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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대체로 흡입에 의해 폐로 전달되는 약학 제형의 분야에 관한 것이며, 보다 특별하게는 폐로 약제를 지속 방출
시키는 미세입자 제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폐로의 약제의 전달 및 폐를 통한 신체로의 약제의 전달은 커다란 의학적 기회를 나타낸다.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폐로의 약제의 전달은 광범위하며 증대하고 있는 의학적 요구를 나타낸다. 현재의 폐 전달 시스템은 빈번한 복용을 필요로
하고 전달 과정에서 약제를 상당량 손실하기 때문에 이상적이지 않으며, 흔히 전달되는 용량이 부정확하다, 예컨대, 흡입
에 의해 전달되는 대부분의 약제는 일마다 여러 번 흡입해야 하므로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저하시키는 즉방형(卽放形) 제형
이다. 게다가 즉방형 제형의 빈번한 흡입 복용은 약제 농도를 최고치(peak)와 최저치(trough)로 이끌고, 해로운 독성과 불
충분한 효험을 발생시킨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폐 약제 전달은 상당한 기술적 도전을 제공한다. 흡입을 통해 약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화합물은
정밀하게 제형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화합물이 폐의 적절한 부위에 침착되도록 하고 적절한 시간에 걸쳐 정확한 양의 약제
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하학적인 입자 크기와 밀도 및 선택된 전달장치(delivery device)와의 적
합성(compatibility) 등 핵심요소의 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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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입용 지속 방출형 입자에 관한 종래의 연구는 다중양이온제(폴리cationic agent)를 치료제와 복합화시키는 등 복합제
(complexing agent)의 용도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예컨대, Vanbever 등의 미국 공개특허 공보 제2003/0068277 Al호를
참조하라.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서는 치료제가 다중양이온제와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치료제
는 음이온성 화합물로 제한된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은 다중양이온 복합제가 폐에 비독성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접근법
에서는 또한 복합체로부터 화합물의 방출 속도를 제어하는 능력이 제한되었는데, 이는 방출 속도가 본질적으로 화합물과
다중양이온의 결합 세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연구는 폐 심부로의 전달을 목표로 하는 제형을 고안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점액섬모청소(mucociliary
clearance) 기전을 피하고 입자를 폐에서 더 긴 기간 동안 잔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컨대, Hill 등의 미국 특허 제
6,060, 069호를 참조하라.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중심기도와 상기도로 치료약물(therapeutic target)과 함께 약제를 전
달하기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접근법은 전달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제한하는데, 이는 전달 속도가 주
로 입자 직경에 의해 결정될 약제 입자들의 고유 용해 속도 및 약제 용해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연구는 기재(matrix) 전이온도를 카르복실레이트 부분, 인지질 및 다가(多價) 염 또는 이온성 성분의 선택적인
첨가를 통해 변경함으로써 폐로 전달되는 약제의 방출을 조절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예컨대, Basu 등의 PCT 제WO01/
13891호를 참조하라, 방출 속도를 늦추기 위해, 더 높은 기재 전이온도를 갖는 물질이 사용된다.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가
장 높은 기재 전이온도 물질이 충분히 느린 방출을 제공하는 약제로 제한된다.

  폐로의 국소 전달 또는 폐를 통한 계통적 전달을 위해서는, 지속 방출형 미세입자 제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또한 예컨대, 천식을 치료하는데 유용한 약제를 하루에 한번 복용하면 효험이 있을 정도로 덜 빈번한 복용을 가능하게
하는 약제의 미세입자 제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발명의 요약

  흡입에 의해 환자의 폐에 약제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제제 및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약제와 기재 물질로 이루어진 기공성 미세입자를 포함하는 지속 방출형 제제를 제공한다는 점이
며, 여기서, 폐 속으로의 제형을 흡입할 때, 치료적으로나 예방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약제가 폐에서 미세입자로부터 최소
2시간(예컨대, 최소 4, 6, 8, 16 또는 20시간) 동안 방출된다. 양호한 실시 상태에 있어서, 대부분의 약제는 흡입 후 24시간
정도 미세입자로부터 방출된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대부분의 약제는 흡입 후 약 2시간 보다 이르지 않고 약 24시
간 보다 더 늦지 않게(예컨대, 약 6시간 보다 이르지 않고 약 18시간 보다 더 늦지 않게 또는 약 4시간 보다 이르지 않고 약
12시간 보다 더 늦지 않게 등) 방출된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다공성 미세입자는 부피 평균 직경(volume average diameter)이 약 1 ㎛와 5 ㎛ 사이이다.
또 다른 실시 상태에 있어서, 다공성 미세입자는 부피 중앙값 직경(volume median diameter)이 약 1 ㎛와 5 ㎛ 사이이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다공성 미세입자는 평균 다공도가 부피로 15 내지 90% 사이이다.

  많은 약제가 제제에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약제는 기관지확장제, 스테로이드, 항생제, 항천식제, 항종양제, 펩티드, 또
는 단백질일 수 있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약제는 부데소나이드(budesonide),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fluticasone propionate),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beclomethasone dipropionate), 모메타손(mometasone), 플
루소라이드(flunisolide), 및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트리암시놀론 acetonide) 등의 겉질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지속 방출형 제형은 다른 약제를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많은 실시 상태에 있어서, 기재 물질은 생체적합성 합성 중합체, 지질, 염 소수성 소분자 또는 그들의 결합이다.

  대표적인 중합체로는 폴리락트산, 폴리(글리코산) 및 폴리(락트산-코-글리코산) 등의 폴리(히드록시산), 폴리(락티드),
폴리(글리코라이드), 폴리(락티드-코-글리코라이드), 폴리안하이드라이드, 폴리오쏘에스테르, 폴리아마이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등의 폴리알킬렌, 폴리(에틸렌글리콜) 등의 폴리일킬렌클리콜,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등의 폴리알킬렌옥
사이드, 폴리비닐알콜, 폴리비닐에테르, 폴리비닐피롤리돈, 폴리(부티르산), 폴리(발레르산), 및 폴리(락티드-코-카프로
락톤), 공중합체, 유도체 및 그들의 혼합물을 들 수 있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는 폴리에틸렌글리콜과
공중합된 폴리(락티드-코-글리콜라이드)이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다공성 미세입자는 추가적으로 인지질과 같은 계면활성제를 하나이상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약학적으로 수용되는 하나이상의 충전제(bulking agents)가 다공성 미세입자와 혼합되어 건
조 분말 혼합 제형을 형성한다. 상기 충전제는 예컨대, 10 내지 500 ㎛ 사이의 부피 평균 크기를 갖는 입자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충전제의 예로는 락토오스, 만니톨, 소르비톨, 트레할로스, 자일리톨 및 그들의 결합을 들 수 있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제형은 정량식 흡입 제형을 이루는 정량식 흡입기(metered dose inhaler) 내에 액체로 존재
하는 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하나이상의 현탁화제(懸濁化劑)를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지속 방출형 제형은 다공성 미세입자와 혼합되는 추가적인 미세입자를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추가적인 미세입자는 하나이상의 다른 약제를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환자가 호흡하는 경우 폐로 전달되는 미세입자의 최소 50 중량%는 결합된 중심 및 상부 폐
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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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특별한 실시 상태에 있어서, 부피 평균 직경이 1 ㎛ 와 5 ㎛ 사이인 다공성 미세입자를 포함하는 건조 분말 지속
방출형 제제가 제공되는데, 상기 다공성 미세입자는 최소한의 약제, 기재 물질 및 계면활성제 그리고 다공성 미세입자와
혼합되는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충전제로 구성되며, 상기 제형을 폐 속으로 흡입하는 경우 대부분의 약제는 흡입 후 약 2시
간 보다 이르지 않고 약 24시간 보다 더 늦지 않게 방출된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환자는 건조 분말 흡입 장치를 사
용하여 지속 방출형 제형을 경구로 흡입한다.

  또 다른 구현예에서는, 환자의 폐로 약제를 전달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약제와
기재 물질을 포함하는 다공성 미세입자로 이루어진 지속 방출형 제제를 환자가 흡입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폐 속으로 제형을 흡입하는 경우, 예방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약제가 미세입자로부터 폐로 최소 2시간(예컨대, 최소 4, 8 또
는 16시간) 동안 방출된다. 양호한 실시 상태에 있어서, 대부분의 약제는 흡입 후 24시간 정도(예컨대, 약 10시간 보다 이
르지 않고 약 24시간 보다 더 늦지 않게 또는 약 6시간 보다 이르지 않고 약 18시간 보다 더 늦지 않게 등) 미세입자로부터
방출된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는, 환자가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나 장애를 치료할 필요가 있다. 상기 방법의 많은 실시
상태에 있어서, 겉질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가 최소 약 2시간까지 연장된 기간에 걸쳐 방출되며, 바람직하게는 약 24시간
(예컨대, 대부분의 약제는 약 4 내지 약 24시간 사이, 약 8 내지 2시간 사이, 약 10 내지 24시간 사이, 약 6 내지 18시간 사
이 및 약 4 내지 14시간 사이) 정도에 방출을 완료한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방법과 제형은 국소 또는 혈장 농도를 지속 방출기 동안 1/4(factor of four) 이상 변동
시키지 않는 대체로 일정한 값으로 제공한다. 또 다른 실시 상태에 있어서, 흡입에 의해 환자의 폐로 전달하기 위한 지속
방출형 제제는 약제와 다공성 미세입자를 포함하는데, 여기서 약제와 기재물질을 포함하는 다공성 미세입자가 아닌 형태
로 약제가 미세입자의 흡입에 의해 투여되었을 때 얻어지는 MATjnh와 비교하여 상기 제형을 폐 속으로 흡입하는 경우에는

MATjnh가 최소 25% 증가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약제의 흡입 및 지속 방출을 위한 건조 분말 제형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기재 물질을 휘발성 용매에 녹여 용액을 형성시키고, 약제를 상기 용액에 첨가하여 에멀
션, 현탁액 또는 제2 용액을 형성시키고, 상기 휘발성 용매를 상기 에멀션, 현탁액 또는 제2 용액으로부터 제거하여 약제와
기재물질로 이루어지는 다공성 미세입자를 얻는 것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상기 제형을 폐속으로 흡입하는 경우 예방적으
로 효과적인 양의 약제가 폐에서 최소 2시간 동안 상기 미세입자로부터 방출된다. 상기 기재 물질은 생체적합성 합성 중합
체로 이루어 지며, 상기 휘발성 용매는 유기용매로 이루어진다. 또 다른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인지질 등의 하
나이상의 계면활성제를 상기 용매와 결합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기재 물질 및 필요에 따라 계면활성제를 휘발성 용매에 녹여 용매를 형성시키
고, 상기 기재 물질 용액가 약제를 결합시키고, 상기 기재 용액에 약제와 최소 하나이상의 기공형성제를 결합시켜서 에멀
션, 현탁액 또는 제2 용액을 형성시키고, 상기 에멀션, 현탁액 또는 제2 용액으로부터 휘발성 용매와 기공형성제를 제거하
여 약제와 기재 물질로 이루어지는 다공성 미세입자를 얻는 것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상기 제형을 폐속으로 흡입하는 경우
치료적으로나 예방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약제가 폐에서 최소 2시간 동안 상기 미세입자로부터 방출된다. 하나의 실시 상
태에 있어서, 상기 기공형성제(예컨대, 휘발성 염)은 기재 용액에서 약제와 결합될 때 수용액의 형태이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에멀션, 현탁액 또는 제2 용액으로부터 상기 휘발성 용매와 기공형성제를 제거하는 공
정은 분무 건조, 증발, 유동층(fluid bed) 건조, 동결건조, 진공건조 또는 그들의 결합으로부터 선택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또 다른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다공성 미세입자를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충전제와 혼합하는 것을 포
함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폐로 국소적으로 전달되는 약제 또는 폐를 통해 전신으로 전달되는 약제에 대한 지속 방출형 전달 시스템이 개발되어 왔
다. 전달 시스템은 다공성 미세입자를 포함하는 제형인데, 여기서 폐 속으로 흡입 후 미세입자로부터의 약제의 방출 속도
를 제어하도록 다공도, 입자의 기하학적 직경 및 조성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특히, 미세입자의 조성(예컨대, 기재 물질, 계
면활성제)을 지연 방출을 제공하도록(그리고 즉방형 제형과 관련된 초기방출 효과(burst effect)를 피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미세입자가 폐청소 기전에 의해 제거되기 전에 대부분의 약제를 방출하도록 미세입자의 다공도를 선택할 수 있다
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약제의 방출을 더디게 하도록 미세입자의 조성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한 조성의 선택만으로는
미세입자가 폐청소 기전에 의해 제거되기 전에 충분한 양의 약제가 방출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 정해진 조성의 미
세입자에 대해, 치료적으로 또는 예방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약제가 2시간 후에도 계속 방출되도록, 좋기로는 대부분의 약
제(예컨대, 약제 중량의 50%이상, 75% 이상, 90%이상)가 흡입 후 24시간 정도까지 미세입자로부터 방출되도록 그 다공
도를 선택할 수 있다.

  유익하게도, 다공성 미세입자는 약제 분자를 다른 분자와 복합시킬 필요 없이 약제의 지속적인 국소 전달 및/또는 지속적
인 혈장 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지속 전달형 제형은 이롭게도 추가적인 독성 또는 감소된 효험을 야기시킬 수 있
는 즉방형 약제와 관련된 약제 최고치와 최저치(peaks 및 troughs)를 알맞게 할 수 있다.

  유익하게도, 지속 방출형 제형은 흡입된 미세입자의 대부분을 요구되는 치료적 또는 예방적 용도를 위해 폐의 적절한 지
역에 전달할 수 있다. 즉, 좋기로는, 환자가 흡입할 때 폐로 전달되는 미세입자의 최소 50중량%가 치료적 또는 예방적 용
도를 위해 폐의 적절한 지역(예컨대, 결합된 중심 및 상부 폐)에 전달된다.

  유리하게도, 그 방법과 제형은 국소 또는 혈장 농도를 거의 일정한 값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값들은 지속 방출
기 동안 1/4 이상 변동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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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서 “이루어진다,”“이루어지는,”“포함한다,” 및 “포함하는”이라는 용어들은 그 반대용어가 명확히 지적되어 있
지 않다면, 개방된 비제한성 용어들이다.

  지속 방출형 제형

  폐 투여용 지속 방출형 제제는 약제 및 기재 물질로 이루어진 다공성 미세입자를 포함한다. 그 미세입자의 조성, 기하학
적 직경 및 다공도는 제형을 폐속으로 흡입할 때, 치료적으로 또는 예방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약제가 폐에서 미세입자로부
터 최소 약 2시간에 달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좋기로는 약 24시간 정도에 방출을 완료하는 것을 제공한다.

  지속 방출의 측정법으로, 흡입후 평균 흡수 시간(mean absorption time following inhalation: MATinh)이 사용될 수 있

다. MATinh 는 흡입 후 약물 분자가 폐로부터 혈류속으로 흡수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며, 흡입 후 약제 혈장 프로필로

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MATinh =(AUMCinh∞/AUCinh∞)-MRTiv (방정식 1)

  여기서, AUMCinh∞는 흡입 후 시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제1모멘트(monent) 곡선(시간과 혈장 농도의 산물) 밑의 영

역이고, AUCinh∞는 흡입 후 시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혈장 농도 곡선 밑의 영역이며, MRTiv는 정맥 투여 후 중요 약

제에 대한 평균 체류 시간이다.

  상기 MRTiv는 다음과 같이 결정될 수 있다.

  MRTiv = (AUMCiv∞/AUCiv∞) (방정식 2)

  여기서, AUMCiv∞는 정맥 투여 후 시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제1모멘트 곡선(시간과 혈장 농도의 산물) 밑의 영역이

고, AUCinh∞는 정맥 투여 후 시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혈장 농도 곡선 밑의 영역이다.

  예컨대, 다공성 미세입자는 미세입자형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의 흡입 후 약제 평균 흡수 시간 보다 더 큰 약제 평균 흡
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원하는 MATinh는 투여되는 약물 분자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미세입자로서 전달되지 않았을 때

의 약물 분자와 비교하여 본 발명의 미세입자 제형을 사용하여 얻어지는 MATinh에서의 증가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

다. 양호한 실시 상태에 있어서, 본 발명의 조성과 방법의 미세입자로 투여되는 약물은 본 발명의 미세입자로 투여되지 않
은 약물에 비교할 때 MATinh를 최소 25 내지 50% 증가시킬 것이다.

  지속 방출형 제형은 미세입자 조성, 미세입자의 기하학적 크기 및 미세입자 다공도를 제어하여 얻는다. 다공도(ε)는 미세
입자 총부피(Vt)에 대해 미세입자에 함유된 공극 부피(Vv)의 비율이다.

  ε= Vv /Vt (방정식 3)

  이러한 관계는 미세입자의 포락선(envelope) 밀도(ρe)와 미세입자의 절대 밀도(ρa)로 환산하여 나타낼 수 있다.

  ε= 1 ρe/ρa (방정식 4)

  절대 밀도는 미세입자에 존재하는 고체 물질의 밀도의 측정값이고, 미세입자의 질량(공극의 부피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
라고 가정할 때, 고체물질의 질량과 같다고 가정한다)을 고체 물질의 부피(즉, 미세입자에 포함된 공극의 부피와 미세입자
들 사이의 부피를 제외한다)로 나눈 값과 같다. 절대 밀도는 헬륨침투법(helium pycnometry)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측정
할 수 있다. 포락선 밀도는 미세입자의 질량을 미세입자에 의해 차지되는 부피(즉, 고체 물질의 부피와 미세입자에 함유된
공극의 부피의 합과 같고 미세입자들 사이의 부피는 제외한다)로 나눈 값과 같다. 포락선 밀도는 수은기공측정법 등의 기
술을 사용하거나, GeoPycTM 기기 (Micromeritics, Norcross, Georgia)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은 입도를 폐의 용도로 바람직한 것 보다 더 큰 기하학적 입도로 제한한다. 포락선 밀도는 미세입
자의 탭(tap) 밀도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탭 밀도는 충진밀도의 측정값이며, 미세입자의 질량을 미세입자에 고체물질의
부피, 미세입자 내의 공극의 부피 및 그 물질의 충진된 미세입자 사이의 부피의 합으로 나눈 값과 같다. 탭 밀도(ρt)는 영국

약전(British Pharmacopoeia) 및 ASTM 표준시험법에 탭 밀도에 대해 기술된 것과 같이 GeoPycTM 기기나 기술을 사용
하여 측정할 수 있다. 미세입자 사이의 부피를 설명함으로써 포락선 밀도는 본질적으로 구형인 미세입자에 대한 탭 밀도로
부터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기술분야에서 공지되어 있다.

  ρe = ρt/0.794 (방정식 5)

  다공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ε= 1 -ρt(0.794 * ρa) (방정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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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미세입자 조성(약제와 기재 물질)과 구조(미세입자 다공도와 그에 따른 밀도)에 대해, 미세입자가 폐에 어느곳으
로 가서, 그 미세입자가 약제를 얼마 동안 방출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반복 공정을 사용할 수 있다. (1) 초기 약제 방출 시간
과 양을 결정하기 위해 기재물질, 약제 함량 및 미세입자 기하학적 크기를 선택하고, (2) 초기 약제 방출량을 조절하여, 약
제의 상당한 방출이 초기 방출을 넘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의 약제 방출이 24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자의 다공도를 선택하고, 그 다음 (3) 입자들이 폐의 관심 부위에 흡입에 의해 증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공기
역학적 직경을 얻기위해 기하학적 입도 및 다공도를 조절한다. 본 발명에서 “초기 방출”이라는 용어는 미세입자가 축축해
진 후 곧바로 방출된 약제의 양을 말한다. 미세입자의 축축해짐 시 초기 방출은 완전히 캡슐화되지 않은 약제 또는 미세입
자의 외부 표면에 가까이 위치한 약제로부터 일어난다. 최초 10분간 방출되는 약제의 양은 초기 방출의 측정값으로 사용된
다.

  본 발명에서 입자에 관하여 “직경” 또는 “d”라는 용어는 다른 방법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평균 입도를 말한다. 수평
균 입도를 표현하기위해 유용한 방정식의 일례를 아래에 나타낸다.

  (방정식 7)

  여기서, n = 정해진 직경(d)의 입자수.

  본 발명에서 “기하학적 크기,”“기하학적 직경,”“부피 평균 크기”또는“dg”라는 용어는 부피로 조절된(volume weighted)

직경 평균을 말한다. 부피 평균 직경를 표현하기위해 유용한 방정식의 일례를 아래에 나타낸다.

  (방정식 8)

  여기서, n = 정해진 직경(d)의 입자수.

  본 발명에서 “부피 중앙값”이라는 용어는 부피로 조절된 분포의 중간 직경값을 말한다. 중앙값은 그 중앙값에 대해 전체
중 50%는 더 작은 값을 갖고 50%는 더 큰 값을 갖는 직경이고 50%의 누적분에 해당한다.

  기하학적 입도 분석은 기술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이 쿨터카운터(Coulter counter), 광산란, 광 현미경, 주사 전자 현미경
또는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행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공기역학적 직경”이라는 용어는 분석되는 입자와 동일한 속도로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밀도1 g/mL를 갖는
구체의 등가직경을 말한다. 미세입자의 공기역학적 직경(da)은 다음에 의해 기하학적 직경(dg) 및 포락선 밀도(ρe)와 관련

된다.

  (방정식 9)

  다공도는 포락선 밀도(방정식 4)에 영향을 미치고, 포락선 밀도는 공기역학적 직경에 차례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공도는 폐에서 미세입자가 들어가는 부위와 폐에서 미세입자가 약제를 방출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중력 침강, 관성 충돌, 브라운 확산, 인터셉션(interception) 및 정전기 침전이 폐에서 입자의 증착에 영향을 미친다.

  중력 침강 및 관성 충돌은 da에 의해 결정되고 공기역학적 직경이 1 ㎛내지 10 ㎛인 입자의 증착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인

자이다. da > 10 ㎛인 입자들은 기관기관지분지를 관통하지 않을 것이고, da가 3-10 ㎛ 범위인 입자들은 우수한 기관지관

지 증착성을 가질 것이며, da가 1-3 ㎛범위인 입자들은 꼬리 부위(폐 심부)에 증착되고, da <1 ㎛인 입자들은 대부분 발산

된다. 흡입 시 호흡양상(呼吸樣狀)이 이러한 공기역학적 입도 범위를 약간 이동시킬 수 있다. 예컨대, 빨리 흡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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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관지 영역이 3 ㎛ 내지 6 ㎛로 이동한다. 폐로의 전달을위한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da <5 ㎛라는 일반적으로 고정된
믿음이 있다. 예컨대, 문헌[Edwards et al., J.Appl. Physio. 85 (2): 379-85 (1998), Suarez & Hickey, Respir. Care,
45 (6): 652-66 (2000)]을 참조하라.

  공기역학적 입도 분석은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바와 같이 단계별 충돌(cascade impaction), 액체 임핀저(impinger) 분석
또는 비행시간법(time-of-flight method)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다공성 미세입자

  다공성 미세입자는 기재 물질과 약제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서 “기재”라는 용어는 약제가 분산되거나 들어가거나 캡슐
화되는 하나 이상의 물질을 포함하는 구조를 말한다.

  기재는 다공성 미세입자 형상이다. 필요에 따라, 다공성 미세입자는 추가적으로 하나이상의 계면활성제를 포함할 수 있
다.

  본 발명에서, 미세입자라는 용어는 다른 방식을 특정되지 않는다면 미세입자는 물론 미세구 및 미세캡슐을 포함한다. 미
세입자는 모양이 구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미세입자는 또하나의 물질, 예컨대 약제를 함유하는 심부(core)를 둘
러싼 외부 껍질을 갖는 미세입자로 정의된다. 약제와 기재로 이루어진 미세구는 벌집 구조 또는 단일 내부 공극을 갖는 다
공성일 수 있다. 또한, 어느 형태의 미세입자라도 미세입자의 표면에 작은 구멍을 가질 수 있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미세입자는 부피 평균 지경이 0.1 내지 0.5㎛ 사이(예컨대, 1 내지 5 ㎛ 사이, 2 내지 5 ㎛ 사
이 등)이다. 또 하나의 구현예에서는 큰 기관지(bronchi)로의 전달을 목표로 삼기 위해 미세입자가 10 ㎛까지의 부피 평균
직경을 갖는다. 입도(기하학적 직경 및 공기역학적 직경)은 바람직하게는 구인두(oropharyngeal) 부위 또는 코 부위에 입
자의 과도한 증착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한편, 분무주입(aerosolization) 및 흡입 시 기도(예컨대, 상기도, 폐 심부 등)에
목표 지점에 즉시 증착하여 쉽게 분산되는 분말을 제공하도록 선택된다.

  하나의 양호한 실시 상태에 있어서, 다공성 미세입자는 부피 평균 직경이 2 내지 5 ㎛ 사이이다. 부피 평균 직경은 또한
폐의 자연적 청소 기전 중 하나의 효과(예컨대, 큰포식세포에 의한 포식작용)를 피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선택된다.

  일반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느린 속도로 포식이 일어난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미세입자는 평균 다공도가 약 15 내지 90% 사이이다. 미세입자의 다공도는 입자가 점액섬모
청소와 같은 생물학적 청소 기전에 의해 폐로부터 제거되기 전에 대부분의 약제가 방출되도록 선택된다. 특정한 실시 상태
에 있어서, 평균 다공도는 약 25 내지 약 75% 사이, 약 35 내지 약 65% 사이 또는 약 40 내지 약 60% 사이일 수 있다.

  기재 물질

  기재 물질은 미세입자로부터 약제의 방출을 늦추는 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기재 물질은 특히 흡입 투여용으로 생분해성
물질이 바람직하지만 비생분해성 또는 생분해성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기재 물질은 결정성, 준결정성 또는 무정형일 수 있다. 기재 물질은 중합체, 지질, 염, 소수성 소분자 또는 그들의 혼합물
일 수 있다.

  특별한 제형의 요구에 따라, 약제는 다공성 입자에 존재하는 기재물질의 양 보다 더 많거나 더 적은 양으로 다공성 미세
입자 내에 존재할 수 있다.

  기재 물질은 최소 5% w/w의 미세입자를 포함한다. 미세입자에서 기재 물질의 함량은 5 내지 약 95 wt% 사이일 수 있다.
대포적인 실시 상태에 있어서, 기재 물질은 약 50 내지 90 wt%의 양으로 존재한다.

  대표적인 중합체는 폴리락트산, 폴리(글리코산) 및 폴리(락트산-코-글리코산) 등의 폴리(히드록시산), 폴리(락티드), 폴
리(글리코라이드), 폴리(락티드-코-글리코라이드), 폴리안하이드라이드, 폴리오쏘에스테르, 폴리아마이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등의 폴리알킬렌, 폴리(에틸렌글리콜) 등의 폴리일킬렌클리콜, 폴리(에틸렌옥사이드) 등의 폴리알킬렌옥
사이드, 폴리비닐알콜, 폴리비닐에테르, 폴리비닐피롤리돈, 폴리(부티르산), 폴리(발레르산), 및 폴리(락티드-코-카프로
락톤), 공중합체, 유도체 및 그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유도체"는 예컨대, 알킬, 알킬렌, 히드록시화, 산화
및 본 발명의 기술분야의 당업자에 의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기타 변경과 같이 화학기를 치환, 첨가한 중합체를 포함한
다.

  양호한 생분해성 중합체의 예는 락트산 및 글리콜산 등의 히드록시산의 중합체(폴리(락티드-코-글리코라이드) 포함) 및
PEG, 폴리안하이드라이드, 폴리(오쏘)에스테르, 폴리(부티르산), 폴리(발레르산), 폴리(락티드-코-카프로락톤), 이들의
혼합물 및 공중합체와의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양호한 천연 고분자의 예는 알부민, 피브리노겐, 겔라틴 및 예컨대 제인 등의 프롤라민 과 같은 단백질, 알지네이트, 셀룰
로오스 및 예컨대 폴리히드록시부티레이트 등의 폴리히드록시알카노에이트 등과 같은 폴리사카라이드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지질은 지방산 및 유도체, 모노-, 디- 및 트리글리세라이드, 인지질, 스핑고지질, 콜레스테롤 및 스테로이드 유
도체, 테르펜 및 비타민과 같은 부류의 분자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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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산 및 그들의 유도체는 포화 및 불포화 지방산, 홀수 및 짝수 지방산, 시스 및 트랜스 이성질체 및 알콜, 에스테르, 안
하이드라이드, 히드록시 지방산 및 프로스타글란딘을 포함하는 지방산 유도체를 포함한다. 유용한 포화 및 불포화 지방산
은 선형 또는 측쇄형으로 12 탄소원자 내지 22 탄소원자를 갖는 분자를 포함한다. 유용한 포화 지방산의 예는 라우르산,
미리스트산, 팔미트산 및 스테아르산을 포함한다. 유용한 불포화 지방산의 예는 라우르산, 피세테르산(physeteric acid),
미리스톨레산, 팔미토레산, 페트로셀린산 및 올레산을 포함한다. 유용한 측쇄 지방산의 예는 이소라우르산, 이소미리스트
산, 이소팔미트산, 이소스테아르산 및 이소프레노이드를 포함한다. 지방산 유도체는 12-( ( (7'-디에틸아미노쿠마린-3
일) 카보닐) 메틸아미노)-옥타데칸산, N-[12-( ( (7'디에틸아미노쿠마린-3-일) 카보닐) 메틸-아미노) 옥타데카노일]-
2- 아미노팔미트산, N 숙시닐-디올레오일포스파티딜에탄올 아민, 팔미토일- 호모시스테인 및/또는 그들의 결합체를 포
함한다. 유용한 모노, 디- 및 트리글리세라이드 또는 그들의 유도체는6 내지 24 탄소원자 사이의 지방산 또는 지방산의 혼
합물을 갖는 분자, 디갈락토실디글리세라이드, 1,2-디올레오일-sn- 글리세폴, 1, 2-디팔미토일-sn-3 숙시닐글리세롤
및 1, 3-디팔미토일-2-숙시닐글리세롤를 포함한다.

  하나의 양호한 실시 상태에 있어서, 기재 물질은 인지질 또는 인지질의 결합체를 포함한다. 유용한 인지질은 포스파티드
산, 포화 및 불포화 지질을 모두 갖는 포스파티딜콜린, 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 포스파티딜글리세롤, 포스파티딜세린, 포
스파티딜이노시톨, 리소포스파티딜 유도체, 카디오리핀 및 β-3-아실-y-알킬 인지질을 포함한다. 포스파티딜콜린의 예는
예컨대,디올레오일포스파티딜콜린,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콜린(DMPC), 디펜타데카노일포스파티딜콜린 디라우로일포
스파티딜콜린,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콜린(DPPC), 디스테아로일포스파티딜콜린(DSPC), 디아라키도일포스파티딜콜린
(DAPC), 디베헤노일포스파티딜콜린(DBPC), 디트리코사노일포스파티딜콜린(DTPC), 디리그노세로일파티딜콜린(DLPC)
및 디올레오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또는 1-헥사데실-2-팔미토일글리세로포스포에탄올아민 등의 포스파티딜에탄올아
민을 포함한다. 비대칭 아실 사슬을 갖는 합성 인지질(예컨대, 6탄소의 하나의 아실 사슬과 12탄소의 또하나의 아실 사슬
을 갖는다) 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의 예는 디카프릴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디옥타노일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 디라우로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DMPE),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에탄
올아민 (DPPE), 디팔미토레오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디스테아로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DSPE), 디올레오일포스파
티딜에탄올아민 및 디리네오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을 포함한다. 포스파티딜글리세롤의 예는 디카프릴포스파티딜글리
세롤, 디옥타노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라우로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DMPG), 디팔
미토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DPPG), 디팔미토레오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스테아로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DSPG), 디
올레오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및 디리네오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을 포함한다. 양호한 인지질로는 DMPC, DPPC, DAPC,
DSPC, DTPC, DBPC, DMPG, DPPG, DSPG, DMPE, DPPE 및 DSPE를 들 수 있다.

  인지질의 추가적인 예는 예컨대 알킬화되거나 폴리에틸렌 글리콜 (PEG)으로 개질된 헤드 그룹을 갖는 개질 인지질, 수소
화된 인지질, 다양한 헤드 그룹을 갖는 인지질(포스파티딜메탄올, 포스파티딜에탄올, 포스파티딜프로판올, 포스파티딜부
탄올 등 ), 디브로모 포스파티딜콜린, 모노 및 디피타노일 포스파티드, 모노 및 디아세틸레닉 포스파티드 및 PEG 포스파티
드를 포함한다.

  유용한 스핑고지질은 세라미드, 스핑고미엘린, 세레브로시드, 강글리오시드, 설파타이드 및 리소설파타이드를 포함한다.
스핑글로지질의 예는 강글리오시드 GM1 및GM2를 포함한다.

  유용한 스테로이드는 콜레스테롤, 황산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헤미숙시네이트, 6-(5-콜레스테롤 3β-일옥시)헥실-6-
아미노-6-데옥시-1-티오-α-D- 갈락토피라노시드, 6-(5-콜레스텐-3β-일옥시) 헥실-6-아미노-6-데옥시l-1-티오-
α-D 만노피라도시드 및 콜레스테릴 (4'-트리메틸 35 암모니오) 부타노에이트.

  유용한 지질 화합물은 토코페롤 및 유도체 및 스테아릴아민 등의 오일 및 파생 오일을 포함한다.

  기타 적당한 소수성 화합물은 트리토판, 티로신, 이소류신, 류신, 및 발린 등의 아미노산 및 알킬 파라벤, 예컨대, 메틸 파
라벤, 티록사폴 및 벤조산 등의 방향족 화합물을 포함한다..

  기재는 탄수화물 ( 모노 및 디사카라이드, 당 알콜 및 에스테르 등의 탄수화물 유도체 포함) 및 아미노산 등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소분자,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및 아마이드 등 그들의 유도체로 이루어질 수 있다.

  DOTMA 즉, N-[l-(2, 3-디올레오일옥시) 프로필-N, N, N-트리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 DOTAP 즉, 1,2-디올레오일
옥시-3-(트리메틸암모니오) 프로판 및 DOTB 즉, 1,2-디올레오일-3-(4'-트리메틸-암모니오) 부타노일-sn 글리세롤 등
다양한 양이온성 지질이 사용될 수 있다.

  미세입자에 무기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칼슘 클로라이드 또는 소듐 클로라이드 등의 금속염(무기염)이 미세입자에 존재
할 수 있으며 그 입자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나트륨, 칼륨, 리튬 및 철 등의 금속 이온
이 시트르산 및/또는 인지질을 포함하는 지질 등의 유기산과의 염형성을 위한 짝이온(counterion)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유
기산의 염의 예는 시트르산 나트륨, 아스코브산 나트륨, 글루콘산 마그네슘 및 글루콘산 나트륨을 포함한다. 란탄족원소,
전이금속, 알카리토금속 및 금속이온의 혼합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금속 이온이 그러한 복합체(complex)에 사용될 수 있
다. 트로메타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와 같은 유기염기의 염이 포함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미세입자는 유리산 또는 염의 형태로 하나이상의 카르복실산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염은 2
가 염일 수 있다. 카르복실레이트 부분은 친수성 카르복실산 또는 그들의 염일 수 있다. 적절한 카르복실산은 히드록시 디
카르복실산,히드록시트리카르복실산 등을 포함한다. 시트르산 및 시트르산염이 좋다. 염을 위한 적절한 짝이온은 나트륨
및 칼슘 등의 알카리토금속을 포함한다. 그러한 염은 입자의 제조 중에 칼슘 클로라이드 등의 일종의 염 및 유리산으로서
의 카르복실산의 결합체 또는 나트륨 염 등의 대체적 염 형태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계면활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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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다공성 미세입자는 추가적으로 하나이상의 계면활성제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계면활성
제"는 소수성 또는 양친매성(즉, 친수성 및 소수성 성분 또는 영역을 모두 포함)인 화합물이다.

  계면활성제는 미세입자 형성을 촉진시키거나, 그 미세입자의 표면성질을 개질하여 그 미세입자가 건조 분말 흡입기 또는
정량식 흡입기로 분산되는 방식을 바꾸거나, 기재 물질의 성질을 바꾸거나(예컨대, 기재의 소수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
킴) 또는 이들의 복합 작용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계면활성제는 "기재물질"을 형성하는 유사 물질 및 동일 물질과
는 구별되어야 한다. 다공성 미세입자에서 계면활성제의 함량은 일반적으로 미세입자의 약 10 중량% 보다 적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계면활성제는 지질을 포함한다. 유용한 지질은 지방산 및 유도체, 모노-, 디- 및 트리글
리세라이드, 인지질, 스핑고지질, 콜레스테롤 및 스테로이드 유도체, 테르펜, 프로스타글란딘 및 비타민 등과 같은 부류의
지질을 포함한다. 지방산 및 그들의 유도체는 포화 및 불포화 지방산, 홀수 및 짝수 지방산, 시스 및 트랜스 이성질체 및 알
콜, 에스테르, 안하이드라이드, 히드록시 지방산 및 지방산의 염을 포함하는 지방산 유도체를 포함한다. 유용한 포화 및 불
포화 지방산은 선형 또는 측쇄형으로 12 탄소원자 내지 22 탄소원자를 갖는 분자를 포함한다. 유용한 포화 지방산의 예는
라우르산, 미리스트산, 팔미트산 및 스테아르산을 포함한다. 유용한 불포화 지방산의 예는 라우르산, 피세테르산, 미리스
톨레산, 팔미토레산, 페트로셀린산 및 올레산을 포함한다.

  유용한 측쇄 지방산의 예는 이소라우르산, 이소미리스트산, 이소팔미트산, 이소스테아르산 및 이소프레노이드를 포함한
다. 지방산 유도체는12-( ( (7'-디에틸아미노쿠마린-3 일) 카보닐) 메틸아미노)-옥타데칸산, N-[12-( ( (7'디에틸아미노
쿠마린-3-일) 카보닐) 메틸-아미노) 옥타데카노일]-2-아미노팔미트산, N 숙시닐-디올레오일포스파티딜에탄올 아민 및
팔미토일- 호모시스테인 및/또는 그들의 결합체를 포함한다. 유용한 모노, 디- 및 트리글리세라이드 또는 그들의 유도체
는 6 내지 24 탄소원자 사이의 지방산 또는 지방산의 혼합물을 갖는 분자, 디갈락토실디글리세라이드, 1,2-디올레오일-
sn-글리세롤, 1,2-디팔미토일-sn-3 숙시닐글리세롤 및 1, 3-디팔미토일-2-숙시닐글리세롤을 포함한다.

  하나의 양호한 실시 상태에 있어서, 계면활성제는 인지질을 포함한다.

  유요한 인지질은 포스파티드산, 포화 및 불포화 지질을 갖는 포스파티딜콜린, 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 포스파티딜글리세
롤,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이노시톨,리소포스파티딜 유도체, 카디오리핀 및 β아실-y-알킬 인지질을 포함한다. 포스
파티딜콜린의 예는 예컨대 디올레오일포스파티딜콜린,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콜린 (DMPC), 디펜타데카노일포스파티
딜콜린 디라우로일포스파티딜콜린,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콜린 (DPPC), 디스테아로일포스파티딜콜린 (DSPC), 디아라키
도일포스파티딜콜린 (DAPC), 디베헤노일포스파티딜콜린 (DBPC), 디트리코사노일포스파티딜콜린 (DTPC), 디리그노세
로일파티딜콜린 (DLPC) 및 디올레오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또는 1-헥사데실-2--팔미토일글리세로포스포에탄올아민
등의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을 포함한다. 비대칭 아실 사슬을 갖는 합성 인지질(예컨대, 6탄소의 하나의 아실 사슬과 12탄
소의 또하나의 아실 사슬을 갖는다)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의 예는 디카프릴포스파티딜에탄올아
민, 디옥타노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디라우로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DMPE),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DPPE), 디팔미토레오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디스테아로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DSPE), 디올레오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및 디리네오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을 포함한다. 포스파티딜글리세롤의 예는
디카프릴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옥타노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라우로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
글리세롤 (DMPG),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DPPG), 디팔미토레오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스테아로일포스파티
딜글리세롤 (DSPG), 디올레오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및 디리네오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을 포함한다. 양호한 인지질은
DMPC, DPPC, DAPC, DSPC, DTPC, DBPC, DLPC, DMPG, DPPG, DSPG, DMPE, DPPE 및 DSPE을 포함하고 DPPC,
DAPC 및 DSPC가 가장 좋다.

  유용한 스핑고지질 세라미드, 스핑고미엘린, 세레브로시드, 강글리오시드, 설파타이드 및 리소설파타이드를 포함한다.
스핑글로지질의 예는 강글리오시드 GM1 및 GM2를 포함한다.

  유용한 스테로이드는 콜레스테롤, 황산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헤미숙시네이트, 6-(5-콜레스테롤 3β-일옥시)헥실-6-
아미노-6-데옥시-1-티오-α-D- 갈락토피라노시드,6-(5-콜레스텐-3β-일옥시)헥실-6-아미노-6-데옥시l-1-티오-α-
D 만노피라도시드 및 콜레스테릴 (4'-트리메틸 35 암모니오) 부타노에이트을 포함한다.

  유용한 지질 화합물은 토코페롤 및 유도체 및 스테아릴아민 등의 오일 및 파생 오일을 포함한다.

  DOTMA 즉, N-[l-(2, 3-디올레오일옥시) 프로필-N, N, N-트리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 DOTAP 즉, 1,2-디올레오일
옥시-3-(트리메틸암모니오) 프로판 및 DOTB 즉, 1,2-디올레오일-3-(4'-트리메틸-암모니오) 부타노일-sn 글리세롤 등
다양한 양이온성 지질이 사용될 수 있다.

  에톡시화된 소르비탄 에스테르, 소르비탄 에스테르, 지방산 염, 당 에스테르, 플루로닉스(pluronics), 테트로닉스
(tetronics), 에틸렌 옥사이드, 부틸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옥사이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모노 및
디아실 글리세롤, 모노 및 디아실 에틸렌 글리콜, 모노 및 디아실 소르비톨, 모노 및 디아실 글리세롤 숙시네이트, 알킬 아
실 포스파티드, 지방 알콜, 지방 아민s 및 그들의 염, 지방 에테르, 지방 에스테르, 지방 아마이드, 지방 카보네이트, 콜레스
테롤 에스테르, 콜레스테롤 아마이드 및 콜레스테롤 에테르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타 계면활성가 사용될 수 있다.

  음이온성 또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예는 알루미늄 모노스테아레이트, 암모늄 라우릴 설페이트, 칼슘 스테아레이트,
디옥틸 칼슘 설포숙시네이트, 디옥틸 포타슘 설포숙시네이트, 디옥틸 소듐 설포숙시네이트, 유화 왁스(emulsifying wax),
마그네슘 라우릴 설페이트, 포타슘 올레에이트, 소듐 캐스터 오일, 소듐 세토스테아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릴 에테르 설페
이트,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릴 설포아세테이트, 소듐 올레에이트, 소듐 스테아레이트, 소듐 스테아릴 푸마레이
트, 소듐 테트라데실 설페이트, 아연 올레에이트, 아연 스테아레이트,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세트리미드, 세트리미드 브로
마이드 및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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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본 발명에서 기술된 지속 방출형 제형의 다공성 미세입자 속에 여러 가지 약제를 채워 넣을 수 있다. "약제"는 치료제, 진
단제 또는 예방제이다. 본 발명에서 약제는 일반적으로 "약물" 또는 "활성제"로 불려질 수 있다. 약제는 예컨대, 단백질, 펩
티드, 당, 올리고당, 핵산 분자, 또는 기타 합성 또는 천연 시약일 수 있다. 약제는 무정형 상태, 결정성 상태 또는 그들의 혼
합물로 존재할 수 있다.

  적절한 약제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은 약제의 카테고리 및 예 그리고 대체적인 염 형태, 유리산 형태, 유리염기 형태
및 수화물 등의 이 약제들이 대체적인 형태를 포함한다.

  진통제/해열제 (예컨대,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소듐, 부프레노핀, 프록시펜 하이드로클로라이
드, 프록시펜 나프실레이트, 메페리딘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화이드로모르핀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
인, 디하이드로코데인비타트레이트, 펜타조신, 하이드로코돈 비타트레이트, 레보르판올, 디풀루니살, 트롤아민 살리실레
이트, 날부핀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메페남산, 부토르판올, 콜린 살리실레이트, 부탈비탈, 페닐토록스아민 시트레이트, 디
펜하이드라민 시트레이트, 메토트리메프라진, 신나메드린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펜타닐 및 메프로바메이트),

  항천식제 (예컨대, 테오필린, 아미노필린, 다이필린, 메타프로테레놀l 설페이트 및 아미노필린 등의 크산틴, 코로몰린 소
듐 및 네도크로밀 소듐 등의 비만세포 안정제, 이프라트로피움 브로마이드 등의 항콜린제, 부데소나이드, 베클로메타손 디
프로피오네이트, 플루소라이드,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 모메타손 및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등의 흡입용 겉질스
테로이드, 아콜레이트(zafirlukast) 및 질류톤 등의 류코트리엔 조절제, 메틸 프레드니소론, 프레드니소론, 프레드니손, 케
토티펜 및 트랙사녹스 등의 겉질스테로이드),

  항생제 (예컨대, 네오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클로람페니콜, 세팔로스포린, 암피실린, 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및 시
프로프록사신),

  항우울제 (예컨대, 네포팜, 옥시퍼어틴, 독세핀, 아목사핀, 트라조돈, 아미트립틸린, 마프로틸린, 페닐진, 데시프라민, 노
르트리프틸린, 트라닐시프로민, 플루옥세틴, 이미프라민, 이미프라민 파모에이트, 이소카르복사지드, 트리이미프라민 및
프로트리프틸린),

  당뇨병약 (예컨대, 비구아니드제 및 설포닐우레아 유도체),

  항진균제 (예컨대, 글리세오풀빈,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암포테리신 B, 니스타틴, 보리코나졸 및 칸디시딘),

  혈압강하제 (예컨대, 프로파놀올, 프로파페논, 옥시프레놀올, 니페디핀, 레세르핀, 트리메타판, 페녹시펜자민, 파르길린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데세르피딘, 드디아족사이드, 구아네티딘 모노설페이트, 미녹시딜, 레스신나민, 소듐 니트로프루시
드, 라우월피아 세르펜티나,알세록시론 및 펜톨아민),

  항염증제 (예컨대, (비-스테로이드계) 인도메타신, 케토프로펜,플루비프로펜, 나프록센, 이부프로펜, 라미페나존, 피록시
캄, (스테로이드계) 코르티손, 덱사메타손, 플루아자코르트, 셀레콕시브, 로페콕시브, 하이드로코르티손, 프레드니소론 및
프레드니손),

  항종양제 (예컨대, 사이클로포스파미드, 악티노마이신, 블레오마이신, 다우노루비신, 독소루비신, 에피루비신, 미토마이
신, 메토트렉세이트, 프루오로우라실, 카르보플라틴, 카르무스틴 (BCNU), 메틸-CCNU, 시스플라틴, 에토포시드, 캄프토
테신 및 그 유도체, 페테스테린, 파크리탁셀 및 그 유도체, 도세탁셀 및 그 유도체, 빈블라스틴, 빈크리스틴, 타목시펜 및 피
포설판),

  항불안제 (예컨대, 로라제팜, 부스피론, 프라제팜, 클로르디아제폭시드, 옥사제팜, 크롤라제페이트 디포타슘, 디아제팜,
히드록시진 파모에이트, 히드록시진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알프라졸암, 드로페리돌, 할라제팜, 클로르메자논 및 단트롤렌),

  면역억제제 (예컨대, 사이클로스포린, 아자티오프린, 미조리빈 및 FK506 (타크롤리무스) ),

  항편두통제 (예컨대, 에르고타민, 프로파놀올, 이소메테프텐 무케이트 및 디클로랄페나존),

  진정제/수면제 (예컨대, 펜토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및 세코바르비탈 등의 바르비튜레이트, 및 플루라제팜 하이드로클
로라이드 및 미다졸람 등의 벤조디아자핀),

  항협심증제 (예컨대, 니페디핀 및 딜티아젬 등의 베타-아드레날린 차단제, 칼슘 및 니트로글리세린, 이소소르비드 디나
이트레이트, 펜타에리트리톨 테트라나이트레이트 및 에리트리틸 테트라나이트레이트 등의 질산염),

  항정신병제 (예컨대, 할로페리돌, 록사핀 숙시네이트, 록사핀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티오리다진, 티오리다진 하이드로클
로라이드, 티오틱센, 플루페나진, 플루페나진 데카노에이트, 플루페나진 에난테이트, 트리플루오페라진, 클로로프로마진,
페르페나진, 리튬 시트레이트 및 프로클로로페라진),

  항조울증제 (예컨대, 리튬 카보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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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부정맥제 (예컨대, 브레틸륨 토실레이트, 에스모롤, 베라파밀, 아미오라론, 엔케나이드, 디곡신, 디지톡신, 멕시레틴,
디소프라미드 포스페이트, 프로카인아미드, 퀴니딘 설페이트, 퀴니딘 글루코네이트, 퀴니딘 폴리갈락투로네이트, 플래캐
나이드 아세테이트, 토개나이드 및 리도카인),

  항관절염제 (예컨대, 페닐부타존, 술린닥, 페니실라민, 살사레이트, 피록시캄, 아자티오프린, 인도메타신, 메트로페나메
이트, 골드 소듐 티오말레이트, 케토프로펜, 아우라노핀, 아우로티오글루코스 및 톨메틴 소듐),

  항통풍제 (예컨대, 콜히친 및 알로프리놀),

  항응고제 (예컨대, 헤파린, 헤파린 소듐 및 와파린 소듐),

  혈전용해제 (예컨대, 우로키나제, 스트렙토키나제 및 알테프라제),

  항섬유소용해제 (예컨대, 아미노카프로산),

  혈액순환 개선제 (예컨대, 펜톡시필린),

  항혈소판제 (예컨대, 아스피린),

  항경련제 (예컨대, 발프로산, 디발프로엑스 소듐, 페니토인, 페니토인 소듐, 클로나제팜, 프리미돈, 페노바르비톨, 카르바
마제핀, 아모바르비탈 소듐, 메트숙시미드, 메타르비탈, 메포바르비탈, 메페니토인, 펜숙시미드, 파라메타디온, 에토토인,
페나세미드, 세코바르비톨 소듐, 클로라제페이트 디포타슘 및 트리메타디온),

  항파킨슨병제 (예컨대, 에토숙시미드),

  항히스타민제/가려움약 (예컨대, 히드록시진, 디페닐하이드라민, 클로르페니라민, 브로모페니라민 메일리트, 사이프로헵
타딘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테르페나딘, 클레마스틴 푸마레이트, 트리프롤리딘, 카르비녹사민, 디페닐피랄린, 페닌다민, 아
자타딘, 트리펠렌나민, 덱스클로르페니라민 메일리트 및 메트디라진),

  칼슘 조절에 유용한 물질 (예컨대, 칼시토닌 및 파라티로이드 호르몬),

  항생제 (예컨대, 아미카신 설페이트, 아즈트레오남, 클로라암페니콜, 클로라암페니콜 팔미테이트, 시프로프록사신, 클린
다마이신, 클린다마이신 팔미테이트, 클린다마이신 포스페이트, 메트로니다졸, 메트로니다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겐타마
이신 설페이트, 린코마이신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토브라마이신 설페이트, 반코마이신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폴리믹신 B 설
페이트, 콜리스티메테이트 소듐 및 콜리스틴 설페이트),

  항바이러스제 (예컨대, 인터페론 알파, 베타 또는 감마, 지도부딘, 아만타딘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리발비린 및 아시클로
버),

  항균제 (예컨대, 세파졸린 소듐, 세파라딘, 세파클러, 세파피린 소듐, 세프티족심 소듐, 세포페라존 소듐, 세 j포테탄 디소
듐, 세프록심 아조틸, 세포탁심 소듐, 세파드록실 모노하이드레이트, 세파렉신, 세팔로틴 소듐, 세파렉신 하이드로클로라
이드 모노하이드레이트, 세파만돌 나페이트, 세폭시틴 소듐, 세포니시드 소듐, 세포라나이드, 세프트리악손 소듐, 세프타
지딤, 세파드록실, 세파라딘 및 세푸록심 소듐 등의 세팔로스포린류, 암피실린, 아목시실린, 페니실린 G 벤자딘, 시클라실
린, 암피실린 소듐, 페니실린 G 포타슘, 페니실린 V 포타슘, 피페라실린 소듐, 옥사실린 소듐, 베캄피실린 하이드로클로라
이드, 클록사실린 소듐, 티카르실린 디소듐, 아즐로실린 소듐, 카르베니실린 인다닐 소듐, 페니실린 G 프로케인, 메티실린
소듐 및 나프실린 소듐 등의 페니실린류, 에리트로마이신 에틸숙시네이트, 에리트로마이신, 에리트로마이신 에스톨레이
트, 에리트로마이신 락토비오네이트, 에리트로마이신 스테아레이트 및 에리트로마이신 에틸숙시네이트 등의 에리트로마
이신류, 및 테트라사이클린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데옥시사이클린 하이클레이트 및 미노사이클린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등
의 테트라사이클린류, 아지도마이신, 클라리트로마이신),

  항감염제 (예컨대, GM-CSF),

  기관지확장제 (예컨대, 에피네피린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메타프로테레놀 설페이트, 터부타린 설페이트, 이소에타린, 이
소에타린 메실레이트, 이소에타린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알부테롤 설페이트, 알부테롤, 비톨테롤 메실레이트, 이소프로테
레놀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터부타린 설페이트, 에피네피린 및 에피네피린 비타트레이트, 살부타몰, 포르모테롤, 살메테롤,
지나포에이트 및 피르부테롤 등의 교감신경흥분제),

  스테로이드계 화합물 및 호르몬 (예컨대, 다나졸, 테스토스테론 사이피오네이트, 플루옥시메스테론, 에틸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에나테이트, 메틸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및 테스토스테론 사이피오네이트 등의 안드로겐류, 에스
트라디올, 에스트로피페이트 및 짝지은 에스크로겐 등의 에스트로겐류, 메톡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 및 노레틴드론 아
세테이트 등의 프로게스틴류, 트리암시놀론, 베타메타손, 베타메타손 소듐 포스페이트, 덱사메타손, 덱사메타손 소듐 포스
페이트, 덱사메타손 아세테이트, 프레드니손, 메틸프레드니소론 아세테이트 현탁액,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 메틸프
레드니소론, 프레드니소론 소듐 포스페이트, 메틸프레드니소론 소듐 숙시네이트, 하이드로코르티손 소듐 숙시네이트, 트
리암시놀론 헥사세토나이드, 하이드로코르티손, 하이드로코르티손 사이피오네이트, 프레드니소론, 플루드로코르티손 아
세테이트, 파라메타손 아세테이트, 프레드니소론 테뷰테이트, 프레드니소론 아세테이트, 프레드니소론 소듐 포스페이트
및 하이드로코르티손 소듐 숙시네이트 등의 겉질스테로이드류 및 레보티록신 소듐 등의 갑상선 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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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당강하제 (예컨대, 사람 인슐린, 정화 식용육(purified beef) 인슐린, 정화 돼지고기 인슐린, 글리불리드, 클로르프로파
미드, 글리피지드, 톨부타미드 및 톨부자미드),

  고지혈증제 (예컨대, 클로피브레이트, 덱스트로티록신 소듐, 프로부콜, 프라바스티틴, 아토르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및 니
아신),

  단백질 (예컨대, DN아제, 알기나제, 슈퍼옥시드 디스무타제 및 리파제),

  핵산 (예컨대, 본 발명에서 기술된 단백질 중의 어느 것을 포함하여, 어떤 치료적으로 유용한 단백질을 암호화한 센스 또
는 안티-센스 핵산),

  적혈구생성 자극에 유용한 물질 (예컨대, 적혈구생성소),

  항궤양제/항역류제 (예컨대, 파모티딘, 시메티딘, 및 라니티딘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항구토유발제/항구토제 (예컨대, 메틀리진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나빌론, 프로클로르페라진, 디멘히드리네이트, 프로메타
진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티에틸페라진, 온단세트론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팔론스테론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및 스코폴라민),

  지용성 비타민 (예컨대, 비타민 A, D, E, K, 등),

  은 물론 미토속트란, 할로니트로소우레아스, 안트로사이클린, 및 엘리프티신 등의 기타 약제. 갖가지 부류의 유용한 약제
및 각 부류에 속하는 종류의 목록은 문헌[Martindale, The Extra Pharmacopoeia, 30th Ed. (The Pharmaceutical
Press, London 1993)]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겉질스테로이드를 포함한다.

  겉질스테로이드의 예는 부데소나이드,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 모메타손, 플루소
라이드 및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를 포함한다.

  또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기관지확장제를 포함한다.

  기관지확장제의 예는 알부테롤, 포르모테롤 및 살메테롤을 포함한다.

  또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항천식제를 포함한다.

  항천식제의 예는 코로몰린 소듐 및 이프라트로피움 브로마이드를 포함한다.

  더 추가된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테스토스테론, 프로게스테론 및 에스트라디올 등의 또다른 스테로이드를 포
함한다.

  또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류코트리엔 억제제 (아콜레이트 및 질류톤 등), 항생제 (세프프로질, 시프로
프록사신 및 아목시실린 등), 항진균제 (보리코나졸 및 이트라코나졸 등), 항종양제 (파크리탁셀 및 도세탁셀 등), 또는 펩
티드 또는 단백질 (인슐린, 칼시토닌, 류프로리드, 그라눌로사이트, 집락자극인자, 파라갑상선 호르몬 관련 펩티드, 성장
호르몬, 인터페론, 적혈구생성소 및 성장억제호르몬)을 포함한다.

  미세입자에서 약제의 함량은 입반적으로 약 1 내지 70 wt%이다. 대표적인 실시 상태에 있어서, 약제는 약 5 내지 50
wt%의 양으로 존재한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지속 방출형 제형은 둘 이상의 다른 약제를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둘 이상의
약제는 하나의 미세입자 속에 결합되어 그로부터 전달된다. 또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다른 약제 또는 약
제를 각 함유하는 둘 이상의 다른 미세입자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지속 방출을 위
한 최소 하나의 약제 및 즉시 방출을 위한 최소 하나의 다른 약제를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 상태에 있어서, 지속 방출형 제형은 각각 단일 약제를 함유하지만, 다른 다공도를 갖는 다른 미세입자의 혼
합물을 포함하며, 그 혼합물 중 어떤 입자들은 제1방출 프로필(예컨대, 대부분의 제1 약제가 2 내지 6시간 사이에 방출된
다)을 가지며 나머지 입자들은 제2 약제 방출 프로필(예컨대, 대부분의 제2 약제가 6 내지 12시간 또는 6 내지 24시간 사
이에 방출된다)을 갖는다

  RES에 의한 섭취를 억제하는 물질

  큰포식세포에 의한 미세입자의 섭취 또는 제거는 기하학적 입도(예컨대, > 3 ㎛ 포식작용을 저하시킨다)를 증가시킴을
통해서나, 중합체의 선택 및/또는 부착 또는 섭취를 최소화시키는 분자의 혼입이나 결합 또는 최소 하나의 글리콜이 표면
에 노출되도록 폴리(알킬렌 글리콜)을 기재 속에 혼입함으로써 저하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다. 예컨대, 미세입자에 의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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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부착은 미세입자의 표면에 공유 결합된 폴리(알킬렌 글리콜) 부분에 의해 최소화될 수 있다. 표면 폴리(알킬렌 글리콜)
부분은 입사의 표면 상에 단백질 흡수를 감소시키는 물에 대해 고친화성을 갖는다. 따라서, 망상내피계(reticulo-
endothelial system :RES) 에 의한 미세입자의 인식 및 섭취는 감소된다.

  하나의 방법에서, 폴리(알킬렌 글리콜)의 말단 히드록실기는 미세입자의 표면상에서, 생물학적으로 활성인 분자 또는 입
자의 전하, 친지성 또는 친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분자에 공유결합으로 부착된다.

  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유용한 방법이 미세입자에 많은 배위자 중 어느 것을 부착시켜 생체내(in vivo) 미세입자의 전달
성질, 안정성 또는 기타 성질을 강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충전제

  건조 분말 흡입기를 사용하여 폐 시스템에 투여하기 위하여, 공성 미세입자를 하나이상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충전제
와 결합하여(예컨대, 혼합하여) 건조 분말로 투여할 수 있다.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충전제의 예는 만니톨, 수크로스, 락토오스, 프룩토스 및 트레할로스 등의 당류 및 아미노산을 포
함한다. 유용한 아미노산은 글리신, 알기닌, 히스티딘, 트레오닌, 아스파라긴, 아스파트산, 세린, 글루타메이트, 프롤린, 시
스테인, 메티오닌, 발린, 류신, 이소류신, 트리토판, 페닐알라닌, 티로신, 리신, 알라닌 및 글루타민을 포함한다. 하나의 실
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충전제는 부피 평균 크기가 10 내지 500 ㎛인 입자를 포함한다.

  현탁화제

  페 시스템으로의 투여를 위해, 다공성 미세입자는 정량식 흡입기 속에서 액체인 하나이상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현탁
화제로 현탁되어, 정량식 흡입기를 통해 투여될 수 있다.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현탁화제의 예는 클로로플루오로카본 및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을 포함한다. 정량식 흡입기에서
사용을 위한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현탁화제의 예는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 (HFA-134a 및 HFA-227 등) 및 클로로플루
오로카본 (CFC-11, CFC-12, 및 CFC-114 등)을 포함한다. 현탁화제의 혼합물이 사용될 수 있다.

  다공성 미세입자 및 지속 방출형 제형의 제조

  대표적인 실시 상태에 있어서, 다공성 미세입자는 다음 공정 즉, (1) 기재 물질을 휘발성 용매에 녹여 기재 물질 용액을
만드는 공정 (2) 상기 기재 물질의 용액에 약제를 첨가하는 공정 (3) 필요에 따라, 상기 기재 물질의 용액에 약제와 최소 하
나의 기공형성제를 결합시켜 에멀션, 현탁액 또는 제2 용액을 형성하도록 유화시키는 공정 및 (4) 만약 존재한다면, 상기
휘발성 용매 및 기공형성제를 상기 에멀션, 현탁액 또는 제2 용액으로부터 제거하여 약제와 기재물질로 이루어지는 다공
성 미세입자를 생산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된다. 상기 방법은 폐속으로 제형을 흡입할 시 미세입자로부터
치료적으로 또는 예방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약제를 최소 2시간 동안 폐에서 방출하는 미세입자를 생산한다.

  다공성 미세입자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은 다음에 기술된 바와 같이 용융압출법, 분무건조법, 유동층 건조법,
용매 추출법, 핫멜트 캡슐화법 및 용매 증발법을 포함한다. 가장 양호한 실시 상태에 있어서, 미세입자는 분무건조법에 의
해 제조된다. 약제는 고체 입자, 액체 방울로서 기재 내에 혼입되거나 기재 물질 용매에 약제를 녹임으로써 기재 내에 혼입
될 수 있다. 만약 약제가 고체라면, 약제는 기재 물질 용액에 첨가되는 고체 입자로서 캡슐화되거나 또는 캡슐화 전에 기재
물질 용액으로 에멀션화된 수용액에 용해될 수 있으며 또한, 고체 약제는 기재 물질 용매에서 기재물질과 함께 용해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기재 물질의 용액에서 약제와 하나 이상의 계면활성제를 결합시키는 공정을 추
가적으로 포함한다. 지속 방출형 제형을 제조하기 위한 상기 방법의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다공성 미세
입자를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충전제와 혼합하는 공정을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상기 기재 물질은 생체적합성 합성 중합체를 포함하고 상기 휘발성 용매는 유기 용매를 포함한다. 또
하나의 실시예에서, 상기 기공형성제는 약제/기재 용액과 결합될 때 수용액의 형태로 존재한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에멀션, 현탁액 또는 제2용액으로부터 상기 휘발성 용매 및 상기 기공형성제를 제거하
는 공정은 분무건조법, 증발법, 유동층 건조법, 동결건조법, 진공건조법 또는 그들의 결합으로부터 선택된 공정을 사용하
여 수행된다.

  용매 증발법

  이 방법에서는 기재 물질과 약제가 메틸렌 클로라이드 등의 휘발성 유기 용매에 용해된다. 기공형성제가 고체 또는 액체
로 상기 용액에 첨가된다. 활성화제가 상기 중합체 용액에 고체 또는 용액으로 첨가될 수 있다. 상기 용액을 초음파 처리하
거나 균질화하여 생성된 분산물 또는 에멀션을 TWEEN 20, TWEEN 80, PEG 또는 폴리 (비닐알콜) 등의 표면 활성제를
함유할 수 있는 수용액에 첨가하고 균질화하여 에멀션을 생성시킨다. 유기 용매의 대부분이 증발되고 미세입자가 남겨질
때까지 생성된 에멀션을 교반한다. 에멀션 방울 크기를 제어함으로써 상이한 기하학적 크기와 형태를 갖는 미세입자를 이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용매 건조법은 문헌 [Mathiowitz, et al., J. Scanning Microscopy, 4: 329 (1990), Beck, et
al. , Fertil. Steril., 31: 545 (1979), 및 Benita, et al. , J. Pharm.Sci., 73: 1721 (1984)]에 기술되어 있다.

  특히 폴리안하이드라이드 등 가수분해에 불안정한 중합체는 물의 존재로 인하여 제조 공정 중에 분해될 수 있다. 이러한
중합체에 대해서는 완전히 유기 용매에서 수행되는 다음의 두 방법이 보다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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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멜트 미세캡슐화법

  이 방법에서, 기재 물질과 약제를 우선 용융하고 그 다음 고체 또는 액체 활성제와 혼합시킨다. 기공형성제를 고체로 또
는 용액으로 상기 용액에 첨가할 수 있다. 상기 혼합물을 비혼하성 용매(실리콘 오일 등)에서 현탁시키고 계속적으로 교반
하면서 중합체의 융점보다 5 ℃ 높은 온도까지 가열한다. 일단 에멀션이 안정화되면, 중합체 입자가 고화될 때가지 냉각시
킨다. 생성된 미세입자를 페트롤륨 에테르 등의 중합체 비용매로 데칸테이션(decantation)에 의해 세척하여 자유유동 분
말을 얻는다. 핫-멜트 미세캡슐화는 문헌[by Mathiowitz, et al., Reactive Polymers, 6: 275 (1987)]에 기술되어 있다.

  용매 제거법

  이 기술은 주로 가수분해에 불안정한 물질에 대해 개발되었다. 이 방법에서, 고체 또는 액체 약제를 메틸렌 클로라이드와
같은 휘발성 유기 용매에서 선택된 기재물질 및 약제의 용액에 분산시키거나 용해시킨다. 이 혼합물을 유기 오일(실리콘
오일 등)에서 교반하여 현탁시키켜 에멀션을 형성시킨다. 이 기술에 의해 생성된 입자의 외부 형태(morphology)는 사용된
중합체의 종류에 상당히 의존한다

  미세입자의 분무 건조법

  미세 입자는 다음 공정 즉, (1) 기재 물질 및 필요에 따라 계면활성제를 휘발성 용매에 용해하여 기재 물질 용액을 만드는
공정, (2) 상기 기재물질의 용액에 약제를 첨가하는 공정, (3) 필요에 따라 상기 기재물질 용액에 상기 약제와 최소 하나의
기공형성제를 결합시키는 공정, (4) 상기 약제, 상기 기재물질 용액 및 필요에 따른 상기 기공형성제로부터 에멀션, 현탁액
또는 제2용액을 제조하는 공정 및 (5) 상기 에멀션, 현탁액 또는 용액을 분무건조시켜 존재한다면 상기 휘발성 용매 및 상
기 기공형성제를 제거하여 다공성 미세입자를 형성시키는 공정을 포함하는 방법에 의한 분무 건조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
다. 본 발명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기재 물질 및 약제를 함유하는 에멀션, 현탁액 또는 용액을 “분무 건조”하는 공정은 에
멀션, 현탁액 또는 용액을 화인 미스트(fine mist)를 형성하도록 안개모양으로 만들고 온도 제어된 운송 가스와 직접 접촉
시켜 건조시키는 공정을 말한다. 기술분야에서 유용한 분무 건조 장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에
멀션, 현탁액 또는 용액은 분무 건조기의 흡기구(inlet port)를 통해 전달되고, 건조기 내에 튜브를 통과한 다음 출기구
(outlet port)를 통해 안개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온도는 사용되는 가스 또느 기재물질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흡기구와 출
기구의 온도는 원하는 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제어될 수 있다.

  형성된 미세입자의 기하학적 크기는 기재물질 용액을 분무하는 데 사용된 분무기(atomizer), 분무기 압력, 유속, 사용된
기재물질, 기재물질 농도, 용매의 종류 및 분무 온도(입구 및 출구 온도 모두)의 함수이다. 1내지 10 마이크론 사이의 범위
에 있는 미세입자가 얻어질 수 있다.

  만약 약제가 고체라면, 그 약제는 분무 전에 기재물질 용액에 첨가되는 고체 입자로 캡슐화될 수 있다. 또한 그 약제는 용
매에 용해된 다음 분무 전에 기재물질 용액으로 에멀션화될 수 있다. 또한 그 고체는 분무 전에 적당한 용매에서 기재물질
과 함께 용해될 수 있다.

  다공성 미세입자를 제조하기 위한 시약

  다공성 미세입자를 만드는에 사용되는 어떤 시약은 기재 물질용 용매, 약제용 용매 또는 운반체(vehicle), 기공형성제 및
미세입자 형성을 돕는 갖가지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다.

  용매

  기재 물질용 용매는 기재물질의 용해성 및 전달될 약제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은 물론 그것의 생체적합성을 기초로 하여
선택된다. 예컨대, 기재물질이 용매에서 쉽게 용해되는지 그리고 전달될 약제에 대해 용매가 해로운 작용을 하는지가 기재
물질 용매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할 인자이다. 수용해성 중합체로부터 기재를 제조하는데 수성 용매를 사용할 수 있다. 유
기 용매는 소수성 또는 다소 친수성인 기재 물질을 용해시키는데 일반적을 사용될 것이다. 수성 및 유기 용매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양호한 유기 용매는 휘발성이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끓는점을 갖거나 또는 진공하에서 제거될 수 있
어서, 메틸렌 클로라이드와 같이 미량으로 사람에게 투여해도 허용가능하다. 에틸아세테이트, 에탄올, 메탄올, 디메틸 포
름 아마이드(DMF), 아세톤, 아세토니트릴, 테트라하이드로퓨란(THF), 아세트산, 디메틸 설폭사이드(DMSO) 및 클로로포
름 등의 기타 용매 및 그들의 결합체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양호한 용매는 Federal Register vol. 62, number 85, pp.
24301-09 (May 1997)에 발표된 것처럼 식품 및 약물 관리국(the Food 및 Drug Administration)에 의해 3등급 잔류 용
매로 평가된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기재물질은 용매에 용해되어 농도가 부피에 대해 0.1 내지 50% 중량(w/v), 더 좋기로
는 0.25 내지 30%인 기재물질 용액을 형성한다. 그 다음 상기 기재 물질용액을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은 과정을 진행하여
약제를 함유한 기재를 얻는다.

  미세입자 형성을 돕는 계면활성제

  여러 가지의 계면활성제가 기재물질을 함유한 용액, 현탁액, 또는 에멀션에 첨가되어 미세입자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만약 에멀션이 기재의 제조 중에 사용된다면, 상기 계면활성제는 유화제로서 에멀션 중의 어느 상에 첨가될 수 있다. 사용
될 수 있는 예시적인 유화제 또는 계면활성제(예컨대, 약제 및 기재물질의 중량에 대해 약 0.1 내지 5 % 사이)는 대부분의
생리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화제를 포함한다. 예는 타우로데옥시콜레이트 및 콜산 등의 아미노산과 짝지어진 및 짝지어지
지 않은 천연형 및 합성형의 담즙산염(bile salt) 및 담즙산(bile acid)을 포함한다. 인지질은 레시틴 등의 천연 혼합물을 포
함하여 혼합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계면활성제들은 단지 유화제 및 그런 형태의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입자
의 기재 전체에 분산된다.

  미세입자 분산을 촉진시키는 첨가제

공개특허 10-2005-0056222

- 13 -



  미세입자의 조성은 미세입자가 계면활성제 구조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시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면활성제를 포
함할 수 있으며, 그것은 건조 분말 흡입기 또는 정량식 흡입기를 통한 투여를 위한 미세입자의 분산을 촉진시킬 것이다. 분
산 촉진용 계면활성제를 미세입자의 제조 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안으로, 미세입자를 생성 후 계면활성제로 코팅할 수
도 있다. 사용할 수 있는유용한 계면활성제(예컨대, 약제 및 기재물질의 무게에 대하여 약 0.1 내지 5% 사이)는 인지질, 지
방산의 염 및 폴리소르베이트 80 등의 PEG 단위를 함유하는 분자들을 포함한다.

  다공도의 제어

  미세입자의 다공도는 기재물질 용액에서 약제의 고체 함량을 조절하거나 기재 용매가 제거되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또는
상기 방법들을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미세입자의 제조 중에 제어할 수 있다. 고체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세입자의 다
공도는 더 낮아진다. 대안으로, 아래 기술한 것처럼 제조 중 미세입자의 다공도를 조절하는데 기공형성제를 사용할 수 있
다. 기공형성제는 생성되는 기재에 다공성을 부여하기 위해 공정중에 사용되는 휘발성 물질이다. 상기 기공형성제는 휘발
가능한 고체 또는 휘발가능한 액체일 수 있다.

  액체 기공형성제

  액체 기공형성제는 기재물질 용매와 비혼화성이어야 하며 약제 및 기재물질과 상용성인 공정 조건하에서 휘발가능해야
한다. 기공 형성을 달성하기 위해, 상기 기공형성제는 우선 기재물질 용액에서 약제와 함께 에멀션화된다. 그 다음, 상기
에멀션은 증발법, 진공 건조법, 분무 건조법 또는 유동층 건조법, 동결건조법 또는 이 기술들이 결합을 사용하여 기재물질
용매 및 상기 기공형성제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공정을 추가적으로 거친다.

  액체 기공형성제의 선택은 기재물질 용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대표적인 액체 기공형성제는 물, 디클로로메탄, 에탄올,
메탄올 또는 이소프로탄올 등의 알코올, 아세톤, 에틸아세테이트, 에틸포메이트, 디메틸설폭사이드, 아세토니트릴, 톨루
엔, 크실렌, 디메틸포름아마이드, THF, 디에틸 에테르 또는 디옥산 등의 에테르, 포름아마이드, 아세트산, 메틸 에틸 케톤,
피리딘, 헥산, 펜탄, 퓨란, 물, 액상 과불화탄소 및 사이클로헥산을 포함한다.

  상기 액체 기공형성제는 약제 용매 에멀션이 1내지 50% (v/v), 좋게는 5내지 25% (v/v) 사이에 양으로 사용된다.

  고체 기공형성제

  고체 기공형성제는 약제 또는 기재물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공정 조건 하에서 휘발가능해야 한다. 상기 고체 기공형성제
는 (i) 약제를 함유한 기재물질 용액에 용해될 수 있거나 (ii) 기재물질 용매와 혼화될 수 없는 용매에 용해되어 나중에 약제
를 함유한 기재물질 용액과 에멀션화되는 용액을 형성하거나, 또는 (iii) 약제를 함유한 기재물질 용액에 고체 입자로서 첨
가될 수 있다. 상기 약제/기재 물질용액에 들어있는 기공형성제의 용액, 에멀션, 또는 현탁액은 그 다음 증발법, 진공 건조
법, 분무 건조법 또는 유동층 건조법, 동결건조법 또는 이 기술들이 결합을 사용하여 기재물질 용매, 기공형성제 및 적당하
다면, 기공형성제용 용매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공정을 추가적으로 거친다. 기재 물질을 침전시킨 후, 경화
된 미세입자를 냉동 및 동결건조시켜 미세캡슐화 공정 중에 제거되지 않은 기공형성제를 제거할 수 있다.

  양호한 실시 상태에 있어서, 상기 고체 기공형성제는 휘발성 산과 결합된 휘발성 염기의 염과 같은 휘발성 염이다. 휘발
성 염은 가해지는 열 및 진공을 사용하여 고체 또는 액체로부터 기체 상태로 변형될 수 있는 물질이다.

  휘발성 염기의 예는 암모니아, 메틸아민, 에틸아민, 디메틸아민, 디에틸아민, 메틸에틸아민, 트리메틸아민, 트리에틸아민
및 피리딘을 포함한다.

  휘발성 산의 예는 탄산, 염산, 브롬화수소산, 요오드화수소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및 벤조산을 포함한다.

  양호한 휘발성 염은 암모늄 바이카보네이트, 암모늄 아세테이트, 암모늄 클로라이드, 암모늄 벤조에이트 및 그들의 혼합
물을 포함한다. 고체 기공형성제의 기타 예는 요오드, 페놀, 벤조산(염으로서가 아니라 산으로서), 캠퍼(camphor) 및 나프
탈렌을 포함한다.

  상기 고체 기공형성제는 약제와 기재물질의 5 내지 1000% (w/w), 좋기로는 10 내지 600% (w/w), 더 좋기로는 10 내지
100% (w/w) 사이의 양으로 사용한다.

  다공성 미세입자를 투여하는 방법

  본 발명에서 양호하게 기술된 지속 방출형 제형은 경구 흡입 예컨대, 환자가 건조 분말형의 제형을 적절한 흡입기를 사용
하여 흡입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폐로 투여한다. 공기 중에 약제 또는 분사제를 분산시키는 약제용 건조 분말 흡입기는
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공지되어 있다. 예컨대, 미국특허 제5,327,883호, 제5,577,497호 및 제6,060,069호를 참조하라.
흡입기의 종류는 건조분말 흡입기(DPIs), 정량식 흡입기(MDIs) 및 분무기를 포함한다. 이들 중 일부의 상업적 실시 태양
으로는 SPIROSTM DPI (Dura Pharmaceutical, Inc. US), ROTOHALERTM, TURBUHALERTM (Astra SE),
CYCLOHALERTM (Pharmachemie B. V.), FLOWCAPSTM (Hovione) 및VENTODISK TM (Glaxo, UK)을 들 수 있다. 건
조 분말 흡입기를 사용한 폐 시스템으로의 투여를 위하여, 다공성 미세입자를 하나이상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충전제
와 결합하여(예컨대, 혼합하여) 건조 분말로서 투여할 수 있다.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충전제의 예는 만니톨, 수크로스,
락토오스, 프룩토스 및 트레할로스 등의 당 및 아미노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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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충전제가 있거나 없는 지속 방출형 제형을 단위 복용 담체 (예컨대, 겔라틴, 하이드로프로필
메틸셀로스 또는 플라스틱 캡슐, 또는 수포(水疱))에 넣은 다음 기류 속으로의 분산에 의해 건조 분말 제형을 분무주입
(aerosolization)하는 것을 고려한 적당한 흡입기 내에 놓고 에어로졸(aerosol)을 형성시키며, 이 에어로졸을 부착 흡입구
(mouthpiece)를 갖는 챔버에 담는다. 환자는 상기 에어로졸을 흡입구를 통해 흡입하여 약제 전달 및 치료를 시작한다.

  또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지속 방출형 제형은 정량식 흡입기 제형을 형성하기 위해 종래의 정량식 흡입기 내에 액
체인 하나이상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현탁화제를 포함한다.

  정량식 흡입기 용도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현탁화제는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HFA-134a 및 HFA-227 등) 및 클로
로플루오로카본 (CFC-11, CFC-12 및 CFC-114 등)을 포함한다. 상기 현탁화제의 혼합물이 사용될 수도 있다.

  치료

  지속 방출형 제형은 여러 가지 흡입 약제 전달용으로 유용하다. 상기 사용은 폐의 국소 전달 또는 치료용이거나 또는 폐
를 통한 전신 전달용(치료 또는 예방용)일 수 있다. 경구 또는 주입 경로를 통한 전신 약제 전달에 비하여, 폐를 통한 호흡
약제의 국소 전달은 약제가 환부에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은 복용량의 약제를 필요로 하고 전신 독성을
최소화시킨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지속 방출형 제형은 호흡기 질환의 치료에 유용하다. 예로는 천식, COPD, 낭성
섬유증 및 폐암을 들 수 있다.

  하나의 실시 상태에 있어서, 본 발명에서 기술된 지속 방출형 제형의 투여는 의도된 방출 기간(하루 한번 또는 두번 복용
으로 2 내지 24시간까지) 동안 거의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 국소 또는 혈장 농도를 제공한다. 지속 방출형 제형은 환자가 빈
번하지는 않지만 천식과 같은 질병을 치료받고 더 연장되고 안정된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술한 방법 및 조성은 다음의 비제한적 실시예를 참조하여 더 잘 이해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미세입자의 다공도 퍼센트에 대한 부데소나이드의 5.5시간 후 시험관 내에(in vitro) 방출 퍼센트의 그래프도이
다.

  도 2은 미세입자의 다공도 퍼센트에 대한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의 5.5시간 후 시험관 내에 방출 퍼센트의 그래프도
이다.

  도 3은 미세입자의 다공도 퍼센트에 대한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의 24시간 후 시험관 내에 방출 퍼센트의 그래프도
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공성 미세입자를 포함하는 지속 방출형 제형의 하나의 구체예에 대해 시판되는 즉방형 제형
(Pulmicort)을 비교하여, 복용 후 시간에 따른 부데노 사이드(실제 흡입량에 맞춤)의 혈장 프로필을 나타낸 그래프도이다.

실시예

  미세입자의 다공도가 결정된 아래의 실시예에서는 다음 공정을 사용하였다. 미세입자에 대한 TAP 밀도 (tap 밀도의 측
정값으로서 횡단면 압력 밀도(Transaxial Pressure Density))는 Micromeritics GeoPyc Model 1360을 사용하여 결정
하였다. 미세입자에 대한 포락선 밀도는 TAP 밀도 (방정식5)로부터 추정하였다. 절대 밀도는 Micromeritics AccuPyc
Model을 사용한 헬륨 침투법에 의해 결정하였다. 중합체, 약제 및 인지질의 절대 밀도를 결정하고 중량 평균 값을 미세입
자의 절대 밀도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다공도는 상기 방정식 6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였다. 퍼센트 다공도를 보고하는 경
우, 다공도의 값에(방정식 6을 기초로 함) 100%를 곱해 주었다.

  아래의 실시예에서, 시험관내 약제 방출 속도는 다음 공정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현탁액에서 명목 약제 농도가 1 mg/
mL가 되도록 미세입자를 PBS-SDS(인산염완충식염수-0.05%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에서 현탁시켰다. 그 다음 상기 현탁
액이 시료를 37℃에서 큰 부피의 PBS-SDS에 첨가하여 100% 방출시 이론적 약제 농도가 0.75 ㎍/mL가 되도록 하였다.
생성된 희석 현탁액을 흔들의자(rocker) 위의 배양기(incubator)에서 37℃로 유지하였다. 미세입자로부터 약제의 방출 속
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방출 배지의 시료를 시간, 용액으로부터 분리되 미세입자 및 용액 약제 농도에 따라 취하고 검출기
를 장착한 HPLC로 부데소나이드에 대해서는 254 nm 또는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에 대해서는 238 nm에서 관찰하였
다. 칼럼은 J'Sphere ODS-H80 (250 x 4.6 mm, 4 ㎛)이었다. 유동상은 물-에탄올(64: 36)로 이루어진 등용매(isocratic)
시스템이였으며, 0.8 mL/min의 유속으로 작동하였다. 아래의 실시예에서, 기하학적 입도가 기술되는 경우, 부피 평균 크
기는 50 ㎛ 구멍(aperture)을 갖는 Coulter Multisizer I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분말을 Pluronic F127 및 만니톨을 함유한 수성 운반체에 보텍싱(vortexing) 또는 초음파 처리법을 사용하여 분산시켰
다. 그 다음 생성된 현탁액을 분석용 전해질로 희석시켰다.

  실시예 1: 부데소나이드 방출에 대한 미세입자 다공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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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이 입수한 물질들을 사용하여 부데소나이드를 함유한 미세구를 제조하였다. 부데소나이드는 FarmaBios S. R.
L. (Pavia, Italy), 인지질 (DPPC)은 Avanti Polar Lipids Inc. (Alabaster, AL), 중합체 (PLGA)는 BI Chemicals
(Petersburg, VA), 암모늄 바이카보네이트는 Spectrum Chemicals (Gardena, CA) 그리고 메틸렌 클로라이드는 EM
Science (Gibbstown, NJ)로부터 입수하였다.

  미세구를 함유하는 여섯개의 상이한 로트(lot)의 부데노사이드(Bl 내지 B6)를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각 미세구 로트
(B1-B4 및 B6)에 대하여, 8.0 g의 PLGA, 0.72 g 의 DPPC 및 2.2 g 의 부데소나이드를 20 ℃에서 364 mL의 메틸렌 클
로라이드에 용해시켰다. 로트 B5에 대해서는, 36. 0 g의 PLGA, 2.16 g의 DPPC 및 9.9g의 부데소나이드를 20 ℃ 에서
1764 mL의 메틸렌 클로라이드에 용해시켰다. 로트 B1은 기공형성제 없이 제조하였으며, 분무 건조법에서의 용액의 처리
조건 및 고체 함량을 미세입자의 다공도를 부여하는데 사용하였다. 로트 B1보다 더 큰 다공성을 갖는 미세구를 만들기 위
해 로트 B2-B6은 기공형성제인 암모늄 바이카보네이트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로트 B2-B6에 대해서, 기공형성제의 원
액은 4.0 g의 암모늄 바이카보네이트를 20 ℃에서 36 mL의 RO/DI 물에 녹여서 제조하였다. 각 로트에 대해서, 상이한 비
율의 암모늄 바이카보네이트 원액을 전술한 약제/중합체 용액과 합쳐서(부피 기공형성제: 약제/중합체 용액: B2: 1: 49,
B3: 1: 24, B4: 1: 10, B5: 1: 49, B6: 1: 19), 로터-시테이터(rotor-stator) 균질화기로 에멀션화시켰다. 생성된 에멀션을
기류분무식(air-atomizing) 노즐 및 건조 가스로 질소를 사용하는 탁상형 분무 건조기에서 분무 건조시켰다. 분무 건조 조
건은 다음과 같았다. 에멀션 유속은 20 mL/min, 건조 가스 속도는 60 kg/hr 그리고 출구 온도는 21 ℃이었다. 산물 수집
용기를 분무 건조기에서 탈착시키고, 진공 펌프에 부착시켜서 최소 18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도 1은 다공도에 대한 5.5시간 후 시험관 내에서(in vitro) 방출된 부데소나이드의 퍼센트에 대한 그래프도이다. 표 1은
도 1에 나타난 로트들에 대한 가하학적 크기, 밀도 및 다공도 데이터를 나타낸다.

  

표 1.
미세구를 함유한 부데노사이드의 기하학적 크기, 탭 밀도 및 다공도.

 로트#  기하학적 크기(㎛)  탭 밀도(g/mL)  다공도×100%
 B4  2.3  0.22  81
 B3  2.1  0.44  61
 B2  2.5  0.53  53
 B1  1.7  0.68  40

  표 2는 24시간 후 방출되는 퍼센트 부데노사이드에 대한 다공도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예시한다.

  

표 2.
24시간 후 부데노사이드 방출에 대한 다공도의 효과

 로트#  다공도×100%  24시간 후 부데소나이드 방출%
 B6  57.8  86.5
 B5  46.1  58.9

  상기 시험관내 부데소나이드 방출 데이터는 일정한 기간후 방출되는 약제의 양을 제어하는 데 다공도의 제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초기 방출을 지나서 상당한 약제의 방출이 일어나고 대부분의 약제는 24시간 내에 방출되
도록 하기 위해 다공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지를 증명한다.

  실시예 2: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방출에 대한 미세입자 다공도의 효과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를 함유한 미세구를 다음과 같이 입수한 물질들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플루티카손 프로피
오네이트는 Cipla Ltd. (Mumbai, India), 인지질 (DPPC)은 Chemi S. p. A. (Milan, Italy), 중합체 (PLGA)는 BI
Chemicals (Petersburg, VA), 암모늄 바이카보네이트는 Spectrum Chemicals (Gardena, CA) 그리고 메틸렌 클로라이
드는 EM Science (Gibbstown, NJ)로부터 입수하였다.

  미세구를 함유하는 여섯개의 상이한 로트의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Fl 내지 F6)를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각 미세
구 로트에 대하여, 8.0 g의 PLGA, 0.18 g의 DPPC 및 88 g 의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를 20 ℃에서 136 mL의 메틸렌
클로라이드에 용해시켰다. 로트 F1은 기공형성제 없이 제조하였으며, 분무 건조법에서의 용액의 처리 조건 및 고체 함량
을 사용하여 미세입자의 다공도를 부여하였다. 로트 F1보다 더 큰 다공성을 갖는 미세구를 만들기 위해 로트 F2-F6은 기
공형성제인 암모늄 바이카보네이트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기공형성제의 원액은 2.22 g의 암모늄 바이카보네이트를
20 ℃에서 20 g의 RO/DI 물에 녹여서 제조하였다. 각 로트에 대해서, 상이한 비율의 암모늄 바이카보네이트 원액을 약제/
중합체 용액과 합친(부피 암모늄 바이카보네이트 용액: 부피 약제/중합체 용액: F2: 1: 74, F3: 1: 49, F4: 1: 24, F5: 1:
14, F6: 1: 10) 다음, 그 혼합물을 로터-스테이터 균질화기로 에멀션화시켰다. 생성된 에멀션을 기류분무식 노즐 및 건조
가스로 질소를 사용하는 탁상형 분무 건조기에서 분무 건조시켰다. 분무 건조 조건은 다음과 같다. 에멀션 유속은 20 mL/
min, 건조 가스 속도는 60 kg/hr 그리고 출구 온도는 21 ℃이었다. 산물 수집 용기를 분무 건조기에서 탈착시키고, 진공 펌
프에 부착시켜서 최소 18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도 2와 3은 각각 5.5시간 후 및 24시간 후 다공도에 대한 시험관 내에서(in vitro) 방출된 플루티카손의 퍼센트에 대한 그
래프도이다. 표 3은 도 2 및 3에 나타난 방출 물질들에 대한 가하학적 크기, 밀도 및 다공도 데이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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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세구를 함유한 플루카티손 프로피오네이트의 기하학적 크기, 탭 밀도 및 다공도.

 로트#  기하학적 크기(㎛)  탭 밀도(g/mL)  다공도×100%
 F6  3.8  0.31  73
 F5  3.5  0.31  73
 F4  3.4  0.56  51
 F3  2.7  0.59  48
 F2  3.1  0.72  37
 F1  3.1  0.82  28

  상기 시험관내 플루카티손 프로피오네이트 방출 데이터는 일정한 기간후 방출되는 약제의 양을 제어하는 데 다공도를 어
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당한 약제의 방출을 보증하기 위해 다공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지를 증명한다

  실시예 3: 사람 임상시험용 방사성표지(Radiolabeled) 부데소나이드 함유 미세구의 제조.

  부데소나이드 함유 미세구를 다음과 같이 입수한 물질들을 사용하여 실시예 1에 기술된 로트 B5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
조하였다. 부데소나이드는 FarmaBios S. R. L.(Pavia, Italy), 인지질 (DPPC)은 Chemi S. p. A. (Milan, Italy), 중합체
(PLGA)는 BI Chemicals (Petersburg, VA), 암모늄 바이카보네이트는 Spectrum Chemicals (Gardena, CA), 메틸렌 클
로라이드는 EM Science (Gibbstown, NJ), 락토오스 (325M)는 DMV (Veghel, The Netherlands) 그리고 겔라틴 캡슐
(size 3, Coni-Snap)은 Capsugel (Greenwood, SC)로부터 입수하였다.

  20 ℃에서 8.0 g의 PLGA, 2.2 g의 부데소나이드 및 0.48 g의 DPPC를 in 392 mL의 메틸렌 클로라이드에 녹여 용액을
제조하였다. 기공형성제의 용액은 20 ℃에서 1.11 g의 암모늄 바이카보네이트를 10 mL 증류수에 녹여 제조하였다. 8밀리
리터 수용액을 유기용액에 첨가하고균질화하였다. 생성된 에멀션을 기류분무식 노즐 및 건조 가스로 질소를 사용하는 탁
상형 분무 건조기에서 분무 건조시켰다. 분무 건조 조건은 다음과 같다. 에멀션 유속은 20 mL/min, 건조 가스 속도는 60
kg/hr 그리고 출구 온도는 21 ℃이었다. 산물 수집 용기를 분무 건조기에서 탈착시키고, 진공 펌프에 부착시켜서 최소 24
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그 다음 건조된 미세구를 테크네튬을 사용하여 방사성표지화시켰다. 방사성표지 미세구를 스테인레스 스틸 혼합 용기로
옮겨서 락토오스와 함께 수동으로 혼합하였다. 그 다음 혼합물을 Turbula shaker-mixer에서 잘 섞고 섞인 물질을 겔라틴
캡슐에 수동으로 채워넣어 824 ㎍의 명목 약제 부하량/캡슐을 얻었다.

  실시예 4: 인간 환자에 대한 부데소나이드 함유 미세구의 흡입에 의한 투여.

  건강한 지원자(10명의 환자)에게 무작위 추출, 개방표지, 단일 복용, 단일 중심(single-centre), 교차 시험을 실시하여 건
조 분말 흡입기(Rotahaler, Glaxo Smith Kline, 환자 당 3회 작동)에 의해 전달된 실시예 3에서 제조된 부데노사이드 미세
구와 시판되는 건조 분말 흡입기(Pulmicort Turbuhaler, 환자 당 4회 작동, 200 ug/작동)를 사용하여 전달된 즉방형 부데
노사이드 제형의 약물동력학 및 폐 증착을 비교하였다. 감지 수준 보다 높은 수준의 부데노사이드의 혈장 수준을 보장하여
미세구의 시험관내 방출 프로필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두 제형 모두에 대한 투여 용량은 치료 조건에서 투여되
는 것 보다는 상당히 더 높았다. 각 복용 기간의 최종 흡입 후 0, 2, 4, 6, 8, 12, 20, 30, 45, 60분 그리고 1.5, 2, 3, 4, 6, 8,
10 및 12시간에 부데노사이드의 혈장 농도를 측정하였다. 혈장 시료는 실증된 LC/MS/MS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제
흡입량에 대해 조정된 혈장 프로필을 도 4에 나타내었다. 10명의 환자에 대한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혈장 곡선에 대해 비구획적(non-compartmental)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0명의 환자에 대한 평균 및 표준
편차를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데노사이드 함유 미세구 조제에 대한 10시간과 비교할 때 즉방형 제형(Pulmicort)에
대한 2.5시간의 부데노사이드 평균 흡수 시간에서 상당한 차이를 지시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즉방형 제형의 흡입과 비교
하여 부데노사이드 미세구를 흡입한 후 부데노사이드가 온몸순환 내에 더 느리게 흡수된다는 것을 지시한다. 상기 미세구
는 즉방형 Pulmicort 부데소나이드 제형에 비해 MAT가 4배 증가하였다.

  

표 4.
흡입 후 부데소나이드 제형의 MAT 비교
 약제 MATinh(시간)

 Pulmicort(시판품)  2.5±1.8
부데소나이드 함유 미세구 제형

(실시예 3에서 제조)
 10.1±4.1

  폐에서 미세구의 지역적 분포를 감마섬광조영술(gamma scintigraphy)로 측정하였다. 흡입된 미세구(실시예 3에서 제조
및 혼합됨) 중 약 80% 가 의도된 표적인 상부 폐로 전달되었다. 그 미세구들은 1일 1회 복용을 위해 필요한 기간인 24시간
까지 폐에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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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서 인용된 문헌 및 그들이 인용한 물질을 참조로 특정하여 포함시켰다. 앞선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본 발명에서
설명된 방법 및 장치의 수정 및 변형은 본 발명 기술분야의 기술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첨부된 청구범위는 그러한 수정 및
변형을 포함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약제 및 기재물질을 포함하는 다공성 미세입자를 포함하는 흡입에 의해 환자의 폐로 전달하기 위한 지속 방출형 제제.

  여기서 상기 제제를 폐속으로 흡입하는 경우 예방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약제가 폐에서 최소 2시간 동안 상기 미세입자로
부터 방출된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의 대부분은 흡입 후 24시간까지 미세입자로부터 방출되는 것인 제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를 폐속으로 흡입하는 경우, 상기 약제의 대부분이 흡입 후 약 2시간 보다 이르지 않고 약 24
시간 보다 더 늦지 않게 방출되는 것인 제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미세입자는 부피 평균 직경이 약 1 ㎛ 내지 5 ㎛ 사이인 것인 제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미세입자는 부피 중앙값 직경이 약 1 ㎛ 내지 5 ㎛ 사이인 것인 제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미세입자는 평균 다공도가 부피로 약 15 내지 90% 사이인 것인 제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기관지확장제, 스테로이드, 항생제, 항천식제, 항종양제, 펩티드, 또는 단백질인 것인 제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겉질스테로이드를 포함하는 것인 제제.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겉질스테로이드는 부데소나이드,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모메타손, 플루소라이드 및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제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재 물질은 생체적합성 합성 중합체, 지질, 소수성 분자 또는 그들의 결합을 포함하는 것인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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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 중합체는 폴리(히드록시산), 폴리(락티드), 폴리(글리코라이드), 폴리(락티드-코-글리코라
이드), 폴리안하이드라이드, 폴리오쏘에스테르, 폴리아마이드, 폴리알킬렌, 폴리일킬렌클리콜, 폴리알킬렌 옥사이드, 폴리
비닐알콜, 폴리비닐에테르, 폴리비닐피롤리돈, 폴리(부티르산), 폴리(발레르산) 및 폴리(락티드-코-카프로락톤), 공중합
체, 유도체 및 그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중합체를 포함하는 것인 제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 중합체는 폴리락트산, 폴리(글리코산), 폴리(락틱-코-글리콜산), 또는 폴리(락티드-코-글
리콜라이드)를 포함하는 것인 제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치료적으로 또는 예방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약제가 최소 4시간, 최소 6시간, 최소 8시간, 최소 16시간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폐에서 방출되는 것인 제제.

청구항 1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의 대부분이 흡입 후 약 6시간 보다 이르지 않고 약 18시간 보다 더 늦지 않게 방출되는 것인
제제.

청구항 1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의 대부분이 흡입 후 약 4시간 보다 이르지 않고 약 12시간 보다 더 늦지 않게 방출되는 것인
제제.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환자에 의해 흡입되는 경우 폐로 전달되는 미세입자의 최소 50 중량%는 결합된 중심 및 상부 폐
(combined central and upper lung)로 전달되는 것인 제제.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건조 분말 혼합 제형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공성 미세입자와 혼합되는 하나 이상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
한 충전제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인 제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충전제는 락토오스, 만니톨, 소르비톨, 트레할로스, 자일리톨 및 그들의 결합체로 이루어진 군으
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제제.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미세입자는 하나 이상의 계면활성제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인 제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계면활성제는 인지질을 포함하는 것인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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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정량식 흡입기 제제를 형성하기 위하여 정량식 흡입기 내에서 액체인 하나 이상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
한 현탁화제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인 제제.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기타 약제를 추가적으로 함유하는 것인 제제.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미세입자와 혼합되는 추가적인 미세입자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인 제제.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미세입자는 부피 평균 직경이 1㎛ 내지 5㎛ 사이고, 최소 약제, 기재물질 및 계면활성제로
부터 제조되며,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충전제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제제가 다공성 미세입자와 혼합되어 폐속으로 제제
를 흡입하는 경우, 약제의 대부분이 흡입 후 2시간 보다 이르지 않고 24시간 보다 늦지 않게 방출되는 것인 제제.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폐속으로 제제를 흡입하는 경우, 약제가 약제와 기재물질을 포함하는 다공성 미세입자가 아닌 형태로
미세입자의 흡입에 의해 투여되었을 때 얻어지는 MATjnh와 비교하여 최소 25%의 MATjnh 증가가 있는 것인 제제.

청구항 26.

  약제와 기재물질을 포함하는 다공성 미세입자를 포함하는 지속 방출형 제제를 환자가 흡입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환
자의 폐로 약제를 전달하는 방법.

  여기서 상기 제제를 폐속으로 흡입하는 경우 예방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약제가 폐에서 최소 2시간 동안 상기 미세입자로
부터 방출된다.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의 대부분은 흡입 후 24시간까지 미세입자로부터 방출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겉질스테로이드인 것인 방법.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치료적으로 또는 예방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약제가 최소 4시간, 최소 6시간, 최소 8시간, 또는 최소 16
시간 동안 폐에서 방출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의 대부분이 흡입 후 약 10시간 보다 이르지 않고 약 24시간 보다 더 늦지 않게 방출되는 것
인 방법.

공개특허 10-2005-0056222

- 20 -



청구항 31.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의 대부분이 흡입 후 약 6시간 보다 이르지 않고 약 18시간 보다 더 늦지 않게 방출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2.

  제26항에 있어서, 폐속으로 제제를 흡입하는 경우, 약제가 약제와 기재물질을 포함하는 다공성 미세입자가 아닌 형태로
미세입자의 흡입에 의해 투여되었을 때 얻어지는 MATjnh와 비교하여 최소 25%의 MATjnh 증가가 있는 것인 방법.

청구항 33.

  제26항에 있어서, 환자가 건조 분말 흡입기를 사용하여 상기 지속 방출형 제제를 흡입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4.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는 지속 방출기 동안 1/4(a factor of four) 이상 변동하지 않는 국소 또는 혈장 농도를 제공
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5.

  기재 물질을 휘발성 용매에 녹여 용액을 만드는 공정,

  상기 용액에 약제를 첨가하여 에멀션, 현탁액 또는 제2용액을 형성하는 공정 및

  상기 휘발성 용매를 상기 에멀션, 현탁액 또는 제2용액으로부터 제거하여 약제와 기재물질을 포함하는 다공성 미세입자
를 얻는 공정

  을 포함하는 약제의 흡입 및 지속 방출용 건조 분말 제제의 제조 방법.

  여기서 상기 제제를 폐속으로 흡입하는 경우 예방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약제가 폐에서 최소 2시간 동안 상기 미세입자로
부터 방출된다.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기재물질은 생체적합성 중합체를 포함하고 휘발성 용매느 유기 용매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용액과 하나 이상의 계면활성제를 결합시키는 공정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8.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계면활성제는 인지질을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9.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용액에 약제와 최소 하나의 기공형성제를 결합시켜 에멀션, 현탁액 또는 제2용액을 형성시키는
공정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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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상기 휘발성 용매를 제거하는 공정은 상기 에멀션, 현탁액 또는 제2용액으로부터 상기 기공형성제를 제거하는
공정을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기공형성제는 기재물질을 포함한 용액과 결합될 때 수용액의 형태인 것인 방법.

청구항 41.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기공형성제는 휘발성 염인 것인 방법.

청구항 42.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에멀션, 현탁액 또는 제2용액으로부터 상기 휘발성 용매 및 기공형성제를 제거하는 공정은 분무
건조법, 증발법, 유동층 건조법, 동결건조법, 진공 건조법 또는 그들의 결합에 의해 실시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43.

  제39항에 있어서, 다공성 미세입자를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충전제와 혼합시키는 공정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인 방
법.

청구항 44.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는 겉질스테로이드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요약

  흡입에 의해 환자의 폐로 약제를 지속 전달하기 위한 제제 및 방법이 제공된다. 제제는 약제와 기재물질을 포함하는 다공
성 미세입자를 포함하며, 상기 제제를 흡입하는 경우, 예방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약제가 폐에서 최소 2시간 동안 상기 미
세입자로부터 방출된다. 좋기로는 약제의 대부분이 흡입 후 미세입자로부터 24시간까지 방출된다. 예컨대, 약제의 대부분
은 흡입 후 2시간 보다 더 이르지 않고 24시간 보다 더 늦지않게 방출된다. 겉질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제를 환지의 폐에 전
달하는 방법이 또한 제공된다. 예컨대, 상기 방법은 본 미세입자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충전제를 포함하는 건조 분말
혼합물을 환자가 흡입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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