 이 방법에 있어서, 미

소 결정질 셀룰로오스는 과립 내부로 첨가되고, 크로스카르멜로스 나트륨 나트륨은 과립외부로 첨가된다. 마지막으로, 정

제 블랜드는 회전 프레스에서 압축하여 정제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제는 임의적으로 적합한 공지의 코팅 기술을

사용하여 피복될 수 있다.

고전단 공정은 도2에 도표 흐름도로 표시되어 있다. 이 흐름도에서 미분화된 발데콕시브는 고전단 혼합기에서 일차 희석

제, 예를 들면 락토스 일수화물, 제2 희석제의 제1분량, 예를 들면 미소 결정질 셀룰로오스, 결합제, 바람직하게는 예비 젤

라틴화된 전분 및 붕해제의, 예컨대 크로스카르멜로스 나트륨의 제1분량과 혼합하여 예비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 이후

연속 교반하면서 과립 형성을 촉진할 정도 양의 물을 가한다. 과립을 임의적으로 습윤 싸이징화한 후, 바람직하게는 유체

베드 드라이어로 건조한다. 건조 싸이징 단계는, 예를 들면 피츠밀(Fitz mill)에서 수행할 수 있다. 산출된 과립을 제2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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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제2 분량과 혼합하고, 붕해제의 제2 분량, 및 윤활제, 예컨대 마그네슘 스테라레이트와 혼합하여 정제 블랜드를 생성

한다. 이러한 공정에서 미소결정질 셀룰로오스 및 크로스칼멜로오스 나트륨은 각각 과립내 및 과립외로 첨가된다. 최종적

으로, 낮은 전단 공정에서와 같이, 정제 블랜드를 압축하고 임의적으로 피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COX-2 매개의 증상 및 장애의 치료 및/또는 예방에 본 발명의 조성물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실시예

하기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일면을 구체한 것이지만,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본 실시예에 인

용된 모든 함량은 전체 조성물 중량을 기준으로 한 중량이다.

실시예 1: 낮은 전단 습윤 과립 생성 공정에 따라 제조한 발데콕시브 10mg용 정제

정제는 하기의 표1에 제시된 조성을 지닌 것으로 제조되었다:

[표 1]

성분 기능 양(mg)

발데콕시브, 미분화된 것 활성 성분 10

락토스 일수화물 NF, #310 일차 희석제 105

미소 결정질 셀룰로오스 NF

(AvicelTM PH-101)
2차 희석제 60

예비 젤라틴화된 전분 NF

(천연 전분 1500)
결합제 20

크로스카르멜로스 나트륨 NF

(Ac-Di-SolTM)
붕해제 4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윤활제 1

정제의 총 중량  200

처음에, 배치 크기의 미분화된 발데콕시브 적당량을 동량의 락토스 일수화물과 혼합하고, 20 메쉬 스크린에 통과시켜 체질

한 후, 호바트(Hobart) 유성 연동 혼합기에 넣었다. 나머지 양의 락토스 일수화물과 미소결정질의 셀룰로오스를 혼합기에

가하고, 이를 약 10분간 저속도의 임펠러로 작동시켰다. 임펠러의 속도를 저속에서 중간 속도로 놓고 혼합을 계속하면서

12-15분간 정제수를 손으로 부어 생성된 예비 혼합물을 유성 연동 혼합기에서 과립화 시켰다. 산출된 습윤성 과립을 그루

엔(Gruenberg) 오븐(유입공기 온도가 60±5℃이고)의 접시에서 수분함량이 2.0±1.0%(건조시의 손실로서 측정된 것)으

로 건조되었다. 산출된 건조 과립을 중간 속도의 쿼드로(Quadro) 코밀을 사용하여 14 스크린 크기를 통하여 싸이징화하

고, 이후에 크로스카르멜로스 나트륨과 함께 Patterson Kelley V-블랜더중에 넣았다. V-블랜더를 약 5분간 작동시켜 크

로스카르멜로스 나트륨과 과립을 철저히 혼합한 후 3분간 더 혼합하면서 스테아르산 마그네슘를 가하여 윤활 처리된 블랜

드를 제조하였다. 이것은 7.5mm 표준 오목 기구를 사용하여 Manesty DB16 회전 압축기상에서 압축하여 경도가

10±4kP인 200±10mg 중량의 정제를 제공하였다.

실시예 2: 고전단 습윤 과립 생성 공정에 따라 제조한 발데콕시브 10mg용 정제

정제를 하기의 표2에 나타난 조성과 같이 제조하였다:

[표 2]

성분 기능 양(mg)

발데콕시브, 미분화된 것 활성 성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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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토스 일수화물 NF, #310 일차 희석제 103

미소 결정질 셀룰로오스 NF

(AvicelTM PH-101)

과립내

괴립외

2차 희석제

60

30

30

예비 젤라틴화된 전분 NF

(천연 전분 1500)
결합제 20

크로스카르멜로스 나트륨 NF

(Ac-Di-SolTM )

과립내

과립외

붕해제

6

3

3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윤활제 1

정제의 총 중량  200

미분화된 발데콕시브, 락토스 일수화물, 세포내 미소결정질 세룰로오스, 예비 젤라틴화된 전분 및 과립내 크로스카르멜로

스 나트륨을 높은 임펠러/쵸퍼 속도하에서 약 3분간 베이커 퍼킨스(Baker Perkins) 고전단 혼합기로 혼합하여 예비 혼합

물을 형성하였다. 와트슨 말로우(Watson Marlow) 연동성 펌프를 통하여 예비 혼합물에 정제수를 약 3분에 걸쳐서 첨가한

후 45초간 혼합을 더 계속하였다. 산출된 습윤 과립을 호기성 유체 건조기(유입 공기 온도는 60±5℃)에서 수분 함량이

2.0±1.0%으로 건조(건조시에 손실을 기준으로 측정한 것)하여 건조 과립을 형성하였다. 건조 과립을 1800rpm 하에서 나

이프가 앞으로 향해 있는 피츠밀을 사용하여 20 메쉬 스트린을 통하여 싸이징하고, 이후에 Patterson Kelley V-블랜더에

놓았다. 여기에, 과립과 과립외 미소 결정질 세룰로오스 및 과립외 크로스카르멜로스 나트륨을 약 5분간 걸쳐서 혼합 한

후 스테아르산 마그네슘과 3분간 더 혼합하여 윤활처리된 블랜드를 얻었다. 이것은 7.5 mm 표준 오목형 기구를 사용하는

Korsch PH-230 회전 압축기상에서 압축하여 200±10mg 중량의 정제를 제공하였다. 제조된 정제는 6,8,10 및 12kP의

경도를 지녔다.

실시예 3: 피복된 발데콕시브 5, 10, 20 및 40mg용 정제

실시예 2의 방법을 사용하여 하기표 3에 제시된 조성의 정제를 제조하였다. 물중의 피복 물질 15%의 현탁액을 사용하여

3%의 비피복된 정제 중량하에서 Opardry Yellow YS-1-12525A 또는 Opardy White YS-1-18027A로 정제를 필름 피

복하였다.

[표 3]

성분 량/정제(mg)

발데콕시브, 미분화된 것 5 10 20 40

락토스 일수화물 NF 108 103 206 186

미소결정질 셀룰로오스 NF 60 20 120 120

예비젤라틴화된 전분 NF 20 20 40 40

크로스카르멜로스 나트륨 NF 6 6 12 12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NF 1 1 2 2

총 중량(피복을 제외함) 200 200 400 400

Opardry Yellow YS-1-12525A 6   12

Opardry White YS-1-18027A  6 12  

실시예 3의 정제 특성은 하기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붕해 작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6개의 동일한 정제를 붕해 바스켓중의 와이어 메쉬 스크린 바닥을 가진 6

개의 튜브중 하나에 각기 분리시켜 놓았다. 수조를 37℃±2℃로 예열하고, 붕해 테스트가 지속되는 온도에서 유지시켰다.

1000㎖ 비이커를 수조에 놓았다. 비이커를 충분량의 물로 충진하여 튜브의 와이어 메쉬 스크린이 테스트시에 수표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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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 아래에서 유지되게 하였다. 수표면 적어도 2.5㎝ 아래에서 튜브의 와이어 메쉬 스크린이 유지되게 하면서 테스트

가 완료될 때까지 붕해 바스켓을 물에 넣고 내렸다를 반복하였다. 각 정제에 대한 붕해 시간은 튜브의 바닥에서 스크린을

통과하는 정제의 제일 마지막 부위에 바스켓이 삽입되는 시간으로 측정된 시간이었다.

[표 4]

 5mg 10mg 20mg 40mg

형상 타원형 캐플릿 캐플릿 7각변형

두께(mm) 3.6±0.2 3.6±0.2 4.8±0.4 4.2±0.3

경도(kP) 9±3 9±3 13±5 13±5

취성(%) <0.8 <0.8 <0.8 <0.8

실험관내에 붕해 시간 12분 12분 12분 12분

실시예 4: 개(犬)에서의 발데콕시브 정제의 약물 동력학 특성

23마리의 비글 개를 대상으로 실시예 2의 발데콕시브 조성물의 약물동력학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발

데콕시브 20mg(2개의 정제)을 투여하였다. 정맥혈을 투약전에, 또 경구 투여한지 0.5, 1, 1.5, 2, 2.5, 3, 4, 6, 8, 12 및

24시간후에 수거하였다. 혈장을 3000G로 원심 분리하여 체내로부터 혈장을 분리한 후 시료를 분석할 때까지 -20℃에서

보관하였다. 혈장중 발데콕시브의 농도는 HPLC 분석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가 도3에 제시되어 있다.

실시예 5: 사람에서 발데콕시브 정제의 약물 동력학 특성

24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예 2의 발데콕시브 조성물의 약물 동력학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발데콕시브 20mg(2개의 정제)를 투여하였다. 정맥혈을 투약전에, 또 경구 투여한지 0.5, 1, 1.5, 2, 2.5, 3, 4, 6, 8, 12,

16 및 24시간째에 수거하였다. 혈장을 3000G하에서 원심분리하여 체내로부터 분리한 후 시료를 분석할때까지 -20℃에

서 보관하였다. 혈장중의 발데콕시브 농도는 HPLC 분석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는 도4에 도시되어 있다.

Cmax(계산치)= 303±93ng/㎖. Tmax(계산치)= 2.97±0.73h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1 투약 당 1mg 내지 100mg의 미립자 4-(5-메틸-3-페닐-4-이소옥사졸일)벤젠술폰아미드; 오피오이드 또는 진통성 약

물; 및 약학적 허용 부형제를 포함하며,

절식한 피검체에게 경구투여시 단일 투약이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나타내는 4-(5-메틸-3-페닐-4-이소옥사졸일)벤젠

술폰아미드의 혈청 농도의 시간 과정을 제공하는 것인 약학 조성물:

(a) 치료 효과에 대한 한계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투여 후 0.5 시간보다 길지 않음;

(b) 최대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Tmax)이 투여 후 3 시간보다 길지 않음; 그리고

(c) 최대 농도(Cmax)가 100 ng/㎖ 이상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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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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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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