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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안과용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개선된 안과용 제제,  특히 소염제용 안과 제제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카르
복실("-COOH")기  함유  악제,  특히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NSAID")의  안과  제제용  방부  시스템에 관
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염증  과정,  그  중에서도  녹내장,  포상  반점  부종,  포도막염,  당뇨병성  망막증  및 
결막염을 비롯한 염증으로 인한 것이나,  이  염증에 관련되거나 또는 이   염증에 수반되는 질환 또는 
눈 수술 또는 눈 부상으로 인한 외상 치료를 위한 이들 제제의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안과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NSNID,  특히  피롤로  피롤의  국소  사용은  미합중국  특허  제4,  454, 151
호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는데,  여기에서는  NSAID화합물(예를들면,  미합중국  특허  제4,  089,  969호, 
동 제4, 232, 038호, 동 제4, 087, 539호 및 동 제4, 097, 579호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화합물)이  NaH₂PO₄·  H₂O,  Na₂HPO₄·H₂O,  NaCl,  염화  벤즈알코늄("BAC")  및  멸균수와의 제제
로  예시되었다.  상기  미합중국  특허  제4,  454,  151호에  기재되어  있는  제제는  효과적이나,  NSAID와 
BAC  사이에  불용성  복합체가  생성됨이  발견되었다.  이들  제제는  혼탁하거나  농밀하게  되므로, 상업
용으로  사용시의  저장  수명에  바람직한  아넝성을  가지지  못했다.  적당한  최소의  저장  수명(즉, 용액
에  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고,  그의  제약  활성이  보존되는  기간)은  대략  적어도  1년으로서,  이는 만
기된  원료를  지나치게  빈번히  대체함이  없이  제제를  포장하고,  수송하고,  저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된다.  본  발명에  의한  용액제는  적어도  1년의  저장  수명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상기 미
합중국 제4, 454, 151호에 기재되어 있는 제제보다 나은 개선점을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안과용 제제에는 유효 화합물과 각종 안과학적으로 허용되는 부형제가 용액제, 
연고제,  현탁액제  등의  형태로  함유되어  있다.  부형제는  눈에  비자극적이고,  혈액-수성  방벽을 통과
하고  (또는)  각종  눈의  아구조물을  통하여  유효  성분이  제약학적으로  유효한  부위로  확산된다면 안
과학적으로  허용된다.  부형제로는  기장제(tnicifier),  방부제,  계면  활성제,  완충계,  킬레이트화제, 
점도 시약 및 기타 안정화제가 포함될 수 있다.  안과용 제제는 멸균되어야 하며,  다중 투여 규정 식
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항균제와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

 안과용  용액제의  방부제로서는  유기-수은제(예를들면,  티메로살,  아세트산  페닐제이수은  및  질산 
페닐제이수은  )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들  화합물들은  잠재적인  수은  독성과  빈약한  화학 
안정성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친다.  사급  암모늄  화합물인  염화  벤즈알코늄이  안과용  용액제에 보편
적으로  사용되며,  선택될  수  있는  방부제로  고려된다.  그러나,  BAC는  전형적으로  용액을  혼탁하거나 
농밀하게  만드는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하므로  음이온성  약제(예를들면,  살리실산염  또는  질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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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와는  병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불상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음이온성 약
제와 염화 벤즈알코늄간의 복합체는 음이온성 약제의 제약 활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수의  NSAID(예를들면,  케토롤락,  인도메타신,  플루르비프로펜  및  디클로로페낙)가  포상  반점 부
종을 예방하는 활성을 비롯한 소염제로서의 활성으로 인해 안과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과거에  안과용  NSAID의  소염  용액제는  -COOH기를  함유하는  기타  안과용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와 마
찬가지로  BAC와  같은  사급  암모늄  화합물과  불상용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상용성은, -COOH
기가  사급  암모늄  화합물과  복합체를  형성하여   방부제가  그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
고,  유효성분의  활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인도메타신  안과  제제가 제조되
었으나,  이들은  용액제가  아니라  현탁액제이다.  오쿠펜  안과용  용액제,  즉  FDA에  의해  안과용으로 
공인된  NSAID(플루르비프로펜)는  그의  방부  시스템으로서  티메로살(EDTA와  함께)을  포함한다. 미합
중국 특허 제4, 454, 151호에는 케토롤락, 염화벤즈알코늄(방부제로서)과 폴리소르베이트 
80(polysorbate  80)을  사용한  안과  제제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용액제는  단시간  내에  혼탁하거나 
농밀하게 되었다. 

 방부제로서 BAC를  사용한 -COOH기  함유 안과용 약제,  특히 NSAID를  위한,  장기간의 저장 수명을 갖
는, 안정하고 투명하며 항균적으로 유효한 안과용 제제의 제공이 여전히 요망되고 있다. 

본  발명자들은  사급  암모늄  방부제를  함유하는,  안정하고  투명하며  항균적으로  유효한  NSAID함유 안
과용  제제를  제조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  용액제는  개선된  저장  수명을  가지며,  장기가에 걸
쳐서 혼탁함이나 농밀함을 나타내지 않는다.

 본  발명의  일면으로,  이들  조성물은  수용성  부형제  중에  안과학적으로  유효한  양의  NSAID와,  사급 
암모늄 방부제와,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로서 안정화량의 에톡실화 옥틸페놀을 함유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면은,  안과학적으로  유효한  양의  NSAID와,  사급  암모늄  방부제와,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로서 안정화량의 에톡실화 옥틸페놀을 함유하는  안과용 조성물에 있다.

 또다른  면은  안과학적으로  유효한  양의  NSAID와,   방부제로서  염화  벤즈알코늄과,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로서 안정화량의 에톡실화 옥틸페놀을 함유하는  안과용 조성물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면은,  안과학적으로  유효한  양의  NSAID와,  방부제로서  염화  벤즈알코늄과,   비이
온성 계면 활성제로서 안정화량의  옥톡시놀 40(Octoxynol 40)을 함유하는  안과용 조성물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면은,  안과학적으로  유효한  양의  케토롤락  또는  그의  이성질체,  에스테르  또는 
제약상  허용되는  염과,  방부제로서  염화  벤즈알코늄과,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로서  안정화량의   옥
톡시놀 40을 함유하는  안과용 조성물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다른  면에서는,  본  발명에  의한  안과용  약제를  사용하여  포유  동물의  안과 질환
을  치료하는  방법이  발견되었다.  이들  질환은  염증  과정,  그  중에서도  녹내장,  포상  반점  부종, 포
도막염,  당뇨병성  망막증  및  결막염을  비롯한  염증에  의한  것이나,  이  염증에  관련되거나  또는  이 
염증에 수반되는 질환 또는 눈 수술 또는 눈 부상으로 인한 외상으로 야기된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NSAID"란  용어는  안과학적으로  허용되는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를 의미한
다.  NSAID로는,  예를들면  플루르비프로펜,  케토롤락,  디클로페낙,  인도메타신  및  그의  이성질체, 에
스테르 및 제약상 허용되는 염류가 포함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적량"이란  용어는  명시된  기능을  성취하기에,  예를들면  용액을  목적하는 용
적(즉,100%)으로 만들기에 적당한 양을 첨가함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치료" 또는 "치료함"이란 용어는 

 (ⅰ) 질환을 예방함, 즉 질화의 임상학적 증후가 발달되지 않도록 하거나,

 (ⅱ) 질환을 억제함, 즉 임상학적 증후의 발달을 저지하거나, (및)

 (ⅲ)  질환을  완화시킴,  즉  임상학적  증후의  퇴행을  일으키는  것을  포함한,  포유동물에서의  임의의 
질환치료를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유효량"이란  용어는  치료하려는  질환  상태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기에 충분
한 투여량을 의미한다. 이 양은 환자, 질환 및 유효한 치료법에 따라 달라진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항균적으로  유효함"이란  용어는  미합중국  약전  항균  시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계면  활성제"란  용어는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바람직하게는  하기한  바와 
같은 에톡실화 옥틸페놀 화합물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사급  암모늄  방부제"란  용어는  하기한  바와  같은  사급  암모늄  화합물을 의
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안정화"란  용어는  최소한의  적당한  저장  수명,  예를들면  적어도  1년  동안 
제제를 투명하고 항균적으로 유효하도록 유지함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의한  제제는  안과  치료에  유효한  양의  NSAID  유효  약제와,  사급  암모늄  방부제와, 비이
온성  계면  활성제로서  안정화량의  에톡실화  옥틸페놀을  함유하고,  임의로  킬레이트화제,  긴장제, 완
충계,  점도 시약 및  기타 안정화제와 같은 기타 부형제를 함유한다.  안과용 용액제 및  현탁액제에는  
전형적으로  유상부형제보다는  오히려  수용성  부용제를  함유시킨다.  안과용  제제는  멸균되어야  하고, 
다중  투여  규정  식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의  최소한이  적당한  저장  수명,  예를들면 
적어도  1년  동안,  바람직하기로는   2  내지  3년  이상  동안  항균적으로  유효해야  한다.  본  발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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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제에  사용된  성분들은  전형적으로  현재  시판되고  있거나  또는  당업계의  숙련자들에게  쉽게 알
려진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안과용  약제에는  전형적으로  유효  성분(예를들면,  본  발명에  의한  NSAID)을  유효량,  예를들면 
0.001%  내지  10%(중량/용적),  바람직하기로는  0.002%  내지  5%(중량/용적),  더욱  바람직하기로는 
0.005%  내지  1%(중량/용적)  함유시킨다.  유효  성분의  양은  특정  제제  및  의도하는  질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용질의  전체  농도는,  가능한  한  생성되는  용액이  누액과  등장성이  되고(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님) 6 내지 8의 pH를 갖도록 해야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제제는  다음과  같은  대략의  범위  내의  상기한  성분들을  포함하는  용액제로서 제조
된다.

킬레이트화제 및 긴장제와 같은 기타 임의의 부형제를 다음과 같은 대략의 비율로 사용한다.

적합한 안과용 NSAID 용액제는 각 성분들이 다음과 같은 비율로 혼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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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적합한 안과용 NSAID 용액제에는 각 성분들이 다음과 같은 비율로 혼합된다.

보다 바람직한 안과용 NSNID 용액제에는 각 성분들이 다음과 같은 비율로 혼합된다.

 본  발명은 근본적으로,  사급 암모늄 화합물과 복합체를 생성할 수  있는 안과 학적으로 허용되는 약
제(그의  이성질체,  에스테르  및  제약상  허용되는  염류를  포함),  특히   NSAID  및  카르복실기를  갖는 
약제를 유효약제로서 함유하는 제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에  유용한  NSAID로는,  예를들면  그의  이성질체,  에스테르  및  제약상  허용되는 염류
를  포함하는,  케토롤락[및  워터버리(Waterbury)의  1984년  6월  12일자  미합중국  특허  제4,  454, 151
호에  안과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타  화합물들],  인도메타신,  플루르비프로펜 나트
륨 및 디클로페낙이 포함된다.

 본  발명의  제제에  유용한  방부제로는  브롬화  세틸트리메틸  암모늄,  염화  세틸피리디늄  및  염화 벤
즈알코늄, 바람직하게는 염화 벤즈알코늄과 같은 사급 암모늄 화합물이 포함된다.

 본  발명의  제제에  유용한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로는,  바람직하게는  옥틸페녹시폴리(에틸렌옥시) 에
탄올과  같은  에톡실화  옥틸페놀  화합물,  더욱  바람직하게는  3  내지  40의  산화에틸렌  대  옥틸페놀 몰
비를  나타내는  숫자를  끝에  갖는,  상표  Igepal  CA로  시판되고  있는  일련의  균일  계면  활성제가 
있다.  그  예로는  옥톡시놀9,  옥톡시놀  12,  옥톡시놀  13  및  옥톡시놀  40,  더욱  바람직하게는  GAF에서 
상표 Igepal CA897로 제조 및 시판되고 있는 옥톡시놀 40(옥톡시놀 40의 70% 수용액)이 포함된다.

 임의의  부형제  중에서  본  발명의  제제에  유용한  킬레이트화제로는  황산  8-히드록시퀴놀린, 시트르
산  및  바람직하기로는  에데트산이나트륨이  포함된다.  킬레이트화제는  또한  특정  조건  하에서  주요한 
금속 이온이 미생물이 이용되지 못하게 하는 그의 능력으로 인해 항균 효과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제제에  임의로  유용한  완충계는,  예를들면  시트르산염,  붕산염  또는  인산염을  기재로 한
다.

 본  발명의  제제에  임의로  유용한  긴장제로는  댁스트로오스,  염화칼륨  및(또는)  염화  나트륨, 바람
직하게는 염화나트륨이 포함된다.

 본  발명의  제제에  임의로  유용한  점도  시약으로는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소듐 카르복시메
틸 셀룰로오스 및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와 같은 셀룰로오스 유도체가 포함된다.

본  발명의  제제에  유용한  기타  임의의  부형제로는  사용된  NSAID에  따라  항상화제(예를  들면, 메타중
황산 나트륨 및 아스코르브산)와 같은 안정화제가 포함된다.

 이들  제제는  용질(예를들면,  NSAID,  방부제,  계면  활성제,  킬레이트화제  및  완충제)을  적당량의  물 
중에  용해시키고,  pH를  약  6  내지  8,  바람직하기로는  6.8  내지  8.0,  더욱  바람직하기로는  7.4로 조
절한  후,  추가의  물을  첨가하여  100%의  최종  용적으로  만들고,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적당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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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제제를 멸균시켜서 제조한다.

 본 발명에 의한 방부 시스템을 혼입한 안과용 제제는 이와 같은 제품의 적어도 최소한의 적당한 저
장  수명  동안  물리적으로  안정하고  (즉,  투명하게  남음),  기능적으로  안정함(즉,항균적으로 유효하
게 남음)이 발견되었다.

 본  발명에  적합한  방부  시스템으로는  사급  암모늄  방부제와  안정화량의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가 포
함된다.

 본  발명에 적합한 안과용 제제에는 안과 치료에 유효한 양의 NSAID  유효  약제와 항균적으로 유효한 
양의 상기 적합한 방부 시스템이 포함된다.

 본 발명에 적합한 방부제는 염화 벤즈알코늄이다.

 본  발명에  적합한  계면  활성제는,  특히  방부제로서  사용되는  염화  벤즈알코늄과  혼합되는  경우에 
옥톡시놀 40이다.

 본  발명에  적합한  킬레이트화제는,  특히  방부제로서  사용되는  염화  벤즈알코늄과  비이온성  계면 활
성제로서 사용되는 옥톡시놀 40과 혼합되는 경우에 에데트산이나트륨이다. 

 본  발명에  적합한  안과용  용액제는  NSAID,  염화  벤즈알코늄,  옥톡시놀  40  및  에데트산이나트륨을 
포함한다.

 적합한 안과용 NSAID 용액제에는 각 성분들이 다음과 같은 비율로 혼합된다.

 또다른 적합한 안과용 NSAID 용액제에는 각 성분들이 다음과 같은 비율로 혼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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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한 안과용 NSAID 용액제에는 다음과 같은 제제물을 함유한다.

 상기  제제에  따른  안과용  용액제  중에서는  NSAID가  케토롤락  트로메타민  또는  그의  이성질체인 용
액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안과용 NSAID  제제  및  포유  동물의 안과 질환 치료에 유용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들 
질환은  염증  과정,  그  중에서도  녹내장,  포상  반점  부종,  포도막염,  당뇨병성  망막증  및  결막염을 
비롯한  염증에  의한  것이나,  이  염증에  관련되거나  또는  이  염증에  수반되는  질환  또는  눈  수술 또
는 눈 부상으로 인한 임의의 외상으로 인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은  치료력이  있고  예방력이  있다.  적용시,  예를들면  수술전  또는  치료  직후,  즉 염
증  발달  전에  적용시  염증의  발달을  예방한다.  소위  임의의  안과  질환에  눈에  직접  투여했을때에는 
이미 발달된 염증 과정을 억제한다.

 안과용  제제는  전형적으로  안검에  또는  안구와  안검  사이의  공간(맹낭)에  주입하도록  안과용 용액
제, 현탁액제 또는 연고제를 국소 투여하거나 또는 결막하 주사로 투여한다.

 투여량 수준은 물론 방울의 농도,  환자의 상태 및 치료에 대한 개인이 반응 정도에 좌우된다. 그러
나, 전형적인 투여량 범위는 1일에 유효 성분의 0.5% 용액 약 2 내지 10방울이어야 한다.  

 안과용  제제,  그의  제조법  및  투여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문헌[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s, 15판, 제1489-1504페이지(1975년)]을 참조한다.

 본  발명에  의한  용액제와  같은  안과용  제제는  전형적으로,  이를  최초로  제조했을때와  일정한 시간
이  경과한  후(예를들면,  2년  후)에  물리적  안정성,  화학적  안정성  및  보존능을  시험한다.  이들은 일
반적으로  눈에서  양호하게  내성인  것으로  입증된다면  안정하고  임상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
된다.

 물리적  안정성은  일정  시간의  경과  후  용액제를  관찰함으로써  측정한다.  용액제는  허용되는  한계 
내에서  그의  외관(예를들면,  색  및  투명성)이  변화되지  않고  pH가  여전히  일정하다면  물리적으로 안
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화학적  안정성은   유효  성분과  부형제가  일정  시간  후  변화되지  않았는지를 
확증하기 위한 일상적인 용액제의 화학적 분석을 포함한다.

 보존능은  미합중국  약전(U.S.  Pharmacopia  Compendiary)에  기재되어  있는  방법으로  시험하는데,  이 
방법에 의하면 용액에 미생물을 적용한 후 미생물이 그안에서 생존하는지를 측정한다.

 이하 본 발명은 제한하는 것이 아닌 실시예에 의해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실시예 1]

본  실시예는  NSAID  케토롤락  트로메타민을  함유하는  대표적인  안과  투여용  약제의  제조법을 설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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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성분들을  혼합하고,  여기에  이들이  용해될  때까지  정제를  첨가한  후,  pH를  7.4±0.4로 조절하
고,  정제수를  전체  제제의  용적이  100%가  되기에  적량으로  첨가하여  제제의  균형을  맞추었다. 이어
서 이 용액제를 멸균시켰다.

 본  실시예의  제제를  제조함에  있어서  유효  화합물로서  상기한  바와  같은  기타  NSAID  또는  그의 이
성질체, 염 또는 에스테르류를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2]

 본  실시예는  NSAID  케토롤락  트로메타민을  함유하는  대표적인  안과  투여용  약제의  제조법을 설명한
다.

상기  성분들을  혼합하고,  여기에  이들이  용해될  때까지  정제수를  첨가한  후,  ph를  7.4±0.4로 조절
하고,  전제수를  전체  제제의  용적이  100%가  되기에  적량으로  첨가하여  제제의  균형을  맞추었다. 이
어서 이 용액제를 멸균시켰다.

 본  실시예의  제제를  제조함에  있어서  유효  화합물로서  상기한  바와  같은  기타  NSAID  또는  그의 이
성질체, 염 또는 에스테르류를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3]

본  실시예는  NSAID  케토롤락  트로메타민을  함유하는  대표적인  안과  투여용  약제의  제조법을 설명한
다.

 상기  성분들을  홈합하고,  여기에  이들이  용해될때까지  정제수를  첨가한  후,  pH를  7.4±0.4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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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정제수를  전체  제제의  용적이  100%가  되기에  적량으로  첨가하여  제제의  균형을  맞추었다. 이
어서 용액제를 멸균시켰다.

 본  실시예의  제제를  제조함에  있어서  유효  화합물로서  상기한  바와  같은  기타  NSAID  및  그의 이성
질체, 염 또는 에스테르류를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4]

 본  실시예는  NSAID  플루르비프로펜  나트륨을  함유하는  대표적인  안과  투여용  약제의  제조법을 설명
한다.

상기  성분들을  혼합하고,  여기에  이들이  용해될  때까지  정제수를  첨가한  후,  pH를  7.4±0.4로 조절
하고,  정제수를  전체  제제의  용적이  100%가  되기에  적량으로  첨가하여  제제의  균형을  맞추었다. 이
어서  용액제를 멸균시켰다.

 본 실시예의 제제를 제조함에 있어서 유효 화합물로서 상기한 바와 같은 기타 안과용 약 및  NSAID
를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5]

 맑은  제제를 하고 표에 나타낸 농도로 제조하고,  이를  멸균 용기 중에 밀봉한 후,  1개월  후와 5개
월  후에  용액의  투명도를  관찰함으로써  본  발명에  의한  제제의  물리적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여전히 
투명한 용액제는 이 처리에서 안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발명에  의한  제제는  상기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안정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본  발명에  의한 비
이온성 계면 활성제 이외의 계면 활성제를 사용한 제제는 투명하게 남지 않았고 안정하지 않았다. 

  3개의  계면  활성제에  대해  케토롤락-염화  벤즈알코늄  복합체를  용해시키고  장기간에  걸쳐서 물리
적으로  투명한  용액을  유지하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시험한  3개의  계면  활성제는  옥톡시놀  40, 폴리
소르베이트80[트윈  80(Tween  80)]  및  미르  52(Myrj  52)였다.  두  농도의  각  계면  활성제를  안과용 제
제 중에 혼입하고, 이들을 이후의 가시적 관찰을 위해 상이한 온도에서 방치하였다.

 5개월 후  옥톡시놀 40계면 활성제는 다른 두  계면 활성제보다 우수함이 명백해졌다.  5개월 후  트윈 
80과,  미르  52는  실온에서  저장했을때  혼탁함을  나타내었다.  혼탁함의  존재는  케토롤락  성분과  염화 
벤즈알코늄 사이에 형성된 침전물을 해리히자 못함을 의미하였다.

 추가의 연구는 안과용 제제의 저장 수명이 2년임을 나타내었다.  이 제제의 경우 침전물 형성 및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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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보존능은 2년의 저장 수명에 걸쳐서 유지되었다.

[실시예 6]

예를들면,  상기  실시예에  따라  제제를  제조하고,  이를  미합중국  약전  향균  시험하여서  본  발명에 의
한 제제의 보존능을 측정하였다.

 본 발명에 의한 제제는 상기 방법으로 시험했을때 보존능이 입증되었다.

[실시예 7]

임상학적  효능  연구의  목적은  백내장  절제  및  안구내  렌즈  이식에  따르는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서  케토롤락과  대조  용액제의  효능  및  안정성을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환자들은  치료  개시  1일 
후 안구내 렌즈 이식과 함께 낭외 백내장 척출을 시술받았다.

 수술 전(수술 3주 내)  및 치료 1주 중에(수술 후 1  내지 3일),  2주 중에(수술 후 4  내지 12일)  및 
3주  중에(수술 후 15  내지 27일)  안구 조사를 행하였다.  염증과 일치하는 증세 및 증후에 대한 특별
한 응급 조치를 행하였다.  안구특성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  즉 안겁 부종,  각막 부종,  결막 충
혈,  모양체조홍  전안방  내의  세포  및  발적  확장의  존재를  증세가  없거나,  가볍거나,  보통이거나 또
는 심하 정도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형광 측정법 :  전방 분절 염증(즉,  홍채염,  모양체염,  홍채 모양체염)은  혈액-방수 관문 파괴에 의
한  것이었다.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중한  슬릿  램프  조사로  전안방  내의  세포와  발적  확장을 
밝혔다.  세포  및  발적  확장의  임상학적  등금은  전방  분절  염증의  정도로써  추정하였으나,  이들 관찰
의 일반적인 등급은 숙련자라도 힘들다.

 눈의  형광  측광법은  혈액-방수  관문이  맥관내  세포와  단백질  유사  유액(관찰된  세포와  발적  확장을 
설명함) 및 맥관내 플루오레세인에 투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또한, 전안방 내에 
근거한다.  또한  전안방  내에  플루오레세인의  외관은  세포  및  발적  확장의  전체적인  관찰보다 혈액-
방수  관문의  쇠약을  더  민감하게  나타내었고,  일관적으로  정량적이었다.  이들  이유로  인해  이 연구
를  위해  고안된  소프트웨어  수정을  갖는  완전한 플루로르트론  마스터(Flurortron  Master)[캘리포

니아주  선니베일  소재의  코헤런트(Coherent)제품]를  사용하였다.  플루오레세인의  경구  투여  후  형광 
측광기를  사용하여  전안방  내의  플루오레세인의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방수  관문의  통합성을 결정하
였다.

 윌콕슨  랭크  섬  테스트(Wilcoxon  Rank  Sum  Test)  또는  순위-변형  데이타의  변천  분석(ANOVA)을 사
용하여  환자의  양  눈  사이의  플루오레세인  농도의  백분율차를  하기  식에  따라  산출하여  형광  측광 
데이타를 분석하였다.

 백분율차=[(수술한  눈의  플루오레세인  농도-수술하지  않은  눈의  플루오레세인  농도)/수술하지  않은 
눈의 플루오레세인 농도]×100.

 이  계산은  환자들  간에  투여한  플루오레세인의  타이밍  및  농도의  변화를  인정하고  여기에  따라 수
정하였다.

 129명의  환자를  케토롤락이나  부형제로  21일  동안  치료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케토롤
락  제제는  상기  실시예  1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1주  중에는  118명의  환자를,  2주  중에는  110명의 
환자를 눈  조사  및  형광  측광법에 의해 수술 후  염증에 대해 평가하였다.  3주  중에는  83명의 환자
를  안구  조사만으로  평가하였다.  2주에  케토롤락은  형광  측광법에  의해  측정했을때  부형제보다 상당
히  큰  (p=0.019)  소염  활성을  제공하였다.  기준선에서  양눈  간의  플루오레세인  농도차가  40%  이상인 
환자를  제외시켰을때   2주  중  p값은  0.06으로  상승되었다.  또한  부형제로  처리한  환자는  슬릿  램프 
조사 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케토롤락으로 처리한 환자보다 심한 안구 염증,   예를 들면 안검 수
종(p=0.001),  결막  충혈(p=0.001)  및  데스메  추벽(p=0.002)을  가졌다.  최종적으로,  케토롤락으로 처
리한  군에서  보다  부형제로  처리한  군에서  안구  염증(수명,  홍채염,  결막  충혈)을  나타내는,  상당히 
많은 호소(p=0.001) 및 보다 심한 호소를 나타내었다.

 요약하면,  케토롤락 용액제는 형광 측광법,  일상적인 슬릿 램프 조사,  보다 적고 보다 가벼운 부작
용을  나타내는  환자  및  염증을  억제시키기  위한  추가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의  드문  요구에 의
해 정량했을때 수술 후 염증 치료에 있어서 부형제보다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실시예 8]

이는  알레륵  결막염의  증세  및  증후를  감소시킴에  있어서  케토롤락  0.5%  안과용  용액제의  효능을 평
가하기  위한  부형제와의  이중-맹  평행  비교  고찰이었다.  케토롤락  0.5%  용액제  또는  동일한  pH  및 
긴장도의  부형제  용액제를  알레르기성결막염(결막  상피  찰과  후  나타난,  호산구를  수반하거나 수반
하지 않은 눈 소양중)에 걸린 환자의 눈에 1일에 4회씩 7일 동안 점적 주입하였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걸린  30명의  환자를  연구에  참여시켰다.  연구에  참여한  후  환자들은  처음, 중
간  주  및  최종   1주에  관찰하기  위해  조사자들에게  보고되었다.  이들  병원  방문  때마다  환자들에게 
안과 조사를 행하였다(시력,  슬릿 램프 생체 현미경법을 사용한 외부 눈  조사,  안내압의 측정 및 팽
창되지  않는  검안경  조사).  실험실  시험으로는  처음  및  최종  조사에서  행한  결막  상피  찰과가 포함
되었다. 

 모든  환자들에 대해 연구를 마쳤다.  부형제로 치료한 환자에게는 부작용 또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
은  반면에  케토롤락   0.5%  안과용  용액제의  경우에는  1회의  자통  경우가  보고되었다.  케토롤락 치료
는  부형제와  비교했을  때  유리  호산구  알갱이의  감소가  따랐다.[p=0.025  피셔  이그젝트 테스트
(Fisher's Exact Test) 투-테일드(two-tailed)].

 이  연구의 결과는 1일에 4회씩 7일  동안 투여한 케토롤락 0.5%  안과용 용액제가 알레르기성 결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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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있어서 부형제에 비해 호산구 알갱이의 감소를 일으켰음을 보여준다.

[실시예 9]

이  연구는  26명의  건강한  개체에  대해서  케토롤락  0.5%  안과용  용액제  및  그의  부형제의  내성을 평
가하기  위한  이중-맹  2회  비교  고안  시험이었다.  용액제는  1일에  3회씩  21일  동안  점적  주입하였다. 
치료  전과  3일,  10일,  17일,  24일(마지막  치료  후  2일),  45일(마지막  치료후  23일)에  완전한  안과 
조사를 행하였다.

케토롤락과  부형제  사이에는  증후(소성,  자통,  소양중,  소파,  수명)  또는  증세(파열,눈  발염,  결막 
활관  확장,  결막  부종,  각막염,  플루오레세인  염색,  로즈  벵갈염색)에  있어서  만족할  만하게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실시예 10]

 케토롤락  트로메타민  5mg/ml를   함유하는  안과용  제제를  6마리의  뉴질랜드산  백변종  토끼의  양 눈
에  30분마다  0.1ml/눈의  투여량으로  총  12회  투여하였다.  제제에는  방부  시스템으로서  염화 벤즈알
코늄이 함유되어 있었다. 2개의 추가 동물군에는 각각 식염수와 부형제 대조물을 제공하였다.

 마지막  투여  후와  투여  후  1일  ,2일,  3일  및  6일에  눈들을  조사하였다.  그결과  케토롤락 트로메타
민 투여로 인한 눈의 자극이나 독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안과  치료에  유효한  양의  카르복실기  함유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  브롬화  세틸트리메틸암모늄, 염
화  세틸피리디늄  및  염화  벤즈알코늄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사급  암모늄  방부제, 안정화
량의  비이온성  에톡실화  옥틸페놀  계면  활성제,  수용성  부형제로  이루어진  안과용  비스테로이드계 
소염 제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급  암모늄  방부제가  염활  벤즈알코늄인  안과용  비스테로이드계  소염 
제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이온성 에톡실화 옥틸페놀 계면 활성제가 3  :  1  내지 40  :  1의 산화에틸
렌  대  옥틸페놀  몰비를  갖는  옥틸페녹시폴리(에틸렌옥시)에탄올인  안과용  비스테로이드계  소염 

제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비이온성  에톡실화  옥틸페놀  계면  활성제가  옥톡시놀  40(Octoxynol  40)인 
안과용 비스테로이드계 소염 제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에데트산이나트륨을 포함하는 안과용 비스테로이드계 소염 제제. 

청구항 6 

제  1  항에  았어서,  상기  카르복실기  함유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가  케토롤락,  인도메타신, 플루르비
프로펜  및  디클로페낙  또는  그의  이성질체,  제약상  허용되는  염  또는  에스테르류로  이루어진  군 중
에서 선택되는 것인 안과용  비스테로이드계 소염 제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카르복실기  함유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가  케토롤락  트로메타민인  안과용   
비스테로이드계 소염 제제.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카르복실기  함유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가  케토롤락의  (1)-이성질체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류인 안과용  비스테로이드계 소염 제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카르복실기 함유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0.001% 내지 10.0%(중량/용적)

사급 암모늄 방부제 0.001% 내지 1.0%(중량/용적) 

계면 활성제 0.001% 내지 1.0%(중량/용적)  

정제수 전체 제제가 100%가 되기에 적량

으로 이루어진 안과용 비스테로이드계 소염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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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사급  암모늄  방부제가  염화  벤즈알코늄인  안과용  비스테로이드계  소염 
제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계면 활성제가  옥톡시놀 40인 안과용  비스테로이드계 소염 제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카르복실기  함유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제가  케토롤락  트로메타민인  안고용 
비스테로드계 소염 제제.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카르복실기 함유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0.01% 내지 1.0%(중량/용적)

긴장제(tonicifier) 누액과 등장성이 되기에 적량 1N NaOH 또는 1N HCl pH를 

6.0 내지 8.0으로 조절하기에 적량을 함유하는 안과용 비스테로이드계 소염 제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카르복실기 함유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 0.50%(중량/용적)

염화벤즈알코올(50% 수용액) 0.02%(중량/용적)

옥톡시놀 40(70% 수용액) 0.01%(중량/용적)

EDTA Na₂ 0.10%(중량/용적)

NaCl 0.79%(중량/용적)  

1N NaOH 또는 1N NC pH를 7.4±0.4로 조절하기에 적량

정제수 전체 제제가 100%가 되기에 적량

으로 이루어진 안과용 비스테롱드계 소염 제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카르복  함유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가  케토롤락  트로메타민인  안과용 비스
테로이드계 소염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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