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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호흡기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 및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를 병용 투여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호흡기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학 활성 물질의 조합물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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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 조합물에 사용되는 물질은 PDE4 및 PDE3/4 억제제 부류에 속하는 공지된 활성 화합물 및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 부류에 속하는 활성 화합물이다.

배경기술

국제 출원 제WO03/000289호에는, PDE4 억제제 및 H1-수용체 길항제를 포함하는 조성물 및 호흡기 질환 치료용 

약제의 제조를 위한 상기 조성물의 용도가 개시되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천식은 일반적인 호흡기계의 염증 질환으로서, 총 외래 환자의 1∼3%를 점하고 연간 병원 입원자가 500,000명이며 

미국에서 단일 질병 중에서 최고의 소아 입원 환자수를 보인다. 미국에서는 연간 5000명 이상의 어린이 및 성인이 천

식 발작으로 사망하고 있다(William E. S.; Goodmann Gilmann A.: 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 

9판, pp. 152 amp; 659-682, Mc Graw Hill, New York 1996).

천식을 더이상 단순하게 가역적 기도 폐쇄로서 볼 수 없다. 대신 먼저 기관지 과민증 및 기관지 경련을 초래하는 염증

질환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알레르겐 특이 면역글로부린 E(IgE)은 Fc 수용체를 통하여 비반 세포에 결합된다. 이것은

면역글로부린 분자의 파파인 소화에 의해 얻어지는 단편이며, 대부분의 항원 결정부위를 포함한다. 알레르겐이 IgE와

접촉할 때, 비만 세포는 활성화되어 히스타민, 프로테아제, 헤파린 및 종양 괴사 인자(TNF)와 같은 과립 알맹이, 프로

스타글란딘, 류코트리엔 및 혈소판 활성 인자(PAF)와 같은 여러가지 지질막 유도 분자 및 인터루킨 (IL)-1, 3, 4, 5, 6

및 8과 케모카인과 같은 다수의 시토카인을 비롯한 다수의 염증 매기인자를 방출한다. 기도 염증에 1종 이상의 잠재

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다양한 매개인자가 방출된다.

혈관 확장의 결과, 혈관 투과성 및 백혈구에 대한 내막 접착성이 증가하여 조직으로의 혈액 순환으로부터 더욱 림프

구, 호산구 및 대식세포와 같은 염증 세포의 유입을 초래한다. 이렇게 하여 더욱 염증 효과를 갖는 매개인자가 방출되

게 된다(Rao A. R. et al. Recent Perspectives in the design of antiasthmatic agents, Pharmazie, 55,7, 475-482

,2000).

따라서, 단일 매개인자에 효과가 있는 약물 단독으로는 질환을 만족스럽게 치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천식은 

인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질병 중 하나이므로 다양한 매개인자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하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용가능한 호흡기계 치료제를 제조하는 것이다:

- 몇가지 염증 매개인자에 동시에 효과가 있을 것

- 기관지 이완 및 기관지 확장이 관찰될 것

- 경구 이용가능성이 양호할 것

- 부작용이 경미할 것

- 장기 치료에 적당할 것

- 기관지 과민증에 효과가 있을 것.

PDE4 또 PDE3/4 억제제 및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를 병용하면 상기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은 호흡기 질환의 치료에 PDE4 또는 PDE3/4 억제제 및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를 병용하는 것에 관

한 것이다.

'PDE4 억제제'란 다른 공지된 유형의 포스포디에스테라제(예를 들어, 1, 2, 3, 5형 등)에 비하여 4형 포스포디에스테

라제를 선호적으로 억제하는 선택적 포스포디에스테라제 억제제를 의미하는데, 이로써, 이 화합물은 다른 공지된 유

형의 포스포디에스테라제(예를 들어, 1형, 2형, 3형, 5형 등)의 억제에 대한 IC 50 에 비하여 PDE4 억제에 대한 IC 50

이 인자 10 정도 낮은 것과 같이 4형 포스포디에스테라제에 대한 IC 50 이 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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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발현 'PDE3/4 억제제'가 정의된다. 포스포디에스테라제 억제제의 활성 및 선택성을 결정하는 방법은 당업

자에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를 들어, Thompson et al. (Adv Cycl Nucl Res 10: 69-92,1979), Giemby

cz et al. (Br J Pharmacol 118: 1945-1958, 1996) 및 Amersham Pharmacia Biotech의 포스포디에스테라제 섬광

근접 측정법에 의하여 개시된 방법을 거론할 수 있다.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란 H1-수용체 길항제, 특히 소위 제2 세대의 H-1 수용체 길항제를 의미한다(Mutschler, A

rzneimittelwirkungen, 8판, 2001, 456-461 페이지).

본 발명 의미 내의 가능한 PDE4 또는 PDE3/4 억제제로서 예를 들어, 일례로서 expressis verbis로 명명되거나 또는

하기 특허 출원 및 특허에 일반적으로 개시 또는 주장된 PDE4 또는 PDE3/4 억제제를 거론할 수 있다: DE 1545687,

DE 2028869, DE 2123328, DE 2315801, DE 2402908, DE 2413935, DE 3900233, EP 0103497, EP 0139464, 

EP 0158380, EP 0163965, EP 0335386, EP 0389282, EP 0393500, EP 0428302, EP 0435811, EP 0449216, 

EP 0459505, EP 0470805, EP 0490823, EP 0506194, EP 0510562, EP 0511865, EP 0527117, EP 0553174, 

EP 0557016, EP 0626939, EP 0664289, EP 0671389, EP 0685474, EP 0685475, EP 0685479, EP 0731099, 

EP 0736532, EP 0738715, EP 0748805, EP 0763534, EP 0816357, EP 0819688, EP 0819689, EP 0832886, 

EP 0834508, EP 0848000, JP 92234389, JP 94329652, JP 95010875, JP 98072415, JP 98147585, US 570309

8, US 5739144, WO 9117991, WO 9200968, WO 9212961, WO 9307146, WO 9315044, WO 9315045, WO 93

18024, WO 9319068, WO 9319720, WO 9319747, WO 9319749, WO 9319751, WO 9325517, WO 9402465, W

O 9412461, WO 9420455, WO 9422852, WO 9427947, WO 9500516, WO 9501338, WO 9501980, WO 95037

94, WO 9504045, WO 9504046, WO 9505386, WO 9508534, WO 9509623, WO 9509624, WO 9509627, WO 9

509836, WO 9514667, WO 9514680, WO 9514681, WO 9517392, WO 9517399, WO 9519362, WO 9520578, 

WO 9522520, WO 9524381, WO 9527692, WO 9535281, WO 9535283, WO 9535284, WO 9600218, WO 9601

825, WO 9606843, WO 9603399, WO 9611690, WO 9611917, WO 9612720, WO 9631486, WO 9631487, WO 

9635683, WO 9636595, WO 9636596, WO 9636611, WO 9636625, WO 9636626, WO 9636638, WO 9638150,

WO 9639408, WO 9640636, WO 9703967, WO 9704779, WO 9705105, WO 9708143, WO 9709345, WO 9712

895, WO 9718208, WO 9719078, WO 9720833, WO 9722585, WO 9722586, WO 9723457, WO 9723460, WO 

9723461, WO 9724117, WO 9724355, WO 9725312, WO 9728131, WO 9730999, WO 9731000, WO 9732853,

WO 9735854, WO 9736905, WO 9740032, WO 9743288, WO 9744036, WO 9744322, WO 9747604, WO 9748

697, WO 9804534, WO 9805327, WO 9806692, WO 9806704, WO 9807715, WO 9808828, WO 9808830, WO 

9808841, WO 9808844, WO 9809946, WO 9809961, WO 9811113, WO 9814448, WO 9818796, WO 9821207,

WO 9821208, WO 9821209, WO 9822453, WO 9831674, WO 9840382, WO 9845268, WO 9855481, WO 9856

756, WO 9905111, WO 9905112, WO 9505113, WO 9906404, WO 9918095, WO 9931071, WO 9931090, WO 

9947505, WO 9957115, WO 9957118, WO 9964414, WO 0001695, WO 0012501, WO 0026208, WO 0042017,

WO 0042018, WO 0042019, WO 0042020, WO 0042034, WO 0119818, WO 0130766, WO 0130777, WO 0151

470, WO 02006270, WO 02066476, WO 02064584 및 WO 02085885.

예시적인 PDE 억제제는 하기에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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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들에는, 어떤 입체 화학적 정보도 주어져 있지 않고 수소 원자도 나타나 있지 않다[따라서, -O는 -OH, > N은 

> NH 또는 -N은 NH 2 임]. 예를 들어, 산소 원자 상의 메틸기는 선으로 표시된다.

일례로서 expressis verbis로 명명되거나 및/또는 하기 특허 출원 및 특허에 일반적으로 주장된 PDE4 또는 PDE3/4

억제제 및 연구 코드 CDC-998, D-4396, SCH-351591, IC-485, CC-1088 및 KW-4490의 화합물이 강조된다: E

P 0163965, EP 0389282, EP 0393500, EP 0435811, EP 0482302, EP 0499216, EP 0506194, EP 0510562, EP

0528922, EP 0553174, EP 0731099, WO 9319749, WO 9500516, WO 9501338, WO 9600218, WO 9603399, 

WO 9611690, WO 9636625, WO 9636626, WO 9723457, WO 9728131, WO 9735854, WO 9740032, WO 9743

288, WO 9809946, WO 9807715, WO 9808841, WO 9821207, WO 9821208, WO 9821209, WO 9822453, WO 

9831674, WO 9840382, WO 9855481, WO 9905111, WO 9905112, WO 9905113, WO 9931071, WO 9931090,

WO 9947505, WO 9957115, WO 9957118, WO 9964414, WO 0001695, WO 0012501, WO 0042017, WO 0042

018, WO 0042019, WO 0042020, WO 0042034, WO 0119818, WO 0130766, WO 0130777, WO 0151470 WO 

02006270, WO 02066476, WO 02064584 및 WO 02085885. 여기서, 경구 이용성이 양호한 물질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PDE4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로로피리드-4-

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2,3,4,4a,10b-헥사히드로-6-(4

-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RINE], 3,5-디클로로-4-[8-메

톡시-2-(트리플루오로메틸)퀴놀린-5-일카르복스-아미도]피리딘-1-옥사이드 [연구 코드: SCH-351591], 3-[3-(

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벤질]-6-(에틸아미노)-8-이소프로필-3H-푸린 [연구 코드: V-11294A], N-[9-메틸-4

-옥소-1-페닐-3,4,6,7-테트라히드로피롤로[3,2,1-jk][1,4]-벤조-디아제핀-3(R)-일]피리딘-4-카르복스아미드 [

연구 코드: CI-1018], 4-(3,4-디메톡시페닐)-티아졸-2-카르복스아미드 옥심 [연구 코드: ORG-20241], 3,7-디히

드로-3-(4-클로로페닐)-1-프로필-1H-푸린-2,6-디온 [INN AROFYLLINE], 3-[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벤

질아미노]-1H-피라졸-4-메탄올, N- (3,5-디클로로-4-피리디닐)-2-[1-(4-플루오로벤질)-5-히드록시-1H-인돌

-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281], N-(3,5-디클로로피리딘-4-일)-2-[5-플루오로-1-(4-

플루오로벤질)-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343], 8-아미노-1,3-비스(시클로프로

필메틸)크산틴 [INN: CIPAMFYLLINE], 테트라히드로-5-[4-메톡시-3-[(1S,2S,4R)-2-노보닐옥시]페닐]-2(1H)

-피리미돈 [INN: ATIZORAM], β-[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1,3-디히드로-1,3-디옥소-2H-이소인돌

-2-프로판아미드 [연구 코드: CDC-801], 메탄설폰산 2-(2,4-디클로로페닐카르보닐)-3-우레이도벤조-푸란-6-일

에스테르 [INN: LIRIMILAST], (Z)-5-(3,5-디-tert-부틸-4-히드록시벤질리덴)-2-이미다조티아졸리딘-4-온 [IN

N: DARBUFELONE], 시스-[4-시아노-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시클로헥산-1-카르복실산 [INN: CI

LOMILAST] 및 연구 코드 CDC-998, SH-636, D-4396, IC-485, CC-1088 및 KW-4490의 화합물이다.

추가의 바람직한 PDE4 억제제는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

-프탈라진-1-온,

(시스)-4-(3,4-디에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R,8aS)-(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공개특허 10-2004-0095255

- 17 -

(4aS,8aR)-(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톨루엔-4-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메탄설포닐-피페리딘-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4aS,8aR)-2-(1-아세틸-피페리딘-4-일)-4-(3,4-디에톡시페닐)-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5-{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5-옥소-펜탄산,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1-피리딘-4-일-메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tert-부틸아미드,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페닐아미드,

(시스)-4-[4-(7-메톡시-2,2-디메틸-2,3-디히드로-벤조푸란-4-일)-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

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실산 tert-부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5-디메틸아미노-나프탈렌-1-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니트로-페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4-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2-{1-[2-(4-아미노-3,5-디클로로-페닐)-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3,4-디메톡시-페닐)-4

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1-메틸-1H-피라졸로[3,4-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나프탈렌-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티에노[2,3-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미딘-2-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

-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옥소-2H-크로멘-7-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이소프로필-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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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모폴린-4-일-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페네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3-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2-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모폴린-4-일-에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l-{2-[4-(2-디메틸아미노-에틸)-피페라진-1-일]-에타노일}-피페리딘-4

-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이소프로필-아세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1,2,3-티아디아졸-4-일-벤질)-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1-(1-{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메타노일)-4-에틸-피페라진-2,3-디온,

4-(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

1-일}-에타노일아미노)-벤조산 에틸 에스테르 및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아세트아미드.

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다.

특히 바람직한 PDE4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 로메톡시-N-(3,5-디클로로피리드

-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및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2,3,4,4a,10b-헥사히드

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 나프티리딘 [INN: PUMAFENTRINE]이다.

본 발명의 의미 내에 포함되는 가능한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로서는 예를 들어, (E)-6-[(E)-3-(1-피롤리디닐)-1-

p-톨일프로페닐]-2-피리딘아크릴산 [INN: ACRIVASTINE], 6,11-디히드로-11-(1-메틸-4-피페리딜리덴)-5H-

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INN: AZATADINE],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메틸-1H

-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S)-4-[4-[1-(4-클로로페닐)-1-(2-피리딜)메톡

시]피페리딘-1-일]-부탄산[INN: BEPOT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

톡시]-아세트산[INN:CETIRIZINE], (+)-2-{2-[(p-클로르-알파-메틸-알파 페닐벤질)옥시]-에틸}-1-메틸피롤리

딘 [INN: CLEMAST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

리딘[INN: DESLORATADINE], [3-(4-클로로페닐)-3-피리딘-2-일-프로필]-디메틸아민 [INN: DEXCHLORPHE

NIRAMINE], 4'-tert-부틸-4-[4-(디페닐메톡시)피페리디노]부티로페논 [INN: EBASTINE], [2-[4-(비스(p-플루

오로페닐)메틸]-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EFLETIRIZINE], 1-(2-에톡시에틸)-2-(헥사히드로-4-메

틸-1H-1,4-디아제핀-1-일)-벤즈이미다졸 [INN: EMEDASTINE], 3-아미노-9,13b-디히드로-1H-디벤즈[c,f]이

미다조[1,5-a]아제핀 [INN: EPINAST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부틸

]-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3-[4-(8-플루오로-5,11-디히드로벤즈[b]옥세피노[4,3-b

]피리딘-11- 일리덴)-피페리딘-1-일]프로피온산 [연구 코드: HSR-609], (-)-(3S,4R)-1-[시스-4-시아노-4-(p-

플루오로페닐)시클로헥실]-3-메틸-4-페닐이소니페코트산 [INN: LEVOCABASTINE], [2-[4-[(R)-p-클로로-알

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트리Z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

-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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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플루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S

TINE],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디아졸 [INN: NORASTEMIZOLE], 3-(10,1

1-디히드로-5H-디벤조[a,d]시클로헵텐-5-일리덴)-N-메틸-1-프로판아민[INN:NORTRIPTYLINE], 9-메틸-3-(

1H-테트라졸-5-일)-4H-피리도[1,2-a]피리미딘-4-온 [INN: PEMIROLAST], 8-클로로-11-[1-(5-메틸피리딘-

3-일메틸)피페리딘-4-일리덴]-6,11-디히드로-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INN: RUPATADINE], 

1-[2-[(p-클로로-알파-메틸-알파-페닐벤질)옥시]에틸]헥사히드로-1H-아제핀[INN: SETASTINE], S-(7-카르

복시-4-헥실-9-옥소크산텐-2-일)-S-메틸설폭스이민 [INN: SUDEXANOX], 1-(p-tert-부틸페닐)-4-[4'-(알파-

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INN: TERFENADINE], N-벤질-N,N'-디메틸-N-(2-피리딜)-에틸렌

디아민 [INN: TRIPELENAMIN] 및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TEC

ASTEMIZOLE]을 거론할 수 있다.

바람직한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4-[(4-클로로페닐) 메틸]-2-(헥사히드로-1-메틸-1H-아제핀-4-일)-1(2H)프

탈라지논[INN: AZEL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CETIRIZINE], 8-클로로- 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INN: 

DESLORATAD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로

프산[INN: FEXOFENAD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

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INN: LORATADINE], 2-[N-[1-(4-플루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

-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INN: MIZOLASTINE] 및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

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INN: TERFENADINE]이다.

특히 바람직한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

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및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6]시클로헵타[1,2

-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이다.

본 발명의 맥락에서, 다른 지시가 없는 한, 활성 성분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또는 용매화물(예를 들어, 수화물), 이러한 염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용매화물,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N-옥

사이드 또는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또는 용매화물을 의미한다.

여기서, 적당한 약학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염이란 한편으로는 특히 예를 들어, 염산, 브롬산, 인산, 질산, 황산, 아세

트산, 시트르산, D-글루콘산, 벤조산, 2-(4-히드록시벤조일)-벤조산, 부티르산, 설포살리실산, 말레산, 라우르산, 말

산, 푸마르산, 숙신산, 옥살산, 타르타르산, 엠본산, 스테아르산, 톨루엔설폰산, 메탄설폰산 또는 1-히드록시-2-나프

토산과 같은 산을 사용한 수용성 및 수불용성 산 부 가 염인데, 상기 산은 -일염기 또는 다염기 산이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염을 의도하느냐에 따라 -동몰량비 또는 상이한 비율로 염 제조에 사용된다. 또한, 활성 화합물도 임의의 혼합비

로 순수한 거울상이성질체 또는 거울상이성질체 혼합물로서 존재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염기를 사용한 염도 적당하다. 거론할 수 있는 염기를 사용한 염의 예는 알칼리 금속(리튬, 나트륨, 칼륨) 

또는 칼슘,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암모늄, 메글루민 또는 구아니디늄 염이다(이 때, 염기는 염 제조에서 역시 동

몰량 또는 상이한 비율로 사용됨).

본 발명에 사용되는 특정한 활성 성분은 입체상이성질체로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활성 성분들 및 라세미체를 비

롯한 이들의 혼합물의 모든 입체상 이성질체를 포함한다. 활성 성분들의 호변이성질체 및 이들의 혼합물도 본 발명의

일부이다.

본 발명의 제1 양상은 PDE4 억제제, PDE3/4 억제제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 및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 및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을 혼합

하여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 양상(제1 양상의 구체예)은,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로로피리드-4

-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2,3,4,4a,10b-헥사히드로-6-

(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RINE], 3,5-디클로로-4-[8- 

메톡시-2-(트리플루오로메틸)퀴놀린-5-일카르복스-아미도]피리딘-1-옥사이드 [연구 코드: SCH-351591], 3-[3

-(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벤질]-6-(에틸아미노)-8-이소프로필-3H-푸린 [연구 코드: V-11294A], N-[9-메틸

-4-옥소-1-페닐-3,4,6,7-테트라히드로피롤로[3,2,1-jk][1,4]벤조-디아제핀-3(R)-일]피리딘-4-카르복스아미드 

[연구 코드: CI-1018], 4-(3,4-디메톡시페닐)티아졸-2-카르복스아미드 옥심 [연구 코드: ORG-20241], 3,7-디히

드로-3-(4-클로로페닐)-1-프로필-1H-푸린-2,6-디온 [INN: AROFYLLINE], 3-[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

벤질아미노]-1H-피라졸-4-메탄올, N-(3,5-디클로로-4-피리디닐)-2-[1-(4-플루오로벤질)-5-히드록시-1H-인

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281], N-(3,5-디클로로피리딘-4-일)-2-[5-플루오로-1-(

4-플루오로벤질)-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343], 8-아미노-1,3-비스(시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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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메틸)크산틴 [INN: CIPAMFYLLINE], 테트라히드로-5-[4-메톡시-3-[(1S,2S,4R)-2-노보닐옥시]페닐]-2(

1H)-피리미돈 [INN: ATIZORAM], β-[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1,3-디히드로-1,3-디옥소-2H-이소

인돌-2-프로판아미드 [연구 코드: CDC-801], 메탄설폰산 2-(2,4-디클로로페닐카르보닐)-3-우레이도벤조-푸란-

6-일 에스테르 [INN: LIRIMILAST], (Z)-5-(3,5-디-tert-부틸-4-히드록시벤질리덴)-2-이미다조티아졸리딘-4-

온 [INN: DARBUFELONE], 시스-[4-시아노-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시클로헥산-1-카르복실산 [IN

N: CILOMILAST], 연구 코드 CDC-998, SH-636, D-4396, IC-485, CC-1088, KW-4490의 화합물 및 이들의 약

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 및 (E)-6-[(E)-3-(1-피롤리디닐)-1-p-톨일프로페닐]

-2-피리딘아크릴산 [INN: ACRIVASTINE], 6,11-디히드로-11-(1-메틸-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

헵타-[1,2-b]피리딘 [INN: AZATADINE],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메틸-1H-아제핀-4-일)-1

(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S)-4-[4-[1-(4-클로로페닐)-1-(2-피리딜)메톡시]피페리딘-1-일]

-부탄산 [INN: BEPOT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

N: CETIRIZINE], (+)-2-{2-[(p-클로르-알파-메틸-알파 페닐벤질)옥시]에틸}-1-메틸피롤리딘 [INN: CLEMAS

T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

ORATADINE], [3-(4-클로로페닐)-3-피리딘-2-일-프로필]-디메틸아민 [INN: DEXCHLORPHENIRAMINE], 4'

-tert-부틸-4-[4-(디페닐메톡시)피페리디노]부티로페논 [INN: EBASTINE], [2-[4-[비스(p-플루오로페닐)메틸]

-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INN: EFLETIRIZINE], 1-(2-에톡시에틸)-2-(헥사히드로-4-메틸-1H-1,4-디아

제핀-1-일)-벤즈이미다졸 [INN: EMEDASTINE], 3-아미노-9,13b-디히드로-1H-디벤즈[c,f]이미다조[1,5-a]아

제핀 [INN: EPINAST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부틸]-알파-메틸히드

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3-[4-(8-플루오로-5,11-디히드로벤즈[b]옥세피노[4,3-b]피리딘-11-일리

덴)-피페리딘-1-일]프로피온산 [연구 코드: HSR-609], (-)-(3S,4R)-1-[시스-4-시아노-4-(p-플루오로페닐)시

클로헥실]-3-메틸-4-페닐이소니페코트산 [INN: LEVOCABASTINE], [2-[4-[(R)-p-클로로-알파-페닐벤질)-1-

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6]시클

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 [N-[1-(4-플루오로벤

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STINE], 1-(4-

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NORASTEMIZOLE], 3-(10,11-디히드로-5H

-디벤조[a,d]시클로헵텐-5-일리덴)-N-메틸-I-프로판아민 [INN: NORTRIPTYLINE], 9-메틸-3-(1H-테트라졸-

5-일)-4H-피리도[1,2-a]피리미딘-4-온 [INN: PEMIROLAST], 8-클로로-11-[1-(5-메틸피리딘-3-일메틸)피페

리딘-4-일리덴]-6,11-디히드로-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RUPATADINE], 1-[2-[(p-클로

로-알파-메틸-알파-페닐벤질)옥시]에틸]헥사히드로-1H-아제핀 [INN: SETASTINE], S-(7-카르복시-4-헥실-9

-옥소크산텐-2-일)-S-메틸설폭스이민 [INN: SUDEXANOX],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

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N-벤질-N,N'-디메틸-N-(2-피리딜)-에틸렌디아민 [INN: T

RIPELENAMINE],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TECASTEMIZOL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을 혼합해서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을 제공

한다.

본 발명의 제3의 양상(제1 양상의 또다른 구체예)은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로로

피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2,3,4,4a,10b-헥사

히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RINE], 3,5-디클로

로-4-[8-메톡시-2-(트리플루오로메틸)퀴놀린-5-일카르복스-아미도]피리딘-1-옥사이드 [연구 코드: SCH-3515

91], 3-[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벤질]-6-(에틸아미노)- 8-이소프로필-3H-푸린 [연구 코드: V-11294A],

N-[9-메틸-4-옥소-1-페닐-3,4,6,7-테트라히드로피롤로[3,2,1-jk][1,4]벤조-디아제핀-3(R)-일]피리딘-4-카르

복스아미드 [연구 코드: CI-1018], 4-(3,4-디메톡시페닐)티아졸-2-카르복스아미드 옥심 [연구 코드: ORG-20241

], 3,7-디히드로-3-(4-클로로페닐)-1-프로필-1H-푸린-2,6-디온 [INN: AROFYLLINE], 3-[3-(시클로펜틸옥시)

-4-메톡시벤질아미노]-1H-피라졸-4-메탄올, N-(3,5-디클로로-4-피리디닐)-2-[1-(4-플루오로벤질)-5-히드록

시-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281], N-(3,5-디클로로피리딘-4-일)-2-[5-플루

오로-1-(4-플루오로벤질)-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343], 8-아미노-1,3-비스

(시클로프로필메틸)크산틴 [INN: CIPAMFYLLINE], 테트라히드로-5-[4-메톡시-3-[(1S,2S,4R)-2-노보닐옥시]

페닐]-2(1H)-피리미돈 [INN: ATIZORAM], β-[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1,3-디히드로-1,3-디옥소-

2H-이소인돌-2-프로판아미드 [연구 코드: CDC-801], 메탄설폰산 2-(2,4-디클로로페닐카르보닐)-3-우레이도벤

조-푸란-6-일 에스테르 [INN: LIRIMILAST], (Z)-5-(3,5-디-tert-부틸-4-히드록시벤질리덴)-2-이미다조티아졸

리딘-4-온 [INN: DARBUFELONE], 시스-[4-시아노-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시클로헥산-1-카르복

실산 [INN: CILOMILAST], 연구 코드 CDC-998, SH-636, D-4396, IC-485, CC-1088의 화합물 및 이들의 약학

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 및 (E)-6-[(E)-3-(I-피롤리디닐)-l-p-톨일프로페닐]-2

-피리딘아크릴산 [INN: ACRIVASTINE], 6,11-디히드로-11-(1-메틸-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

-[1,2-b]피리딘 [INN: AZATADINE],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메틸- 1H-아제핀-4-일)-1(2H

)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S)-4-[4-[1-(4-클로로페닐)-1-(2-피리딜)메톡시]피페리딘-1-일]-부

탄산 [INN: BEPOT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CETIRIZINE], (+)-2-{2-[(p-클로르-알파-메틸-알파 페닐벤질)옥시]에틸}-1-메틸피롤리딘 [INN: CLEMASTIN

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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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NE], [3-(4-클로로페닐)-3-피리딘-2-일-프로필]-디메틸아민 [INN: DEXCHLORPHENIRAMINE], 4'-tert-

부틸-4-[4-(디페닐메톡시)피페리디노]부티로페논 [INN: EBASTINE], [2-[4-[비스(p-플루오로페닐)메틸]-1-피

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EFLETIRIZINE], 1-(2-에톡시에틸)-2-(헥사히드로-4-메틸-1H-1,4-디아제핀-

1-일)-벤즈이미다졸 [INN: EMEDASTINE], 3-아미노-9,13b-디히드로-1H-디벤즈[c,f]이미다조[1,5-a]아제핀 [

INN: EPINAST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

로프산 [INN: FEXOFENADINE], 3-[4-(8-플루오로-5,11-디히드로벤즈[b]옥세피노[4,3-b]피리딘-11-일리덴)-

피페리딘-1-일]-프로피온산 [연구 코드: HSR-609], (-)-(3S,4R)-1-[시스-4-시아노-4-(p-플루오로페닐)시클로

헥실]-3-메틸-4-페닐이소니페코트산 [INN: LEVOCABASTINE], [2-[4-[(R)-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

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6]시클로헵

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4-플루오로벤질)-1

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STINE], 1-(4-플루

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 1H-벤즈이미다졸 [INN: NORASTEMIZOLE], 3-(10,11-디히드로-5H-디

벤조[a,d]시클로헵텐-5-일리덴)-N-메틸-1-프로판아민 [INN: NORTRIPTYLINE], 9-메틸-3-(1H-테트라졸-5-

일)-4H-피리도[1,2-a]피리미딘-4-온 [INN: PEMIROLAST], 8-클로로-11-[1-(5-메틸피리딘-3-일메틸)피페리

딘-4-일리덴]-6,11-디히드로-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RUPATADINE], 1-[2-[(p-클로

로-알파-메틸-알파-페닐벤질)옥시]에틸]헥사히드로-1H-아제핀 [INN: SETASTINE], S-(7-카르복시-4-헥실-9

-옥소크산텐-2-일)-S-메틸설폭스이민 [INN: SUDEXANOX],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

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N-벤질-N,N'-디메틸-N-(2-피리딜)-에틸렌디아민 [INN: T

RIPELENAMIN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을 혼합해서 포함하는 약

학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4의 양상(제1 양상의 또다른 구체예)은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로로

피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2,3,4,4a,1Ob-헥사

히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RINE] 및 이들의 약

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 및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메틸-1

H-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

닐]에톡시]-아세트산 [INN: CETIRIZ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

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 닐메틸)피페리디노]

-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INN: FEXOFENAD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6]시클

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4-플루오로벤질

)-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STINE] 및 1-(

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을 혼합해서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5의 양상(제1 양상의 또다른 구체예)은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

-프탈라진-1-온,

(시스)-4-(3,4-디에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R,8aS)-(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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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톨루엔-4-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메탄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4aS,8aR)-2-(1-아세틸-피페리딘-4-일)-4-(3,4-디에톡시페닐)-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5-{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5-옥소-펜탄산,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1-피리딘-4-일-메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tert-부틸아미드,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페닐아미드,

(시스)-4-[4-(7-메톡시-2,2-디메틸-2,3-디히드로-벤조푸란-4-일)-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

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실산 tert-부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5-디메틸아미노-나프탈렌-1-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니트로-페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4-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2-{1-[2-(4-아미노-3,5-디클로로-페닐)-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3,4-디메톡시-페닐)-4

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1-메틸-1H-피라졸로[3,4-d]피리미딘-4-일)-피페 리딘-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나프탈렌-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티에노[2,3-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미딘-2-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

-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옥소-2H-크로멘-7-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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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디메톡시페닐)-2-(1-이소프로필-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모폴린-4-일-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페네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3-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2-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모폴린-4-일-에타노일)-피페리딘- 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4-(2-디메틸아미노-에틸)-피페라진-1-일]에타노일}-피페리딘-4-

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이소프로필-아세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1,2,3-티아디아졸-4-일-벤질)-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1-(1-[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메타노일)-4-에틸-피페라진-2,3-디온,

4-(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

1-일}-에타노일아미노)-벤조산 에틸 에스테르,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아세트아미드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 및 (E)-6-[(E)-3-(1

-피롤리디닐)-1-p-톨릴프로페닐]-2-피리딘아크릴산 [INN: ACRIVASTINE], 6,11-디히드로-11-(1-메틸-4-피

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AZATADINE],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

드로-1-메틸-1H-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INN:AZELASTINE], (+)-(S)-4-[4-[1-(4-클로로페닐)-1-(2

-피리딜)메톡시]피페리딘-1-일]-부탄산 [INN: BEPOT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

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CE트리ZINE], (+)-2-{2-[(p-클로로-알파-메틸-알파 페닐벤질)옥 시]에틸}-

1-메틸피롤리딘 [INN: CLEMAST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

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3-(4-클로로페닐)-3-피리딘-2-일-프로필]-디메틸아민 [INN: D

EXCHLORPHENR아민], 4'-tert-부틸-4-[4-(디페닐메톡시)피페리디노]부티로페논 [INN: EBASTINE], [2-[4-[

비스(p-플루오로페닐)메틸]-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EFLETIRIZINE], 1-(2-에톡시에틸)-2-(헥사

히드로-4-메틸-1H-1,4-디아제핀-1-일)-벤즈이미다졸 [INN: EMEDASTINE], 3-아미노-9,13b-디히드로-1H-

디벤즈 [c,f]이미다조[1,5-a]아제핀 [INN: EPINAST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

페리디노]-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3-[4-(8-플루오로-5,11-디히드로벤즈[b]

옥세피노[4,3-b]피리딘-11-일리덴)-피페리딘-1-일]프로피온산 [연구 코드: HSR-609], (-)-(3S,4R)-1-[시스-4

-시아노-4-(p-플루오로페닐)시클로헥실]-3-메틸-4-페닐이소니페코트산 [INN: LEVOCABASTINE], [2-[4-[(R

)-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NE], 에틸 4-(8-클로로-5,6

-디히드로-11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

E], 2-[N-[1-(4-플루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

NN: MIZOLASTINE],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INN: NORASTEMIZOL

E], 3-(10,11-디히드로-5H-디벤조[a,d]시클로헵텐-5-일리덴)-N-메틸-1-프로판아민[INN:NORTRIPTYLINE], 

9-메틸-3-(1H-테트라졸-5-일)-4H-피리도[1,2-a]피리미딘-4-온 [INN: PEMIROLAST], 8-클로로-11-[1-(5-

메틸피리딘-3-일메틸)피페리딘-4-일리덴]-6,11-디 히드로-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RUPA

TADINE], 1-[2-[(p-클로로-알파-메틸-알파-페닐벤질)옥시]에틸]헥사히드로-1H-아제핀 [INN: SETA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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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카르복시-4-헥실-9-옥소크산텐-2-일)-S-메틸설폭스이민[INN: SUDEXANOX], 1-(p-tert-부틸페닐)-4-[

4'-(알파-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N-벤질-N,N'-디메틸-N-(2-피리

딜)-에틸렌디아민 [INN: TRIPELENAMINE],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

INN: TECASTEMIZOL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을 혼합해서 포

함하는 약학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6의 양상(제1 양상의 또다른 구체예)은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

-프탈라진-1-온,

(시스)-4-(3,4-디에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R, 8aS)-(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톨루엔-4-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메탄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4aS,8aR)-2-(1-아세틸-피페리딘-4-일)-4-(3,4-디에톡시페닐)-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5-{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5-옥소-펜탄산,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1-피리딘-4-일-메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4a,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tert-부틸아미드,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페닐아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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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4-[4-(7-메톡시-2,2-디메틸-2,3-디히드로-벤조푸란-4-일)-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

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실산 tert-부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5-디메틸아미노-나프탈렌-1-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니트로-페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4-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2-{l-[2-(4-아미노-3,5-디클로로-페닐)-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3,4-디메톡시-페닐)-4a

,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1-메틸-1H-피라졸로[3,4-d]피리미딘-4-일)-피페 리딘-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나프탈렌-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티에노[2,3-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미딘-2-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

-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옥소-2H-크로멘-7-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이소프로필-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모폴린-4-일-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페네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3-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2-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모폴린-4-일-에타노일)-피페리딘- 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4-(2-디메틸아미노-에틸)-피페라진-1-일]-에타노일}-피페리딘-4

-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j-피페리딘-1-일}

-2H-이소프로필-아세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1,2,3-티아디아졸-4-일-벤질)-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공개특허 10-2004-0095255

- 26 -

1-(1-{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메타노일)-4-에틸-피페라진-2,3-디온,

4-(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에타노일아미노)-벤조산 에틸 에스테르,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아세트아미드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 및 4-[(4-클로로페

닐)메틸]-2-(헥사히드로-1-메틸-1H-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2-[4-(p-

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CETIRIZ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

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p-[1-히드록시-4-[4-

(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에틸 4-(8-클로로

-5,6-디히드로-11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

ADINE], 2-[N-[1-(4-플루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

-온 [INN: MIZOLASTINE] 및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

N: TERFENADIN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을 혼합해서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7의 양상은 PDE4 억제제, PDE3/4 억제제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

1 활성 성분의 제제 및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 및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

분의 제제(상기 제제들은 치료에 동시, 순차 또는 별도로 사용함)를 혼합해서 포함하는 약학 제품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8의 양상(제7 양상의 한 구체예)은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로로피리

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2,3,4,4a,10b-헥사히드

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RINE], 3,5-디클로로-4

-[8-메톡시-2-(트리플루오로메틸)퀴놀린-5-일카르복스-아미도]피리딘-1-옥사이드 [연구 코드: SCH-351591], 

3-[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벤질]-6-(에틸아미노)-8-이소프로필-3H-푸린 [연구 코드: V-11294A], N-[9-

메틸-4-옥소-1-페닐-3,4,6,7-테트라히드로피롤로[3,2,1-jk][1,4]벤조-디아제핀-3(R)-일]피리딘-4-카르복스아

미드 [연구 코드: CI-1018], 4-(3,4-디메톡시페닐)티아졸-2-카르복스아미드 옥심 [연구 코드: ORG-20241], 3,7-

디히드로-3-(4-클로로페닐)-1-프로필-1H-푸린-2,6-디온 [INN: AROFYLLINE], 3-[3-(시클로펜틸옥시)-4-메

톡시벤질아미노]-1H-피라졸-4-메탄올, N-(3,5-디클로로-4-피리디닐)-2-[1-(4-플루오로벤질)-5-히드록시-1H

-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281], N-(3,5-디클로로피리딘-4-일)-2-[5-플루오로-

1-(4-플루오로벤질)-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343], 8-아미노-1,3-비스(시클

로프로필메틸)크산틴 [INN: CIPAMFYLLINE], 테트라히드로-5-[4-메톡시-3-[(1S,2S,4R)-2-노보닐옥시]페닐]-

2(1H)-피리미돈 [INN: ATIZORAM], β-[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1,3-디히드로-1,3-디옥소-2H-이

소인돌-2-프로판아미드 [연구 코드: CDC-801], 메탄설폰산 2-(2,4-디클로로페닐카르보닐)-3-우레이도벤조-푸란

-6-일 에스테르 [INN: LIRIMILAST], (Z)-5-(3,5-디-tert-부틸-4-히드록시벤질리덴)-2-이미다조티아졸리딘-4-

온 [INN: DARBUFELONE], 시스-[4-(시아노-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시클로헥산-1-카르복실산 [I

NN: CILOMILAST], 연구 코드 CDC-998, SH-636, D-4396, IC-485, CC-1088, KW-4490의 화합물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의 제제, 및 (E)-6-[(E)-3-(1-피롤리디닐)-1-p-톨릴

프로페닐]-2-피리딘아크릴산 [INN: ACRIVASTINE], 6,11-디히드로-11-(1-메틸-4-피페리딜리덴)-5H-벤조[5,

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AZATADINE],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메틸-1H-아제핀-

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S)-4-[4-[1-(4-클로로페닐)-1-(2-피리딜)메톡시]피페리딘

-1-일]-부탄산 [INN: BEPOT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

산 [INN: CETIRIZINE], (+)-2-{2-[(p-클로르-알파-메틸-알파 페닐벤질)옥시]에 틸}-1-메틸피롤리딘 [INN: CL

EMAST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

SLORATADINE], [3-(4-클로로페닐)-3-피리딘-2-일-프로필]-디메틸아민 [INN: DEXCHLORPHENIRAMINE], 

4'-tert-부틸-4-[4-(디페닐메톡시)피페리디노]부티로페논 [INN: EBASTINE], [2-[4-[비스(p-플루오로페닐)메

틸]-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EFLETIRIZINE], 1-(2-에톡시에틸)-2-(헥사히드로-4-메틸-1H-1,4-

디아제핀-1-일)-벤즈이미다졸 [INN: EMEDASTINE], 3-아미노-9,13b-디히드로-1H-디벤즈[c,f]이미다조[1,5-

a]아제핀 [INN: EPINAST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부틸]-알파-메틸

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3-[4-(8-플루오로-5,11-디히드로벤즈[b]옥세피노[4,3-b]피리딘-11-

일리덴)-피페리딘-1-일]프로피온산 [연구 코드: HSR-609], (-)-(3S,4R)-1-[시스-4-시아노-4-(p-플루오로페닐

)시클로헥실]-3-메틸-4-페닐이소니페코트산 [INN: LEVOCABASTINE], [2-[4-[(R)-p-클로로-알파-페닐벤질)

-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6]

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4-플루오로

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 (3H)-온 [INN: MIZOLASTINE], 1-

(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NORASTEMIZOLE], 3-(10,11-디히드로-

5H-디벤조[a,d]시클로헵텐-5-일리덴)-N-메틸-1-프로판아민 [INN: NORTRIPTYLINE], 9-메틸-3-(1H-테트라



공개특허 10-2004-0095255

- 27 -

졸-5-일)-4H-피리도[1,2-a]피리미딘-4-온 [INN: PEMIROLAST], 8-클로로-11-[1-(5-메틸피리딘-3-일메틸)

피페리딘-4-일리덴]- 6,11-디히드로-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RUPATADINE], 1-[2-[(p-

클로로-알파-메틸-알파-페닐벤질)옥시]에틸]헥사히드로-1H-아제핀 [INN: SETASTINE], S-(7-카르복시-4-헥

실-9-옥소크산텐-2-일)-S-메틸설폭스이민 [INN: SUDEXANOX],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

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TRFENADINE], N-벤질-N,N'-디메틸-N-(2-피리딜)-에틸렌디아민 [I

NN: TRIPELENAMINE],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TECASTEMIZ

OL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의 제제(상기 제제들은 치료에 동시, 

순차 또는 별도로 사용함)를 혼합해서 포함하는 약학 제품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9의 양상(제7 양상의 또다른 구체예)은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로로

피리드-4-일)-벤즈아미드[INN: ROFLUMILAST],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2,3,4,4a,10b-헥사히

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RINE], 3,5-디클로

로-4-[8-메톡시-2-(트리플루오로메틸)퀴놀린-5-일카르복스-아미도]피리딘-1-옥사이드 [연구 코드: SCH-3515

91], 3-[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벤질]-6-(에틸아미노)-8-이소프로필-3H-푸린 [연구 코드: V-11294A], 

N-[9-메틸-4-옥소-1-페닐-3,4,6,7-테트라히드로피롤로[3,2,1-jk][1,4]벤조-디아제핀-3(R)-일]피리딘-4-카르

복스아미드 [연구 코드: CI-1018], 4-(3,4-디메톡시페닐)티아졸-2-카르복스아미드 옥심 [연구 코드: ORG-20241

], 3,7-디히드로-3-(4-클로로페닐)-1-프로필-1H-푸린-2,6-디온 [INN: AROFYLLINE], 3-[3-(시클로펜틸옥시)

-4-메톡시벤질아미노]-1H-피라 졸-4-메탄올, N-(3,5-디클로로-4-피리디닐)-2-[1-(4-플루오로벤질)-5-히드

록시-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281], N-(3,5-디클로로피리딘-4-일)-2-[5-플

루오로-1-(4-플루오로벤질)-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343], 8-아미노-1,3-비

스(시클로프로필메틸)크산틴 [INN: CIPAMFYLLINE], 테트라히드로-5-[4-메톡시-3-[(1S,2S,4R)-2-노보닐옥시

]페닐]-2(1H)-피리미돈 [INN: ATIZORAM], β-[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1,3-디히드로-1,3-디옥소

-2H-이소인돌-2-프로판아미드 [연구 Code : CDC-801], 메탄설폰산 2-(2,4-디클로로페닐카르보닐)-3-우레이도

벤조-푸란-6-일 에스테르 [INN: LIRIMILAST], (Z)-5-(3,5-디-tert-부틸-4-히드록시벤질리덴)-2-이미다조티아

졸리딘-4-온 [INN: DARBUFELONE], 시스-[4-시아노-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시클로헥산-1-카르

복실산 [INN: CILOMILAST], 연구 코드 CDC-998, SH-636, D-4396, IC-485, CC-1088의 화합물 및 이들의 약

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의 제제, 및 (E)-6-[(E)-3-(1-피롤리디닐)-1-p-톨릴프

로페닐]-2-피리딘아크릴산 [INN: ACRIVASTINE], 6,11-디히드로-11-(1-메틸-4-피페리딜리덴)-5H-벤조[5,6]

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AZATADINE],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메틸-1H-아제핀-4

-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S)-4-[4-[1-(4-클로로페닐)-1-(2-피리딜)메톡시]피페리딘

-1-일]-부탄산 [INN: BEPOT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

산 [INN: CETIRIZINE], (+)-2-{2-[(p-클로르-알파-메틸-알파 페닐벤질)옥시]-에틸}-1-메틸피롤리딘 [INN: C

LEMAST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 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3-(4-클로로페닐)-3-피리딘-2-일-프로필]-디메틸아민 [INN: DEXCHLORPHENIRAMIN

E], 4'-tert-부틸-4-[4-(디페닐메톡시)피페리디노]부티로페논[INN: EBASTINE], [2-[4-[비스(p-플루오로페닐)

메틸]-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EFLETIRIZINE], 1-(2-에톡시에틸)-2-(헥사히드로-4-메틸-1H-1,

4-디아제핀-1-일)-벤즈이미다졸[INN:EMEDASTINE], 3-아미노-9,13b-디히드로-1H-디벤즈[c,f]이미다조[1,5

-a]아제핀 [INN: EPINAST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부틸]-알파-메

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3-[4-(8-플루오로-5,11-디히드로벤즈[b]옥세피노[4,3-b]피리딘-1

1-일리덴)-피페리딘-1-일]프로피온산 [연구 코드: HSR-609], (-)-(3S,4R)-1-[시스-4-시아노-4-(p-플루오로페

닐)시클로헥실]-3-메틸-4-페닐이소니페코트산 [INN: LEVOCABASTINE], [2-[4-[(R)-p-클로로-알파-페닐벤

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6

]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4-플루오

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STINE], 1

-(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NORASTEMIZOLE], 3-(10,11-디히드로

-5H-디벤조[a,d]시클로헵텐-5-일리덴)-N-메틸-1-프로판아민 [INN: NORTRIPTYLINE], 9-메틸-3-(1H-테트

라졸-5-일)-4H-피리도[1,2-a]피리미딘-4-온 [INN: PEMIROLAST], 8-클로로-11-[1-(5-메틸피리딘-3-일메

틸)피페리딘-4-일리덴]-6,11-디히드로-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RUPATADINE], 1-[2- 

[(p-클로로-알파-메틸-알파-페닐벤질)옥시]에틸]헥사히드로-1H-아제핀 [INN: SETASTINE], S-(7-카르복시-4

-헥실-9-옥소크산텐-2-일)-S-메틸설폭스이민 [INN: SUDEXANOX],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

시디페닐 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N-벤질-N,N'-디메틸-N-(2-피리딜)-에틸렌디아민

[INN: TRIPELENAMIN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의 제제(상기 제

제들은 치료에 동시, 순차 또는 별도로 사용함)를 혼합해서 포함하는 약학 제품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0의 양상(제7 양상의 또다른 구체예)은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로

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INN: ROFLUMILAST],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2,3,4,4a,10b-헥사

히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RIN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의 제제, 및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

1-메틸-1H-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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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INN:CETIRIZ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

]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

리디노]-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

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4-플루

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STINE] 

및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및 이

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의 제제(치료에 동시, 순차 또는 별도로 사용하기

위한함)를 혼합해서 포함하는 약학 제품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1의 양상(제7 양상의 또다른 구체예)은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

-프탈라진-1-온,

(시스)-4-(3,4-디에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1,1-디옥소 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R,8aS)-(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톨루엔-4-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메탄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4aS,8aR)-2-(1-아세틸-피페리딘-4-일)-4-(3,4-디에톡시페닐)-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5-{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5-옥소-펜탄산,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1-피리딘-4-일-메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 라진-2-일]-피페리딘-1-카르

복실산 tert-부틸아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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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페닐아미드,

(시스)-4-[4-(7-메톡시-2,2-디메틸-2,3-디히드로-벤조푸란-4-일)-1-옥소-4a, 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

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실산 tert-부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5-디메틸아미노-나프탈렌-1-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니트로-페닐)-피페리딘-4-일]-4a, 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4-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2-{1-[2-(4-아미노-3,5-디클로로-페닐)-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3,4-디메톡시-페닐)-4

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1-메틸-1H-피라졸로[3,4-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나프탈렌-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티에노[2,3-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미딘-2-일-피페리딘-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

-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옥소-2H-크로멘-7-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이소프로필-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모폴린-4-일-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페네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3-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2-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모폴린-4-일-에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4-(2-디메틸아미노-에틸)-피페라진-1-일]-에타노일}-피페리딘-4

-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 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이소프로필-아세트아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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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1,2,3-티아디아졸-4-일-벤질)-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1-(1-{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메타노일)-4-에틸-피페라진-2,3-디온,

4-(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

1-일}-에타노일아미노)-벤조산 에틸 에스테르,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아세트아미드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의 제제, 및 (E)-6-[(E

)-3-(1-피롤리디닐)-1-p-톨릴프로페닐]-2-피리딘아크릴산 [INN: ACRIVASTINE], 6,11-디히드로-11-(1-메틸

-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AZATADINE], 4-[(4-클로로페닐)메틸]-2-(

헥사히드로-1-메틸-1H-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S)-4-[4-[1-(4-클로로페

닐)-1-(2-피리딜)메톡시]피페리딘-1-일]-부탄산 [INN: BEPOT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

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CETIRIZINE], (+)-2-{2-[(p-클로르-알파-메틸-알파 페닐벤질)옥시

]에틸}-1-메틸피롤리딘 [INN: CLEMAST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

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3-(4-클로로페닐)-3-피리딘-2-일-프로필]-디메틸아민 [I

NN: DEXCHLORPHENIRAMINE], 4'-tert-부틸-4-[4-(디페닐메톡시)피페리디노]부티로페논 [INN: EBASTINE],

[2-[4-[비스(p-플루오로페닐)메틸]-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EFLETIRIZINE], 1-(2-에톡시에틸)-

2-(헥사히드로-4-메틸-1H-1,4-디아제핀-1-일)-벤즈이미다졸 [INN: EMEDASTINE], 3-아미노-9,13b-디히드

로-1H-디벤즈[c,f]이미다조[1,5-a]아제핀 [INN: EPINAST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

메틸)피페리디노]-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3-[4-(8-플루오로-5,11-디히드로

벤즈[b]옥세피노[4,3-b]피리딘-11-일리덴)-피페리딘-1-일]프로피온산 [연구 코드: HSR-609], (-)-(3S,4R)-1-

[시스-4-시아노-4-(p-플루오로페닐)시클로헥실]-3-메틸-4-페닐이소니페코트산 [INN: LEVOCABASTINE], [2

-[4-[(R)-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NE], 에틸 4-(8-클로

로-5,6-디히드로-11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

TADINE], 2-[N-[l-(4-플루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

)-온 [INN: MIZOLASTINE],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NORASTE

MIZOLE], 3-(10,11-디히드로-5H-디벤조[a,d]시클로헵텐-5-일리덴)-N-메틸-1-프로판아민 [INN: NORTRIPT

YLINE], 9-메틸-3-(1H-테트라졸-5-일)-4H-피리도[1,2-a]피리미딘-4-온 [INN: PEMIROLAST], 8-클로로-11

-[1-(5-메틸피리딘-3-일메틸)피페리딘-4-일리덴]-6,11-디히드로-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

N: RUPATADINE], 1-[2-[(p-클로로-알파-메틸-알파-페닐벤질)옥시]에틸]헥사히드로-1H-아제핀 [INN: SETA

STINE], S-(7-카르복시-4-헥실-9-옥소크산텐-2-일)-S-메틸설폭스이민 [INN: SUDEXANOX], 1-(p-tert-부틸

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메 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N-벤질-N,N'-디메틸-N

-(2-피리딜)-에틸렌디아민 [INN: TRIPELENAMINE] 및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

즈이미다졸 [INN: TECASTEMIZOL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의 

제제(상기 제제들은 치료에 동시, 순차 또는 별도로 사용함)를 혼합해서 포함하는 약학 제품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2의 양상(제7 양상의 또다른 구체예)은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

-프탈라진-1-온,

(시스)-4-(3,4-디에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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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R,8aS)-(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톨루엔-4-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메탄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4aS,8aR)-2-(1-아세틸-피페리딘-4-일)-4-(3,4-디에톡시페닐)-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5-{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5-옥소-펜탄산,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1-피리딘-4-일-메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tert-부틸아미드,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페닐아미드,

(시스)-4-[4-(7-메톡시-2,2-디메틸-2,3-디히드로-벤조푸란-4-일)-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

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실산 tert-부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5-디메틸아미노-나프탈렌-1-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니트로-페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4-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2-{1-[2-(4-아미노-3,5-디클로로-페닐)-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3,4-디메톡시-페닐)-4

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1-메틸-1H-피라졸로[3,4-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나프탈렌-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티에노[2,3-d]피리미딘-4-일-피페리딘 -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미딘-2-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

-1-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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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옥소-2H-크로멘-7-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이소프로필-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모폴린-4-일-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페네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3-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2-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모폴린-4-일-에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4-(2-디메틸아미노-에틸)-피페라 진-1-일]-에타노일}-피페리딘-4

-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이소프로필-아세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1,2,3-티아디아졸-4-일-벤질)-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1-(1-{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메타노일)-4-에틸-피페라진-2,3-디온,

4-(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

1-일}-에타노일아미노)-벤조산 에틸 에스테르,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아세트아미드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의 제제, 및 4-[(4-클

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메틸-1H-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2-[4

-(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CETIRIZ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

-(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p-[1-히드록시-

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에틸 4-(8-

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

ORATADINE], 2-[N-[1-(4-플루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

-4(3H)-온 [INN: MIZOLASTINE] 및 1-(p-tert- 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

탄올 [INN: TERFENADIN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의 제제(상기

제제들은 치료에 동시, 순차 또는 별도로 사용함)를 혼합해서 포함하는 약학 제품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3의 양상은 PDE4 억제제, PDE3/4 억제제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의 제제,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 및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

분의 제제 및 상기 제제들을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동시, 순차 또는 별도 투여하기 위한 지침서를 포함하는 키트

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4의 양상(제13 양상의 한 구체예)은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로로피

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2,3,4,4a,10b-헥사히

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RINE], 3,5-디클로로

-4-[8-메톡시-2-(트리플루오로메틸)퀴놀린-5-일카르복스-아미도]피리딘-1-옥사이드 [연구 코드: SCH-35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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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벤질]-6-(에틸아미노)-8-이소프로필-3H-푸린 [연구 코드: V-11294A], N-[

9-메틸-4-옥소-1-페닐-3,4,6,7-테트라히드로피롤로[3,2,1-jk][1,4]벤조-디아제핀-3(R)-일]피리딘-4-카르복스

아미드 [연구 코드: CI-1018], 4-(3,4-디메톡시페닐)티아졸-2-카르복스아미드 옥심 [연구 코드: ORG-20241], 3,

7-디히드로-3-(4-클로로페닐)-1-프로필-1H-푸린-2,6-디온 [INN: AROFYLLINE], 3-[3-(시클로펜틸옥시)-4-

메톡시-벤질아미노]-1H-피라졸-4-메 탄올, N-(3,5-디클로로-4-피리디닐)-2-[1-(4-플루오로벤질)-5-히드록시

-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281], N-(3,5-디클로로피리딘-4-일)-2-[5-플루오

로-1-(4-플루오로벤질)-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343], 8-아미노-1,3-비스(

시클로프로필메틸)크산틴 [INN: CIPAMFYLLINE], 테트라히드로-5-[4-메톡시-3-[(1S,2S,4R)-2-노보닐옥시]페

닐]-2(1H)-피리미돈 [INN: ATIZORAM], β-[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1,3-디히드로-1,3-디옥소-2

H-이소인돌-2-프로판아미드 [연구 코드: CDC-801], 메탄설폰산 2-(2,4-디클로로페닐카르보닐)-3-우레이도벤조

-푸란-6-일 에스테르 [INN: LIRIMILAST], (Z)-5-(3,5-디-tert-부틸-4-히드록시벤질리덴)-2-이미다조티아졸리

딘-4-온 [INN: DARBUFELONE], 시스-[4-시아노-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시클로헥산-1-카르복실

산 [INN: CILOMILAST], 연구 코드 CDC-998, SH-636, D-4396, IC-485, CC-1088, KW-4490의 화합물 및 이

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의 제제, (E)-6-[(E)-3-(1-피롤리디닐)-1-p-톨

릴프로페닐]-2-피리딘아크릴산 [INN: ACRIVASTINE], 6,11-디히드로-11-(1-메틸-4-피페리딜리덴)-5H-벤조[

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AZATADINE],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메틸-1H-아제

핀-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S)-4-[4-[1-(4-클로로페닐)-1-(2-피리딜)메톡시]피페

리딘-1-일]-부탄산 [INN: BEPOT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

세트산 [INN: CETIRIZINE], (+)-2-{2-[(p-클로르-알파-메틸-알파 페닐벤질)옥시]에틸}-1-메틸피롤리딘 [INN:

CLEMAST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 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

N: DESLORATADINE], [3-(4-클로로페닐)-3-피리딘-2-일-프로필]-디메틸아민 [INN: DEXCHLORPHENIRAM

INE], 4'-tert-부틸-4-[4-(디페닐메톡시)피페리디노]부티로페논 [INN: EBASTINE], [2-[4-[비스(p-플루오로페

닐)메틸]-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EFLETIRIZINE], 1-(2-에톡시에틸)-2-(헥사히드로-4-메틸-1H-

1,4-디아제핀-1-일)-벤즈이미다졸[INN:EMEDASTINE], 3-아미노-9,13b-디히드로-1H-디벤즈[c,f]이미다조[1,

5-a]아제핀 [INN: EPINAST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부틸]-알파-

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3-[4-(8-플루오로-5,11-디히드로벤즈[b]옥세피노[4,3-b]피리딘

-11-일리덴)-피페리딘-1-일]프로피온산 [연구 코드: HSR-609], (-)-(3S,4R)-1-[시스-4-시아노-4-(p-플루오

로페닐)시클로헥실]-3-메틸-4-페닐이소니페코트산 [INN: LEVOCABASTINE], [2-[4-[(R)-p-클로로-알파-페

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

[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4-플

루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STIN

E],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NORASTEMIZOLE], 3-(10,11-디

히드로-5H-디벤조[a,d]시클로헵텐-5-일리덴)-N-메틸-1-프로판아민 [INN: NORTRIPTYLINE], 9-메틸-3-(1H

-테트라졸-5-일)-4H-피리도[1,2-a]피리미딘-4-온 [INN: PEMIROLAST], 8-클로로-11-[1-(5-메틸피리딘-3-

일메틸)피페리딘-4-일리덴]-6,11-디히드로-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RUPATADINE], 1-[

2- [(p-클로로-알파-메틸-알파-페닐벤질)옥시]에틸]헥사히드로-1H-아제핀[INN: SETASTINE], S-(7-카르복시

-4-헥실-9-옥소크산텐-2-일)-S-메틸설폭스이민 [INN: SUDEXANOX],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

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N-벤질-N,N'-디메틸-N-(2-피리딜)-에틸렌디아

민 [INN: TRIPELENAMINE],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TECAST

EMIZOL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 및 상기 제제들을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동시, 순차 또는 별도 투여하기 위한 지침서를 포함하는 키트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5의 양상(제13 양상의 또다른 구체예)은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로

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2,3,4,4a,1Ob-헥

사히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RINE], 3,5-디클

로로-4-[8-메톡시-2-(트리플루오로메틸)퀴놀린-5-일카르복스-아미도]피리딘-1-옥사이드 [연구 코드: SCH-35

1591], 3-[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벤질]-6-(에틸아미노)-8-이소프로필-3H-푸린 [연구 코드: V-11294A],

N-[9-메틸-4-옥소-1-페닐-3,4,6,7-테트라히드로피롤로[3,2,1-jk][1,4]벤조-디아제핀-3(R)-일]피리딘-4-카르

복스아미드 [연구 코드: CI-1018], 4-(3,4-디메톡시페닐)티아졸-2-카르복스아미드 옥심 [연구 코드: ORG-20241

], 3,7-디히드로-3-(4-클로로페닐)-1-프로필-1H-푸린-2,6-디온 [INN: AROFYLLINE], 3-[3-(시클로펜틸옥시)

-4-메톡시벤질아미노]-1H-피라졸-4-메탄올, N-(3,5-디클로로-4-피리디닐)-2-[1-(4-플루오 로벤질)-5-히드록

시-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281], N-(3,5-디클로로피리딘-4-일)-2-[5-플루

오로-1-(4-플루오로벤질)-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343], 8-아미노-1,3-비스

(시클로프로필메틸) 크산틴 [INN: CIPAMFYLLINE], 테트라히드로-5-[4-메톡시-3-[(1S,2S,4R)-2-노보닐옥시]

페닐]-2(1H)-피리미돈 [INN: ATIZORAM], β-[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1,3-디히드로-1,3-디옥소-

2H-이소인돌-2-프로판아미드 [연구 코드: CDC-801], 메탄설폰산 2-(2,4-디클로로페닐카르보닐)-3-우레이도벤

조-푸란-6-일 에스테르 [INN: LIRIMILAST], (Z)-5-(3,5-디-tert-부틸-4-히드록시벤질리덴)-2-이미다조티아졸

리딘-4-온 [INN: DARBUFELONE], 시스-[4-시아노-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시클로헥산-1-카르복

실산 [INN: CILOMILAST], 연구 코드 CDC-998, SH-636, D-4396, IC-485, CC-1088의 화합물 및 이들의 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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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의 제제, (E)-6-[(E)-3-(1-피롤리디닐)-1-p-톨릴프로페

닐]-2-피리딘아크릴산 [INN: ACRIVASTINE], 6,11-디히드로-11-(1-메틸-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

로헵타-[1,2-b]피리딘 [INN: AZATADINE],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메틸-1H-아제핀-4-일)

-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S)-4-[4-[1-(4-클로로페닐)-1-(2-피리딜)메톡시]피페리딘-1-

일]-부탄산 [INN: BEPOT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

INN: CETIRIZINE], (+)-2-{2-[(p-클로르-알파-메틸-알파 페닐벤질)옥시]에틸}-1-메틸피롤리딘 [INN: CLEMA

ST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

ORATADINE], [3-(4-클로로페 닐)-3-피리딘-2-일-프로필]-디메틸아민 [INN: DEXCHLORPHENIRAMINE], 4'

-tert-부틸-4-[4-(디페닐메톡시)피페리디노]부티로페논 [INN: EBASTINE], [2-[4-[비스(p-플루오로페닐)-메틸

]-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EFLETIRIZINE], 1-(2-에톡시에틸)-2-(헥사히드로-4-메틸-1H-1,4-디

아제핀-1-일)-벤즈이미다졸 [INN: EMEDASTINE], 3-아미노-9,13b-디히드로-1H-디벤즈 [c,f]이미다조[1,5-a]

아제핀 [INN: EPINAST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부틸]-알파-메틸히

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3-[4-(8-플루오로-5,11-디히드로벤즈[b]옥세피노[4,3-b]피리딘-11-일

리덴)-피페리딘-1-일]프로피온산 [연구 코드: HSR-609], (-)-(3S,4R)-1-[시스-4-시아노-4-(p-플루오로페닐)

시클로헥실]-3-메틸-4-페닐이소니페코트산 [INN: LEVOCABASTINE], [2-[4-[(R)-p-클로로-알파-페닐벤질)-

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6]시

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4-플루오로벤

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STINE], 1-(4-

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NORASTEMIZOLE], 3-(10,11-디히드로-5H

-디벤조[a,d]시클로헵텐-5-일리덴)-N-메틸-1-프로판아민 [INN: NORTRIPTYLINE], 9-메틸-3-(1H-테트라졸-

5-일)-4H-피리도[1,2-a]피리미딘-4-온 [INN: PEMIROLAST], 8-클로로-11-[1-(5-메틸피리딘-3-일메틸)피페

리딘-4-일리덴]-6,11-디히드로-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RUPATADINE], 1-[2-[(p-클로

로-알파-메틸-알파-페닐벤질)옥시]에틸]헥사히드로-1H-아제핀 [INN: SETASTINE], S-(7-카르복시-4-헥실-9

-옥소크산텐-2-일)-S-메틸설폭스이민 [INN: SUDEXANOX],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

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N-벤질-N,N'-디메틸-N-(2-피리딜)-에틸렌디아민 [INN: T

RIPELENAMIN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의 제제 및 상기 제제들

을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동시, 순차 또는 별도 투여하기 위한 지침서를 포함하는 키트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6의 양상(제13 양상의 또다른 구체예)은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로

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2,3,4,4a,10b-헥

사히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RIN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의 제제,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

메틸-1H-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

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CETIRIZ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

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

디노]-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

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4-플루오

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STINE] 및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 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의 제제 및 상기 제제들을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동시, 순차 또는 별도 투여하기 위한 지침서를 포함하는 키트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7의 양상(제13 양상의 또다른 구체예)은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

-프탈라진-1-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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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4-(3,4-디에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1,1-디옥소 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R,8aS)-(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톨루엔-4-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메탄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4aS,8aR)-2-(1-아세틸-피페리딘-4-일)-4-(3,4-디에톡시페닐)-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5-{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5-옥소-펜탄산,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1-피리딘-4-일-메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 라진-2-일]-피페리딘-1-카르

복실산 tert-부틸아미드,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페닐아미드,

(시스)-4-[4-(7-메톡시-2,2-디메틸-2,3-디히드로-벤조푸란-4-일)-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

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실산 tert-부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5-디메틸아미노-나프탈렌-1-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니트로-페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4-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2-{1-[2-(4-아미노-3,5-디클로로-페닐)-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3,4-디메톡시-페닐)-4

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1-메틸-1H-피라졸로[3,4-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나프탈렌-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티에노[2,3-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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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미딘-2-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

-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옥소-2H-크로멘-7-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이소프로필-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모폴린-4-일-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페네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3-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2-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모폴린-4-일-에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4-(2-디메틸아미노-에틸)-피페라진-1-일]-에타노일}-피페리딘-4

-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이소프로필-아세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1,2,3-티아디아졸-4-일-벤질)-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1-(1-{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메타노일)-4-에틸-피페라진-2,3-디온,

4-(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

1-일}-에타노일아미노)-벤조산 에틸 에스테르,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아세트아미드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의 제제, (E)-6-[(E)-

3-(1-피롤리디닐)-1-p-톨릴프로페닐]-2-피리딘아크릴산 [INN: ACRIVASTINE], 6,11-디히드로-11-(1-메틸-4

-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AZATADINE], 4-[(4-클로로페닐)메틸]-2-(헥

사히드로-1-메틸-1H-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S)-4-[4-[1-(4-클로로페닐)

-1-(2-피리딜)메톡시]피페리딘-1-일]-부탄산 [INN: BEPOT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

-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CETIRIZINE], (+)-2-{2-[(p-클로르-알파-메틸-알파 페닐벤질)옥시]-

에틸}-1-메틸피롤리딘 [INN: CLEMAST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

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3-(4-클로로페닐)-3-피리딘-2-일-프로필]-디메틸아민 [I

NN: DEXCHLORPHENIRAMINE], 4'-tert-부틸-4-[4-(디페닐메톡시)피페리디노]부티로페논 [INN: EBASTINE],

[2-[4-[비스(p-플루오로페닐)메틸]-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EFLETIRIZINE], 1-(2-에톡시에틸)-

2-(헥사히드로-4-메틸-1H-1,4-디아제핀-1-일)-벤즈이미다졸 [INN: EMEDASTINE], 3-아미노-9,13b-디히드

로-1H-디벤즈[c,f]이미다조[1,5-a]아제핀 [INN: EPINAST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

메틸)피페리디노]-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3-[4-(8-플루오로-5,11-디히드로

벤즈[b]옥세피노[4,3-b]피리딘-11-일리덴)-피페리딘-1-일]프로피온산 [연구 코드: HSR-609], (-)-(3S,4R)-1-

[시스-4-시아노-4-(p-플루오로페닐)시클로헥실]-3-메틸-4-페닐이소니페코트산 [INN: LEVOCABASTINE], [2

-[4-[(R)-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NE], 에틸 4-(8-클

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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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DINE], 2-[N-[1-(4-플루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

3H)-온 [INN: MIZOLASTINE],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NORAS

TEMIZOLE], 3-(10,11-디히드로-5H-디벤조[a,d]시클로헵텐-5-일리덴)-N-메틸-1-프로판아민 [INN: NORTRI

PTYLINE], 9-메틸-3-(1H-테트라졸-5-일)-4H-피리도[1,2-a]피리미딘-4-온 [INN: PEMIROLAST], 8-클로로

-11-[1-(5-메틸피리딘-3-일메틸)피페리딘-4-일리덴]-6,11-디히드로-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RUPATADINE], 1-[2-[(p-클로로-알파-메틸-알파-페닐벤질)옥시]에틸]헥사히드로-1H-아제핀 [INN: SE

TASTINE], S-(7-카르복시-4-헥실-9-옥소크산텐-2-일)-S-메틸 설폭스이민 [INN: SUDEXANOX], 1-(p-tert-

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N-벤질-N,N'-디메

틸-N-(2-피리딜)-에틸렌디아민 [INN: TRIPELENAMINE],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

벤즈이미다졸 [INN: TECASTEMIZOL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

의 제제 및 상기 제제들을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동시, 순차 또는 별도 투여하기 위한 지침서를 포함하는 키트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8의 양상(제13 양상의 또다른 구체예)은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

-프탈라진-1-온,

(시스)-4-(3,4-디에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R,8aS)-(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톨루엔-4-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메탄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4aS,8aR)-2-(1-아세틸-피페리딘-4-일)-4-(3,4-디에톡시페닐)-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5-{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5-옥소-펜탄산,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1-피리딘-4-일-메타노일)-피페리딘- 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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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tert-부틸아미드,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페닐아미드,

(시스)-4-[4-(7-메톡시-2,2-디메틸-2,3-디히드로-벤조푸란-4-일)-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

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실산 tert-부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5-디메틸아미노-나프탈렌-1-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니트로-페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4-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2-{1-[2-(4-아미노-3,5-디클로로-페닐)-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3,4-디메톡시-페닐)-4

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1-메틸-1H-피라졸로[3,4-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나프탈렌-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티에노[2,3-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미딘-2-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

-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옥소-2H-크로멘-7-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이소프로필-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모폴린-4-일-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페네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3-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2-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모폴린-4-일-에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4-(2-디메틸아미노-에틸)-피페라진-1-일]-에타노일}-피페리딘-4

-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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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이소프로필-아세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1,2,3-티아디아졸-4-일-벤질)-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1-(1-{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메타노일)-4-에틸-피페라진-2,3-디온,

4-(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

1-일}-에타노일아미노)-벤조산 에틸 에스테르,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아세트아미드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의 제제, 4-[(4-클로

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메틸-1H-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2-[4-(

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CETIRIZ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

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p-[1-히드록시-4

-[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에틸 4-(8-클

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

ATADINE], 2-[N-[1-(4-플루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 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

3H)-온 [INN: MIZOLASTINE],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

N: TERFENADIN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의 제제 및 상기 제제

들을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동시, 순차 또는 별도 투여하기 위한 지침서를 포함하는 키트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활성 성분의 투여는 PDE4 및 PDE3/4 억제제 또는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 부류의 단일 활성 성분을 투여

하는 것에 비하여 결과적으로 초기 알레르기 반응이 감소되고 및/또는 후기 염증 기도 반응이 감소되므로 유리한 것

으로 밝혀졌다.

본 발명의 약학 조성물은 제1 활성 성분과 제2 활성 성분을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19의 양상

은 PDE4 억제제, PDE3/4 억제제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과, 히스

타민 수용체 길항제 및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을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약학 조성물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0의 양상(제19 양상의 한 구체예)은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로로피

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2,3,4,4a,10b-헥사히

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RINE], 3,5-디클로로

-4-[8-메톡시-2-(트리플루오로메틸)퀴놀린-5-일카르복스-아미도]피리딘-1-옥사이드 [연구 코드: SCH-351591

], 3-[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벤질]-6-(에틸아미노)- 8-이소프로필-3H-푸린 [연구 코드: V-11294A], N-

[9-메틸-4-옥소-1-페닐-3,4,6,7-테트라히드로피롤로[3,2,1-jk][1,4]벤조-디아제핀-3(R)-일]피리딘-4-카르복

스아미드 [연구 코드: CI-1018], 4-(3,4-디메톡시페닐)티아졸-2-카르복스아미드 옥심 [연구 코드: ORG-20241], 

3,7-디히드로-3-(4-클로로페닐)-1-프로필-1H-푸린-2,6-디온 [INN: AROFYLLINE], 3-[3-(시클로펜틸옥시)-4

-메톡시벤질아미노]-1H-피라졸-4-메탄올, N-(3,5-디클로로-4-피리디닐)-2-[1-(4-플루오로벤질)-5-히드록시

-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 AWD-12-281], N-(3,5-디클로로피리딘-4-일)-2-[5-플루

오로-1-(4-플루오로벤질)-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343], 8-아미노-1,3-비스

(시클로프로필메틸)크산틴 [INN: CIPAMFYLLINE], 테트라히드로-5-[4-메톡시-3-[(1S,2S,4R)-2-노보닐옥시]

페닐]-2(1H)-피리미돈 [INN: ATIZORAM], β-[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1,3-디히드로-1,3-디옥소-

2H-이소인돌-2-프로판아미드 [연구 코드 : CDC-801], 메탄설폰산 2-(2,4-디클로로페닐카르보닐)-3-우레이도벤

조-푸란-6-일 에스테르 [INN: LIRIMILAST], (Z)-5-(3,5-디-tert-부틸-4-히드록시벤질리덴)-2-이미다조티아졸

리딘-4-온 [INN: DARBUFFELONE], 시스-[4-시아노-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시클로헥산-1-카르

복실산 [INN: CILOMILAST], 연구 코드 CDC-998, SH-636, D-4396, IC-485, CC-1088, KW-4490의 화합물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과, (E)-6-[(E)-3-(1-피롤리디닐)-1-p-톨릴

프로페닐]-2-피리딘아크릴산 [INN: ACRIVASTINE], 6,11-디히드로-11-(1-메틸-4-피페리딜리덴)-5H-벤조[5,

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AZATADINE],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 로-1-메틸-1H-아제핀

-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S)-4-[4-[1-(4-클로로페닐)-1-(2-피리딜)메톡시]피페리

딘-1-일]-부탄산 [INN: BEPOT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

세트산 [INN: CETIRIZINE], (+)-2-{2-[(p-클로르-알파-메틸-알파 페닐벤질)옥시]에틸}-1-메틸피롤리딘 [INN:

CLEMAST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 DESLORATADINE], [3-(4-클로로페닐)-3-피리딘-2-일-프로필]-디메틸아민 [INN: DEXCHLORPHENIRAMI

NE], 4'-tert-부틸-4-[4-(디페닐메톡시)피페리디노]부티로페논 [INN: EBASTINE], [2-[4-[비스(p-플루오로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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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메틸]-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EFLETIRIZINE], 1-(2-에톡시에틸)-2-(헥사히드로-4-메틸-1H-

1,4-디아제핀-1-일)-벤즈이미다졸 [INN: EMEDASTINE], 3-아미노-9,13b-디히드로-1H-디벤즈[c,f]이미다조[

1,5-a]아제핀 [INN: EPINAST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부틸]-알파

-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3-[4-(8-플루오로-5,11-디히드로벤즈[b]옥세피노[4,3-b]피리

딘-11-일리덴)-피페리딘-1-일]프로피온산 [연구 코드: HSR-609], (-)-(3S,4R)-1-[시스-4-시아노-4-(p-플루

오로페닐)시클로헥실]-3-메틸-4-페닐이소니페코트산 [INN: LEVOCABASTINE], [2-[4-[(R)-p-클로로-알파-

페닐벤즈-일)-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

-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

4-플루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S

TINE], 1-(4-플루오로벤질)-2-(피페 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NORASTEMIZOLE], 3-(10,11

-디히드로-5H-디벤조[a,d]시클로헵텐-5-일리덴)-N-메틸-1-프로판아민 [INN: NORTRIPTYLINE], 9-메틸-3-(

1H-테트라졸-5-일)-4H-피리도[1,2-a]피리미딘-4-온 [INN: PEMIROLAST], 8-클로로-11-[1-(5-메틸피리딘-

3-일메틸)피페리딘-4-일리덴]-6,11-디히드로-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RUPATADINE], 1

-[2-[(p-클로로-알파-메틸-알파-페닐벤질)옥시]에틸]헥사히드로-1H-아제핀 [INN: SETASTINE], S-(7-카르복

시-4-헥실-9-옥소크산텐-2-일)-S-메틸설폭스이민 [INN: SUDEXANOX],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

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N-벤질-N,N'-디메틸-N-(2-피리딜)-에틸렌디

아민 [INN: TRIPELENAMINE],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TECAS

TEMIZOL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을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1의 양상(제19 양상의 또다른 구체예)은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로

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2,3,4,4a,10b-헥

사히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RINE], 3,5-디클

로로-4-[8-메톡시-2-(트리플루오로메틸)퀴놀린-5-일카르복스-아미도]피리딘-1-옥사이드 [연구 코드: SCH-35

1591], 3-[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벤질]-6-(에틸아미노)-8-이소프로필-3H-푸린 [연구 코드 : V-11294A

], N-[9-메틸-4-옥소-1-페닐-3,4,6,7-테트라히드로피롤로[3,2,1-jk][1,4]벤조디아제핀- 3(R)-일]피리딘-4-카

르복스아미드 [연구 코드: CI-1018], 4-(3,4-디메톡시페닐)티아졸-2-카르복스아미드 옥심 [연구 코드: ORG-2024

1], 3,7-디히드로-3-(4-클로로페닐)-1-프로필-1H-푸린-2,6-디온 [INN: AROFYLLINE], 3-[3-(시클로펜틸옥시

)-4-메톡시벤질아미노]-1H-피라졸-4-메탄올, N-(3,5-디클로로-4-피리디닐)-2-[1-(4-플루오로벤질)-5-히드

록시-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281], N-(3,5-디클로로피리딘-4-일)-2-[5-플

루오로-1-(4-플루오로벤질)-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343], 8-아미노-1,3-비

스(시클로프로필메틸)크산틴 [INN: CIPAMFYLLINE], 테트라히드로-5-[4-메톡시-3-[(1S,2S,4R)-2-노보닐옥시

]페닐-2(1H)-피리미돈 [INN: ATIZORAM], β-[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1,3-디히드로-1,3-디옥소-

2H-이소인돌-2-프로판아미드 [연구 코드: CDC-801], 메탄설폰산 2-(2,4-디클로로페닐카르보닐)-3-우레이도벤

조-푸란-6-일 에스테르 [INN: LIRIMILAST], (Z)-5-(3,5-디-tert-부틸-4-히드록시벤질리덴)-2-이미다조티아졸

리딘-4-온 [INN: DARBUFELONE], 시스-[4-시아노-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시클로헥산-1-카르

복실산 [INN: CILOMILAST], 연구 코드 CDC-998, SH-636, D-4396, IC-485, CC-1088의 화합물 및 이들의 약

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과, (E)-6-[(E)-3-(1-피롤리디닐)-1-p-톨릴프로페닐]

-2-피리딘아크릴산 [INN: ACRIVASTINE], 6,11-디히드로-11-(1-메틸-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

헵타-[1,2-b]피리딘 [INN: AZATADINE],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메틸-1H-아제핀-4-일)-1

(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S)-4-[4-[1-(4-클로로페닐)-1-(2-피리딜)-메톡시]피페리딘-1-일

]-부탄산 [INN: BEPOT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

NN: CETIRIZINE], (+)-2-{2-[(p-클로로-알파-메틸-알파 페닐벤질)옥시]에틸}-1-메틸피롤리딘 [INN: CLEMA

ST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

ORATADINE], [3-(4-클로로페닐)-3-피리딘-2-일-프로필]-디메틸아민 [INN: DEXCHLORPHENIRAMINE], 4'

-tert-부틸-4-[4-(디페닐메톡시)피페리디노]부티로페논 [INN: EBASTINE], [2-[4-[비스(p-플루오로페닐)메틸]

-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EFLETIRIZINE], 1-(2-에톡시에틸)-2-(헥사히드로-4-메틸-1H-1,4-디

아제핀-1-일)-벤즈이미다졸 [INN: EMEDASTINE], 3-아미노-9,13b-디히드로-1H-디벤즈[c,f]이미다조[1,5-a]

아제핀 [INN: EPINAST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부틸]-알파-메틸히

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3-[4-(8-플루오로-5,11-디히드로벤즈[b]옥세피노[4,3-b]피리딘-11-일

리덴)-피페리딘-1-일]프로피온산 [연구 코드: HSR-609], (-)-(3S,4R)-1-[시스-4-시아노-4-(p-플루오로페닐)

시클로헥실]-3-메틸-4-페닐이소니페코트산 [INN: LEVOCABASTINE], [2-[4-[(R)-p-클로로-알파-페닐벤질)-

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INN:LEVOCETIRIZ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6]시클

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4-플루오로벤질

)-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STINE], 1-(4-플

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NORASTEMIZOLE], 3-(10,11-디히드로-5H-

디벤조[a,d]시클로헵텐-5-일리덴)-N-메틸-1-프로판아민 [INN: NORTRIPTYLINE], 9-메틸-3-(1H-테트라졸-5

-일)-4H-피리도[1,2-a]피리미딘-4-온 [INN: PEMIROLAST], 8-클로로-11-[1-(5-메틸피리딘-3-일메틸)피페

리딘-4-일리덴]-6,11-디히드로-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RUPATADINE], 1-[2-[(p-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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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알파-메틸-알파-페닐벤질)옥시]에틸]헥사히드로-1H-아제핀 [INN: SETASTINE], S-(7-카르복시-4-헥실-9

-옥소크산텐-2-일)-S-메틸설폭스이민 [INN: SUDEXANOX],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

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N-벤질-N,N'-디메틸-N-(2-피리딜)-에틸렌디아민 [INN: T

RIPELENAMIN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을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약학 조성물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2의 양상(제19 양상의 또다른 구체예)은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로

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2,3,4,4a,10b-헥

사히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RIN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과,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메틸

-1H-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INN:AZEL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

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CETIRIZ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

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

]-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6]시

클로헵타[1,2-b]피 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4-플루오로

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STINE], 1-(

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및 이들의 약

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을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3의 양상(제19 양상의 또다른 구체예)은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

-프탈라진-1-온,

(시스)-4-(3,4-디에톡시페닐)-2-(l,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R,8aS)-(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톨루엔-4-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메탄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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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S,8aR)-2-(1-아세틸-피페리딘-4-일)-4-(3,4-디에톡시페닐)-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5-{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5-옥소-펜탄산,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1-피리딘-4-일-메타노일)-피페리딘- 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tert-부틸아미드,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페닐아미드,

(시스)-4-[4-(7-메톡시-2,2-디메틸-2,3-디히드로-벤조푸란-4-일)-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

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실산 tert-부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5-디메틸아미노-나프탈렌-1-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니트로-페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4-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2-{1-[2-(4-아미노-3,5-디클로로-페닐)-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3,4-디메톡시-페닐)-4

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1메틸-1H-피라졸로[3,4-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나프탈렌-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티에노[2,3-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미딘-2-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

-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옥소-2H-크로멘-7-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이소프로필-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모폴린-4-일-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페네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3-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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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2-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모폴린-4-일-에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4-(2-디메틸아미노-에틸)-피페라진-1-일]-에타노일}-피페리딘-4

-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이소프로필-아세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1,2,3-티아디아졸-4-일-벤질)-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1-(1-{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메타노일)-4-에틸-피페라진-2,3-디온,

4-(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

1-일}-에타노일아미노)-벤조산 에틸 에스테르,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아세트아미드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과, (E)-6-[(E)-3-(1

-피롤리디닐)-1-p-톨릴프로페닐]-2-피리딘아크릴산 [INN: ACRIVASTINE], 6,11-디히드로-11-(1-메틸-4-피

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AZATADINE],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

드로-1-메틸-1H-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S)-4-[4-[1-(4-클로로페닐)-1-(

2-피리딜)메톡시]피페리딘-1-일]-부탄산 [INN: BEPOT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

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CETIRIZINE], (+)-2-{2-[(p-클로르-알파-메틸-알파 페닐벤질)옥시]에틸}

-1-메틸피롤리딘 [INN: CLEMASTINE], 8-클로로-6,11-디히드로- 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

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3-(4-클로로페닐)-3-피리딘-2-일-프로필]-디메틸아민 [INN: 

DEXCHLORPHENIRAMINE], 4'-tert-부틸-4-[4-(디페닐메톡시)피페리디노]부티로페논 [INN: EBASTINE], [2-

[4-[비스(p-플루오로페닐)메틸]-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EFLETIRIZINE], 1-(2-에톡시에틸)-2-(

헥사히드로-4-메틸-1H-1,4-디아제핀-1-일)-벤즈이미다졸 [INN: EMEDASTINE], 3-아미노-9,13b-디히드로-1

H-디벤즈[c,f]이미다조[1,5-a]아제핀 [INN: EPINAST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

피페리디노]-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3-[4-(8-플루오로-5,11-디히드로벤즈[

b]옥세피노[4,3-b]피리딘-11-일리덴)-피페리딘-1-일]프로피온산 [연구 코드: HSR-609], (-)-(3S,4R)-1-[시스

-4-시아노-4-(p-플루오로페닐)시클로헥실]-3-메틸-4-페닐이소니페코트산 [INN: LEVOCABASTINE], [2-[4-[

(R)-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NE], 에틸 4-(8-클로로-5,

6-디히드로-11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

NE], 2-[N-[1-(4-플루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STINE],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NORASTEMIZ

OLE], 3-(10,11-디히드로-5H-디벤조[a,d]시클로헵텐-5-일리덴)-N-메틸-1-프로판아민 [INN: NORTRIPTYLI

NE], 9-메틸-3-(1H-테트라졸-5-일)-4H-피리도[1,2-a]피리미딘-4-온[INN: PEMIROLAST], 8-클로로-11-[1

-(5-메틸-피리딘-3-일메틸)피페리딘-4-일리덴]-6,11-디히드로-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RUPATADINE], 1-[2-[(p-클로로-알파-메틸-알파-페닐벤질)옥시]에틸]헥사히드로-1H-아제핀 [INN: SETAST

INE], S-(7-카르복시-4-헥실-9-옥소크산텐-2-일)-S-메틸설폭스이민 [INN: SUDEXANOX], 1-(p-tert-부틸페

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N-벤질-N,N'-디메틸-N-(

2-피리딜)-에틸렌디아민 [INN: TRIPELENAMINE],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

미다졸 [INN: TECASTEMIZOL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을 혼합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4의 양상(제19 양상의 또다른 구체예)은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

일)-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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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진-1-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

-프탈라진-1-온,

(시스)-4-(3,4-디에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R,8aS)-(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톨루엔-4-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메탄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4aS,8aR)-2-(1-아세틸-피페리딘-4-일)-4-(3,4-디에톡시페닐)-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5-{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5-옥소-펜탄산,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1-피리딘-4-일-메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tert-부틸아미드,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페닐아미드,

(시스)-4-[4-(7-메톡시-2,2-디메틸-2,3-디히드로-벤조푸란-4-일)-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

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실산 tert-부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5-디메틸아미노-나프탈렌-1-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니트로-페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4-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공개특허 10-2004-0095255

- 45 -

(4aS,8aR)-2-{1-[2-(4-아미노-3,5-디클로로-페닐)-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3,4-디메톡시-페닐)-4

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1-메틸-1H-피라졸로[3,4-d]피리미딘-4-일)-피페 리딘-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나프탈렌-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티에노[2,3-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미딘-2-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

-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옥소-2H-크로멘-7-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이소프로필-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모폴린-4-일-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페네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3-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2-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모폴린-4-일-에타노일)-피페리딘- 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4-(2-디메틸아미노-에틸)-피페라진-1-일]-에타노일}-피페리딘-4

-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이소프로필-아세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1,2,3-티아디아졸-4-일-벤질)-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프탈라진-1-온,

1-(1-{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메타노일)-4-에틸-피페라진-2,3-디온,

4-(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

1-일}-에타노일아미노)-벤조산 에틸 에스테르,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아세트아미드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과, 4-[(4-클로로페닐

)메틸]-2-(헥사히드로-1-메틸-1H-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2-[4-(p-클

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CETIRIZ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

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p-[1-히드록시-4-[4-(

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에틸 4-(8-클로로-

5,6-디히드로-11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

DINE], 2-[N-[1-(4-플루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

온 [INN: MIZOLASTINE] 및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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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TERFENADINE]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을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혼합물 형태 외에) 대안적으로, 제1 및 제2 활성 성분은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동시에, 순

차적으로 또는 별도로 투여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란 제1 및 제2 활성 성분을 하나 그 직후 다른 하나를 투여하는 것

을 의미한다. '별도로'란 24 시간 이하, 바람직하게는 12 시간 이하의 투여 시간차를 의미한다.

본 발명은 또한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또는 치료용 약제의 제조에서의, 본 발명 약학 조성물 또는 약학 제품의 용도

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은 (a) 유효량의 PDE4 억제제, PDE3/4 억제제 또는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및

(b) 유효량의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를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투여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호흡기 질환의 치료 방법이다.

거론할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은 특히 장기 치료에서도 본 발명 조합물(필요에 따라, 예를 들어 계절별로 변화시킬 필요

에 따라 개별 성분의 용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에 의하여 치료될 수 있는 알레르겐- 및 염증-유도 기관지 이상(기관

지염, 폐쇄성 기관지염, 경직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천식, 기관 지 천식, COPD, 알레르기성, 

계절성 및 만성 비염)이다.

활성 성분은 실제로, 약학 조성물, 약학 제품 또는 제제의 일부일 수 있고 1종 이상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보조제 

및/또는 부형제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이란 바람직하게는 양 활성 성분의 경구 투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활성 성분은 또 경비 스

프레이, 에어로졸 또는 흡입 분말로서 투여될 수도 있다. 거론할 수 있는 또다른 투여 방법은 활성 성분의 비경구 투여

(예를 들어, 정맥내) 및 경피 투여이다.

본 발명은 한편으로는 유리 경구형 조합물(양 활성 성분을 두 별도의 정제에 넣음)로서, 흡입제(양 활성 성분을 동일

한 흡입제에 넣음)로서 또는 고정 경구형 조합물(양 활성 성분을 한 정제에 넣음)과 같은 하나의 전달 형태로 두 약물

을 동시 투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른 한편, 본 발명은 PDE4 억제제를 정제에 넣고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를 포함

하는 흡입제와 함께 포장하는 것(또는 그 반대)과 같은 두 상이한 절달 형태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당업자는 어떤 부형제 또는 보조제가 소정 약학 조성물, 제품 또는 제제에 적당한지를 전문 지식을 기준으로 용이하

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용매, 겔-형성제, 정제 부형제 및 기타 활성 화합물 담체 외에, 예를 들어 산화방지제, 분산제, 

유화제, 소포제, 향미제, 보존제, 가용제, 착색제 또는 투과 촉진제 및 착화제(예를 들어, 시클로덱스트린)을 사용할 수

있다.

경구 투여용 본 발명 약학 조성물 또는 제제는 바람직하게는 정제, 피복된 정제, 캡슐, 유액, 현탁액 또는 용액의 형태

이고, 부형제 및 보조제의 적절한 선택하에 활성 성분 함량은 유리하게는 0.1∼95%이며, 활성 성분(들) 및/또는 소정 

작용 개시(예를 들어, 서방형 또는 장용성 형태)에 맞게 정확히 설계된 약학적 투여 형태가 가능하다.

본 발명 활성 성분은 바람직하게는 에어로졸의 형태로 흡입에 의하여 투여되는데, 고체, 액체 또는 혼합 조성물의 에

어로졸 입자는 직경이 0.5∼10 ㎛, 유리하게는 2∼6 ㎛이다.

에어로졸은 압력에 의한 제트 분무기 또는 초음파 분무기에 의해 생성시킬 수있으나, 흡입 캡슐로부터 미립화된 활성

화합물을 추진제 없이 투여하거나 추진제에 의한 계량 에어로졸에 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용되는 흡입제계에 따라, 활성 성분 외에, 투여 형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형제, 예를 들어, 추진제(예를 들어, 계

량 에어로졸의 경우 Frigen), 계면활성제, 유화제, 안정화제, 보존제, 향미제, 충전재(예를 들어, 분말 흡입제의 경우 

락토즈), 또는 적절할 경우 추가의 활성 화합물을 포함한다.

흡입의 목적에서, 환자에 가능한 맞는 흡입 기술을 사용하여 최적 입도의 에어로졸이 생성 및 투여될 수 있는 다수의 

천공을 사용할 수 있다. 어댑터(이격기, 확장기) 및 배형 용기[예를 들어, Nebulator(등록상표), Volumatic(등록상표)

], 푸퍼 스프레이(puffer spray)를 방출하는 분무 장치[Autohaler(등록상표)]의 사용 외에, 계량 에어로졸, 특히 분말

흡입제의 경우 다수의 기술적 용액이 사용될 수 있다[예를 들어, Diskhaler(등록상표), Rotadisk(등록상표), Turboha

ler(등록상표) 또는 유럽 특허 출원 제EP 0 505 321호에 개시된 흡입제](활성 화합물의 최적 투여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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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전달용의 일반적인 조성물에는 흡입에 관해 상기 거론한 것들이 포함되며, 또한 임의로 코 펌프에 의하여 투여

될 수 있는 완충제, 항생제, 독성 조절제 및 점도 조절제와 같은 종래의 부형제와 조합된, 물과 같은 비활성 담체 중의 

용액 또는 현탁액의 형태인 비가압 조성물이 포함된다.

일반적인 경비 제제는 예를 들어, 크림, 연고, 로션 또는 페이스트와 같은 종래의 수성 또는 비수성 부형제를 포함하

거나, 또는 약제 플레이스터, 패치 또는 막의 형태이다,

상기 거론한 치료제 용도의 경우, 투여되는 용량은, 물론 사용되는 제1 및 제2 활성 성분, 투여 방식, 의도하는 치료 

및 지시된 이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구 투여시 제1 활성 성분(들), PDE4, PDE3/4 억제제의 일일 총 용량이 체중 1 kg당 1∼2000 

㎍일 경우 만족할만한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특히 바람직한 PDE4 억제제 ROFLUMILAST의 경우, 일일 용량은 체

중 1 kg당 1∼20 ㎍이다. 특히 바람직한 PDE3/4 억제제 PUMAFENTRINE의 경우, 체중 1 kg당 300∼1500 ㎍이다.

제2 활성 성분(들),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의 총 일일 용량도 광범위하게 달라질 수 있다(체중 1 kg당 0.1∼1500 ㎍

). 특히 바람직한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 LORATADINE의 경우, 경구 투여시 일일 용량은 체중 1 kg당 0.1∼0.5 ㎍

일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PDE4 억제제, PDE3/4 억제제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 및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 및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을 혼합하여 포함하는 약학 조

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제1 활성 성분 및/또는 제2 활성 성분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용매화물, N-옥사이드, 또는 염 

또는 N-옥사이드의 용매화물의 형태인 것인 약학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고정된 경구용 조합물인 것인 약학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건분말 흡입기에 사용하는 건분말인 것인 약학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경비 투여용 수성 제제인 것인 약학 조성물.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PDE3/4 억제제 또는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및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가 추진제와 혼합되어 있어, 용량 계량 흡입기를 사용하여 전

달되는 조성물을 형성하는 것인 약학 조성물.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

로메톡시-N-(3,5-디클로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시스-9-에톡시-8-메톡시-2-

메틸-1,2,3,4,4a,1Ob-헥사히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

AFENTRINE], 3,5-디클로로-4-[8-메톡시-2-(트리플루오로메틸)퀴놀린-5-일카르복스아미도]피리딘-1-옥사이

드 [연구 코드: SCH-351591], 3-[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벤질]-6-(에틸아미노)-8-이소프로필-3H-푸린 [

연구 코드:V-11294A], N-[9-메틸-4-옥소-1-페닐-3,4,6,7-테트라히드로피롤로[3,2,1-jk][1,4]벤조-디아제핀-

3(R)-일]피리딘-4-카르복스아미드 [연구 코드: CI-1018], 4-(3,4-디메톡시페닐)티아졸-2-카르복스아미드 옥심 [

연구 코드: ORG-20241], 3,7-디히드로-3-(4-클로로페닐)-1-프로필-1H-푸린-2,6-디온 [INN: AROFYLLINE], 

3-[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벤질아미노]-1H-피라졸-4-메탄올, N-(3,5-디클로로-4-피리디닐)-2-[1-(4-

플루오로벤질)-5-히드록시-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281], N-(3,5-디클로로

피리딘-4-일)-2-[5-플루오로-1-(4-플루오로벤질)-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

343], 8-아미노-1,3-비스(시클로프로필메틸)크산틴 [INN: CIPAMFYLLINE], 테트라히드로-5-[4-메톡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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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S,4R)-2-노보닐옥시]페닐]-2(1H)-피리미돈[INN: ATIZORAM], β-[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1,3

-디히드로-1,3-디옥소-2H-이소인돌-2-프로판아미드 [연구 코드: CDC-801], 메탄 설폰산 2-(2,4-디클로로페닐

카르보닐)-3-우레이도벤조-푸란-6-일 에스테르 [INN: LIRIMILAST], (Z)-5-(3,5-디-tert-부틸-4-히드록시벤질

리덴)-2-이미다조티아졸리딘-4-온 [INN: DARBUFELONE], 시스-[4-시아노-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

페닐)시클로헥산-1-카르복실산 [INN: CILOMILAST] 및 연구 코드 CDC-998, SH-636, D-4396, IC-485, CC-10

88 및 KW-4490의 화합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E)-6-[(E)-3-(1-피롤리디닐

)-1-p-톨릴프로페닐]-2-피리딘아크릴산 [INN: ACRIVASTINE], 6,11-디히드로-11-(1-메틸-4-피페리딜리덴)-

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AZATADINE],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메틸

-1H-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INN: AZELASTINE], (+)-(S)-4-[4-[1-(4-클로로페닐)-1-(2-피리딜)메

톡시]피페리딘-1-일]-부탄산 [INN: BEPOT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

에톡시]-아세트산 [INN: CETIRIZINE], (+)-2-{2-[(p-클로르-알파-메틸-알파 페닐벤질)옥시]에틸}-1-메틸피롤

리딘 [INN: CLEMAST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

피리딘 [INN: DESLORATADINE], [3-(4-클로로페닐)-3-피리딘-2-일-프로필]-디메틸아민 [INN: DEXCHLORP

HENIRAMINE], 4'-tert-부틸-4-[4-(디페닐메톡시)피페리디노]부티로페논 [INN: EBASTINE], [2-[4-[비스(p-

플루오로페닐)메틸]-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EFLETIRIZINE], 1-(2-에톡시에틸)-2-(헥사히드로-4

-메틸-1H-1,4-디아제핀-1-일)-벤즈이미다졸 [INN: EMEDASTINE], 3-아미노-9,13b-디히드로-1H-디벤즈[c,f

]이미다조[1,5-a]아제핀 [INN: EPINAST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

부틸]-알파-메틸히드 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3-[4-(8-플루오로-5,11-디히드로벤즈[b]옥세피노[4

,3-b]피리딘-11-일리덴)-피페리딘-1-일]프로피온산 [연구 코드: HSR-609], (-)-(3S,4R)-1-[시스-4-시아노-4

-(p-플루오로페닐)-시클로헥실]-3-메틸-4-페닐이소니페코트산 [INN: LEVOCABASTINE], [2-[4-[(R)-p-클로

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

-11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

-[1-(4-플루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

ZOLASTINE],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NORASTEMIZOLE], 3-

(10,11-디히드로-5H-디벤조[a,d]시클로헵텐-5-일리덴)-N-메틸-1-프로판아민 [INN: NORTRIPTYLINE], 9-메

틸-3-(1H-테트라졸-5-일)-4H-피리도[1,2-a]-피리미딘-4-온 [INN: PEMIROLAST], 8-클로로-11-[1-(5-메

틸피리딘-3-일메틸)피페리딘-4-일리덴]-6,11-디히드로-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RUPAT

ADINE], 1-[2-[(p-클로로-알파-메틸-알파-페닐벤질)옥시]에틸]헥사히드로-1H-아제핀 [INN: SETASTINE], S

-(7-카르복시-4-헥실-9-옥소크산텐-2-일)-S-메틸설폭스이민 [INN: SUDEXANOX], 1-(p-tert-부틸페닐)-4-[

4'-(알파-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N-벤질-N,N'-디메틸-N-(2-피리

딜)-에틸렌디아민 [INN: TRIPELENAMINE] 및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

졸 [INN: TECASTEMIZOLE]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약학 조성물.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

로메톡시-N-(3,5-디클로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시스-9-에톡시-8-메톡시-2-

메틸-1,2,3,4,4a,1Ob-헥사히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

AFENTRINE], 3,5-디클로로-4-[8-메톡시-2-(트리플루오로메틸)퀴놀린-5-일카르복스아미도]피리딘-1-옥사이

드 [연구 코드: SCH-351591], 3-[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벤질]-6-(에틸아미노)-8-이소프로필-3H-푸린 [

연구 코드:V-11294A], N-[9-메틸-4-옥소-1-페닐-3,4,6,7-테트라히드로피롤로[3,2,1-jk][1,4]벤조-디아제핀-

3(R)-일]피리딘-4-카르복스아미드 [연구 코드 : CI-1018], 4-(3,4-디메톡시페닐) 티아졸-2-카르복스아미드 옥심 

[연구 코드: ORG-20241], 3,7-디히드로-3-(4-클로로페닐)-1-프로필-1H-푸린-2,6-디온[INN: AROFYLLINE], 

3-[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벤질아미노]-1H-피라졸-4-메탄올, N-(3,5-디클로로-4-피리디닐)-2-[1-(4-

플루오로벤질)-5-히드록시-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AWD-12-281], N-(3,5-디클로로피

리딘-4-일)-2-[5-플루오로-1-(4-플루오로벤질)-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34

3], 8-아미노-1,3-비스(시클로프로필메틸)크산틴 [INN: CIPAMFYLLINE], 테트라히드로-5-[4-메톡시-3-[(1S,2

S,4R)-2-노보닐옥시]페닐]-2(1H)-피리미돈 [INN: ATIZORAM], β-[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1,3-

디히드로-1,3-디옥소-2H-이소인돌-2-프로판아미드 [연구 코드: CDC-801], 메탄설폰산 2-(2,4-디클로로페닐카

르보닐)-3-우레이도벤조-푸란-6-일 에스테르 [INN: LIRIMILAST], (Z)-5-(3,5-디-tert-부틸-4-히드록시벤질리

덴)-2-이미다조티아졸리딘 -4-온 [INN: DARBUFELONE], 시스-[4-시아노-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

닐)시클로헥산-1-카르복실산 [INN: CILOMILAST] 및 연구 코드 CDC-998, SH-636, D-4396, IC-485 및 CC-10

88의 화합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E)-6-[(E)-3-(1-피롤리디닐)-1-p-톨릴프

로페닐]-2-피리딘아크릴산[INN:ACRIVASTINE], 6,11-디히드로-11-(1-메틸-4-피페리딜리덴)-5H-벤조[5,6]

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AZATADINE],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메틸-1H-아제핀-4

-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S)-4-[4-[1-(4-클로로페닐)-1-(2-피리딜)-메톡시]피페리딘

-1-일]-부탄산 [INN: BEPOT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

산 [INN: CETIRIZINE], (+)-2-{2-[(p-클로르-알파-메틸-알파 페닐벤질)옥시]에틸}-1-메틸피롤리딘 [INN: CL

EMAST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

ESLORATADINE], [3-(4-클로로페닐)-3-피리딘-2-일-프로필]-디메틸아민 [INN: DEXCHLORPHENIR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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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tert-부틸-4-[4-(디페닐메톡시)피페리디노]부티로페논 [INN: EBASTINE], [2-[4-[비스(p-플루오로페닐)메

틸]-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EFLETIRIZINE], 1-(2-에톡시에틸)-2-(헥사-히드로-4-메틸-1H-1,4

-디아제핀-1-일)-벤즈이미다졸 [INN: EMEDASTINE], 3-아미노-9,13b-디히드로-1H-디벤즈[c,f]이미다조[1,5

-a]아제핀[INN: EPINAST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부틸]-알파-메

틸히드라트로프산 [INN:FEXOFENADINE], 3-[4-(8-플루오로-5,11-디히드로벤즈[b]옥세피노[4,3-b]피리딘-11

-일리덴)-피페리딘-1-일]프로피온산[연구 코드: HSR-609], (-)- (3S,4R)-1-[시스-4-시아노-4-(p-플루오로페

닐)시클로헥실]-3-메틸-4-페닐이소니페코트산 [INN: LEVOCABASTINE], [2-[4-[(R)-p-클로로-알파-페닐벤

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

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4-플루오

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lZOLASTINE], 1

-(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NORASTEMIZOLE], 3-(10,11-디히드로

-5H-디벤조[a,d]시클로헵텐-5-일리덴)-N-메틸-1-프로판아민[INN:NORTRIPTYLINE], 9-메틸-3-(1H-테트라

졸-5-일)-4H-피리도[1,2-a]피리미딘-4-온[INN: PEMIROLAST], 8-클로로-11-[1-(5-메틸피리딘-3-일메틸)

피페리딘-4-일리덴]-6,11-디히드로-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RUPATADINE], 1-[2-[(p

-클로로-알파-메틸-알파-페닐벤질)옥시]에틸]헥사히드로-1H-아제핀 [INN: SETASTINE], S-(7-카르복시-4-

헥실-9-옥소크산텐-2-일)-S-메틸설폭스이민 [INN: SUDEXANOX],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

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및 N-벤질-N, N'-디메틸-N-(2-피리딜)-에틸렌디아민

[INN: TRIPELENAMINE]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약학 조성물.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

로메톡시-N-(3,5-디클로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및 (-)-시스-9-에톡시-8-메톡시-2

-메틸-1,2,3,4,4a,1Ob- 헥사히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

MAFENTRINE]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

드로-1-메틸-1H-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INN: AZEL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

)-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INN:CETIRIZ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

[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

피페리디노]-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

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INN: LORATADINE], 2-[N-[1-(4-

플루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ST

INE] 및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약학 조성물.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2,3,4,4a,10b-헥사

히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RINE], 이의 약학

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용매화물, N-옥사이드, 또는 이의 염 또는 N-옥사이드의 용매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

되는 것인 약학 조성물.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 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

로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 [INN:ROFLUMILAST],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용매화물, N-옥사이드, 또

는 이의 염 또는 N-옥사이드의 용매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약학 조성물.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 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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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

-프탈라진-1-온,

(시스)-4-(3,4-디에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R,8aS)-(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톨루엔-4-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메탄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4aS,8aR)-2-(1-아세틸-피페리딘-4-일)-4-(3,4-디에톡시페닐)-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5-{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5-옥소-펜탄산,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1-피리딘-4-일-메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tert-부틸아미드,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페닐아미드,

(시스)-4-[4-(7-메톡시-2,2-디메틸-2,3-디히드로-벤조푸란-4-일)-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

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실산 tert-부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5-디메틸아미노-나프탈렌-1-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니트로-페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4-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2-{1-[2-(4-아미노-3,5-디클로로-페닐)-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3,4-디메톡시페닐)-4a,

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1-메틸-1H-피라졸로[3,4-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나프탈렌-1-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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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티에노[2,3-d]피리미딘-4-일-피페리딘 -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미딘-2-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

-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옥소-2H-크로멘-7-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이소프로필-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모폴린-4-일-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페네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3-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2-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모폴린-4-일-에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4-(2-디메틸아미노-에틸)-피페라 진-1-일]-에타노일}-피페리딘-4

-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이소프로필-아세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1,2,3-티아디아졸-4-일-벤질)-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1-(1-{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메타노일)-4-에틸-피페라진-2,3-디온,

4-(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

1-일}-에타노일아미노)-벤조산 에틸 에스테르,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아세트아미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E)-6-[(E)-3-(1-피롤리디닐)-1-p

-톨릴프로페닐]-2-피리딘아크릴산 [INN: ACRIVASTINE], 6,11-디히드로-11-(1-메틸-4-피페리딜리덴)-5H-벤

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AZATADINE],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메틸-1H-

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S)-4-[4-[1-(4-클로로페닐)-1-(2-피리딜)메톡시]

피페리딘-1-일]-부탄산 [INN: BEPOT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

]-아세트산 [INN: CETIRIZINE], (+)-2-{2-[(p-클로르-알파-메틸-알파 페닐벤질)옥시]에틸}-1-메틸피롤리딘 [

INN: CLEMAST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3-(4-클로로페 닐)-3-피리딘-2-일-프로필]-디메틸아민 [INN: DEXCHLORPHENI

RAMINE], 4'-tert-부틸-4-[4-(디페닐메톡시)피페리디노]부티로페논 [INN: EBASTINE], [2-[4-[비스(p-플루오

로페닐)메틸]-1-피페라진-일]에톡시]아세트산 [INN: EFLETIRIZINE], 1-(2-에톡시에틸)-2-(헥사히드로-4-메틸

-1H-1,4-디아제핀-1-일)-벤즈이미다졸 [INN: EMEDASTINE], 3-아미노-9,13b-디히드로-1H-디벤즈[c,f]이미

다조[1,5-a]아제핀 [INN: EPINAST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부틸]

-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3-[4-(8-플루오로-5,11-디히드로벤즈[b]옥세피노[4,3-b]

피리딘-11-일리덴)-피페리딘-1-일]프로피온산 [연구 코드: HSR-609], (-)-(3S,4R)-1-[시스-4-시아노-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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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오로페닐)시클로헥실]-3-메틸-4-페닐이소니페코트산 [INN: LEVOCABASTINE], [2-[4-[(R)-p-클로로-알

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

-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

4-플루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

STINE],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NORASTEMIZOLE], 3-(10,11

-디히드로-5H-디벤조[a,d]시클로헵텐-5-일리덴)-N-메틸-1-프로판아민 [INN: NORTRIPTYLINE], 9-메틸-3-(

1H-테트라졸-5-일)-4H-피리도[1,2-a]피리미딘-4-온 [INN: PEMIROLAST], 8-클로로-11-[1-(5-메틸피리딘-

3-일메틸)피페리딘-4-일리덴]-6,11-디히드로-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RUPATADINE], 

1-[2-[(p-클로로-알파-메틸-알파-페닐벤질)옥시]에틸]헥사히드로-1H-아제핀 [INN: SETASTINE], S-(7-카르

복시-4-헥실-9-옥소크산텐-2-일)-S-메틸설폭스이민 [INN: SUDEXANOX], 1-(p-tert-부틸페닐)-4-[4'-(알파-

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N-벤질-N,N'-디메틸-N-(2-피리딜)-에틸렌

디아민 [INN: TRIPELENAMINE] 및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TE

CASTEMIZOLE]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약학 조성물.

청구항 13.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

-프탈라진-1-온,

(시스)-4-(3,4-디에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R,8aS)-(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톨루엔-4-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메탄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4aS,8aR)-2-(1-아세틸-피페리딘-4-일)-4-(3,4-디에톡시페닐)-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5-{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5-옥소-펜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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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S,8aR)-4-(3,4-디에톡시페닐)-2-[1-(1-피리딘-4-일-메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tert-부틸아미드,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페닐아미드,

(시스)-4-[4-(7-메톡시-2,2-디메틸-2,3-디히드로-벤조푸란-4-일)-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

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실산 tert-부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5-디메틸아미노-나프탈렌-1-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니트로-페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4-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2-{1-[2-(4-아미노-3,5-디클로로-페닐)-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3,4-디메톡시페닐)-4a,

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1-메틸-1H-피라졸로[3,4-d]피리미딘-4-일)-피페 리딘-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나프탈렌-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티에노[2,3-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미딘-2-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

-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옥소-2H-크로멘-7-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이소프로필-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모폴린-4-일-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페네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3-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2-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모폴린-4-일-에타노일)-피페리딘- 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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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4-(2-디메틸아미노-에틸)-피페라진-1-일]-에타노일}-피페리딘-4

-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이소프로필-아세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1,2,3-티아디아졸-4-일-벤질)-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1-(1-{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메타노일)-4-에틸-피페라진-2,3-디온,

4-(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

1-일}-에타노일아미노)-벤조산 에틸 에스테르,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아세트아미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

드로-1-메틸-1H-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

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CETIRIZ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

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

틸)피페리디노]-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

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

-(4-플루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

ASTINE] 및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

E]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약학 조성물.

청구항 14.
제9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

[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6]시

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

능한 염 또는 용매화물, 또는 이의 염의 용매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약학 조성물.

청구항 15.
호흡기 질환 치료용 약제의 제조에서의, 제1항 약학 조성물의 용도.

청구항 16.
제1 활성 성분과 제2 활성 성분을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1항의 약학 조성물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PDE4 억제제, PDE3/4 억제제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의 제제, 및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 및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의 제제(상기 제제들

은 치료 에 동시, 순차 또는 별도로 사용함)를 함께 포함하는 약학 제품.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제1 활성 성분 및/또는 제2 활성 성분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용매화물, N-옥사이드, 또는 

염 또는 N-옥사이드의 용매화물의 형태인 것인 약학 제품.

청구항 19.
제17항 또는 제18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

N-(3,5-디클로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2,3

,4,4a,10b-헥사히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RIN

E], 3,5-디클로로-4-[8-메톡시-2-(트리플루오로메틸)퀴놀린-5-일카르복스-아미도]피리딘-1-옥사이드 [연구 코

드: SCH-351591], 3-[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벤질]-6-(에틸아미노)-8-이소프로필-3H-푸린 [연구 코드: 

V-11294A], N-[9-메틸-4-옥소-1-페닐-3,4,6,7-테트라히드로피롤로[3,2,1-jk][1,4]벤조-디아제핀-3(R)-일]피

리딘-4-카르복스아미드 [연구 코드: CI-1018], 4-(3,4-디메톡시페닐)티아졸-2-카르복스아미드 옥심 [연구 코드: 

ORG-20241], 3,7-디히드로-3-(4-클로로페닐)-1-프로필-1H-푸린-2,6-디온 [INN: AROFYLLINE], 3-[3-(시

클로펜틸옥시)-4-메톡시벤질아미노]-IH-피라졸-4-메탄올, N-(3,5-디클로로-4-피리디닐)-2-[1-(4-플루오로벤

질)-5-히드록시-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281], N-(3,5-디클로로피리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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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2-[5-플루오로-1-(4-플루오로벤질)-1H-인돌-3-일]-2- 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343], 8-

아미노-1,3-비스(시클로프로필메틸)크산틴 [INN: CIPAMFYLLINE], 테트라히드로-5-[4-메톡시-3-[(1S,2S,4R)

-2-노보닐옥시]페닐]-2(1H)-피리미돈 [INN: ATIZORAM], β-[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1,3-디히드

로-1,3-디옥소-2H-이소인돌-2-프로판아미드 [연구 코드: CDC-801], 메탄설폰산 2-(2,4-디클로로페닐카르보닐)

-3-우레이도벤조-푸란-6-일 에스테르 [INN: LIRIMILAST], (Z)-5-(3,5-디-tert-부틸-4-히드록시벤질리덴)-2-

이미다조티아졸리딘-4-온 [INN: DARBUFELONE], 시스-[4-시아노-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시클로

헥산-1-카르복실산 [INN: CILOMILAST] 및 연구 코드 CDC-998, SH-636, D-4396, IC-485, CC-1088 및 KW-

4490의 화합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E)-6-[(E)-3-(1-피롤리디닐)-1-p-톨

릴프로페닐]-2-피리딘아크릴산 [INN: ACRIVASTINE], 6,11-디히드로-11-(1-메틸-4-피페리딜리덴)-5H-벤조[

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AZATADINE],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메틸-1H-아

제핀-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S)-4-[4-[1-(4-클로로페닐)-1-(2-피리딜)메톡시]-

피페리딘-1-일]-부탄산 [INN: BEPOT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

]-아세트산 [INN: CETIRIZINE], (+)-2-{2-[(p-클로르-알파-메틸-알파 페닐벤질)옥시]에틸}-1-메틸피롤리딘 [

INN: CLEMAST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3-(4-클로로페닐)-3-피리딘-2-일-프로필]-디메틸아민 [INN: DEXCHLORPHENIR

AMINE], 4'-tert-부틸-4-[4-(디페닐메톡시)피페리디노]부티로페논 [INN: EBASTINE], [2-[4-[비스(p-플루오

로페닐) 메틸]-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EFLETIRIZINE], 1-(2-에톡시에틸)-2-(헥사히드로-4-메틸

-1H-1,4-디아제핀-1-일)-벤즈이미다졸 [INN: EMEDASTINE], 3-아미노-9,13b-디히드로-1H-디벤즈[c,f]이미

다조[1,5-a]아제핀 [INN: EPINAST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부틸]

-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3-[4-(8-플루오로-5,11-디히드로벤즈[b]옥세피노[4,3-b]

피리딘-11-일리덴)-피페리딘-1-일]프로피온산 [연구 코드: HSR-609], (-)-(3S,4R)-1-[시스-4-시아노-4-(p-

플루오로페닐)시클로헥실]-3-메틸-4-페닐이소니페코트산 [INN: LEVOCABASTINE], [2-[4-[(R)-p-클로로-알

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

-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

4-플루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S

TINE],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NORASTEMIZOLE], 3-(10,11-

디히드로-5H-디벤조[a,d]시클로헵텐-5-일리덴)-N-메틸-1-프로판아민[INN: NORTRIPTYLINE], 9-메틸-3-(1

H-테트라졸-5-일)-4H-피리도[1,2-a]피리미딘-4-온 [INN: PEMIROLAST], 8-클로로-11-[1-(5-메틸피리딘-3

-일메틸)피페리딘-4-일리덴]-6,11-디히드로-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RUPATADINE], 1-

[2-[(p-클로로-알파-메틸-알파-페닐벤질)옥시]에틸]헥사히드로-1H-아제핀 [INN: SETASTINE], S-(7-카르복

시-4-헥실-9-옥소-크산텐-2-일)-S-메틸설폭스이민[INN: SUDEXANOX], 1-(p-tert-부틸페닐)-4-[4'-(알파-

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N-벤 질-N,N'-디메틸-N-(2-피리딜)-에틸렌

디아민 [INN: TRIPELENAMINE] 및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TE

CASTEMIZOLE]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약학 제품.

청구항 20.
제17항 또는 제18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

N-(3,5-디클로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2,3

,4,4a,10b-헥사히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RIN

E], 3,5-디클로로-4-[8-메톡시-2-(트리플루오로메틸)퀴놀린-5-일카르복스-아미도]피리딘-1-옥사이드 [연구 코

드: SCH-351591], 3-[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벤질]-6-(에틸아미노)-8-이소프로필-3H-푸린 [연구 코드: 

V-11294A], N-[9-메틸-4-옥소-1-페닐-3,4,6,7-테트라히드로피롤로[3,2,1-jk][1,4]벤조-디아제핀-3(R)-일]피

리딘-4-카르복스아미드 [연구 코드: CI-1018], 4-(3,4-디메톡시페닐)티아졸-2-카르복스아미드 옥심 [연구 코드: 

ORG-20241], 3,7-디히드로-3-(4-클로로페닐)-1-프로필-1H-푸린-2,6-디온 [INN: AROFYLLINE], 3-[3-(시

클로펜틸옥시)-4-메톡시벤질아미노]-1H-피라졸-4-메탄올, N-(3,5-디클로로-4-피리디닐)-2-[1-(4-플루오로벤

질)-5-히드록시-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281], N-(3,5-디클로로피리딘-4-

일)-2-[5-플루오로-1-(4-플루오로벤질)-1H-인돌-3-일]-2-옥소아세트아미드 [연구 코드: AWD-12-343], 8-

아미노-1,3-비스(시클로프로필메틸)크산틴 [INN: CIPAMFYLLINE], 테트라히드로-5-[4-메톡시-3-[(1S,2S,4R)

-2-노보닐옥 시]페닐]-2(1H)-피리미돈 [INN: ATIZORAM], β-[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1,3-디히

드로-1,3-디옥소-2H-이소인돌-2-프로판아미드 [연구 코드 : CDC-801], 메탄설폰산 2-(2,4-디클로로페닐카르보

닐)-3-우레이도벤조-푸란-6-일 에스테르 [INN: LIRIMILAST], (Z)-5-(3,5-디-tert-부틸-4-히드록시벤질리덴)-

2-이미다조티아졸리딘-4-온 [INN: DARBUFELONE], 시스-[4-시아노-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시

클로헥산-1-카르복실산 [INN: CILOMILAST] 및 연구 코드 CDC-998, SH-636, D-4396, IC-485 및 CC-1088의

화합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E)-6-[(E)-3-(1-피롤리디닐)-1-p-톨릴프로페

닐]-2-피리딘아크릴산[INN:ACRIVA-STINE], 6,11-디히드로-11-(1-메틸-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

로헵타-[1,2-b]피리딘 [INN: AZATADINE],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메틸-1H-아제핀-4-일)

-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S)-4-[4-[1-(4-클로로페닐)-1-(2-피리딜)메톡시]피페리딘-1-

일]-부탄산 [INN: BEPOT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

INN: CETIRIZINE], (+)-2-{2-[(p-클로르-알파-메틸-알파 페닐벤질)옥시]에틸}-1-메틸피롤리딘 [INN: CL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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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

ORATADINE], [3-(4-클로로페닐)-3-피리딘-2-일-프로필]-디메틸아민 [INN: DEXCHLORPHENIRAMINE], 4'

-tert-부틸-4-[4-(디페닐메톡시)피페리디노]부티로페논 [INN: EBASTINE], [2-[4-[비스(p-플루오로페닐)메틸]

-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EFLETIRIZINE], 1-(2-에톡시에틸)-2-(헥사히드로-4-메틸-1H-1,4-디

아제핀-1-일)-벤즈이미다졸 [INN: EMEDASTINE], 3-아 미노-9,13b-디히드로-1H-디벤즈[c,f]이미다조[1,5-a]

아제핀 [INN: EPINAST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부틸]-알파-메틸히

드라트로프산[INN: FEXOFENADINE], 3-[4-(8-플루오로-5,11-디히드로벤즈[b]옥세피노[4,3-b]피리딘-11-일

리덴)-피페리딘-1-일]프로피온산 [연구 코드: HSR-609], (-)-(3S,4R)-1-[시스-4-시아노-4-(p-플루오로페닐)

시클로헥실]-3-메틸-4-페닐이소니페코트산 [INN: LEVOCABASTINE], [2-[4-[(R)-p-클로로-알파-페닐벤질)-

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6]시

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4-플루오로벤

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STINE], 1-(4-

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NORASTEMIZOLE], 3-(10,11-디히드로-5

H-디벤조[a,d]시클로헵텐-5-일리덴)-N-메틸-1-프로판아민 [INN: NORTRIPTYLINE], 9-메틸-3-(1H-테트라졸

-5-일)-4H-피리도[1,2-a]피리미딘-4-온 [INN: PEMIROLAST], 8-클로로-11-[1-(5-메틸피리딘-3-일메틸)피

페리딘-4-일리덴]-6,11-디히드로-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RUPATADINE], 1-[2-[(p-클

로로-알파-메틸-알파-페닐벤질)옥시]에틸]헥사히드로-1H-아제핀 (INN: SETASTINE], S-(7-카르복시-4-헥실-

9-옥소크산텐-2-일)-S-메틸설폭스이민 [INN: SUDEXANOX],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

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및 N-벤질-N,N'-디메틸-N-(2-피리딜)-에틸렌디아민 [IN

N: TRIPELENAMINE]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약학 제품.

청구항 21.
제17항 또는 제18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

N-(3,5-디클로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및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

2,3,4,4a,10b-헥사히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

RINE]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메

틸-1H-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

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CETIRIZ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

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

디노]-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

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4-플루오

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STINE] 및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로 이루어

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약학 제품.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시스-9-메톡시-8-메톡시-2-메틸-1,2,3,4,4a,10b-헥

사히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 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RINE], 이의 약

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용매화물 또는 이의 N-옥사이드, 또는 이의 염 또는 N-옥사이드의 용매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약학 제품.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

로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INN: ROFLUMILAST],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용매화물 또는 이의 N-옥

사이드, 또는 이의 염 또는 N-옥사이드의 용매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약학 제품.

청구항 24.
제17항 또는 제18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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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 일)-4a,5,8,8a-테트라히드로-2H

-프탈라진-1-온,

(시스)-4-(3,4-디에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R,8aS)-(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톨루엔-4-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메탄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4aS,8aR)-2-(1-아세틸-피페리딘-4-일)-4-(3,4-디에톡시페닐)-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5-{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 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5-옥소-펜탄산,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1-피리딘-4-일-메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tert-부틸아미드,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페닐아미드,

(시스)-4-[4-(7-메톡시-2,2-디메틸-2,3-디히드로-벤조푸란-4-일)-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

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실산 tert-부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5-디메틸아미노-나프탈렌-1-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니트로-페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4-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2-{1-[2-(4-아미노-3,5-디클로로-페닐)-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3,4-디메톡시페닐)-4a,

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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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디메톡시페닐)-2-[1-(1-메틸-1H-피라졸로[3,4-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나프탈렌-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티에노[2,3-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미딘-2-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

-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옥소-2H-크로멘-7-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이소프로필-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모폴린-4-일-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페네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l-피리딘-3-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2-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모폴린-4-일-에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4-(2-디메틸아미노-에틸)-피페라진-1-일]-에타노일}-피페리딘-4

-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이소프로필-아세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1,2,3-티아디아졸-4-일-벤질)-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1-(1-{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메타노일)-4-에틸-피페라진-2,3-디온,

4-(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

1-일}-에타노일아미노)-벤조산 에틸 에스테르,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아세트아미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E)-6-[(E)-3-(1-피롤리디닐)-1-p

-톨릴프로페닐]-2-피리딘아크릴산 [INN: ACRIVASTINE], 6,11-디히드로-11-(1-메틸-4-피페리딜리덴)-5H-벤

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AZATADINE],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메틸-1H-

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S)-4-[4-(1-(4-클로로페닐)-1-(2-피리딜)메톡시]

피페리딘-1-일]-부탄산 [INN: BEPOT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

]-아세 트산 [INN: CETIRIZINE], (+)-2-{2-[(p-클로르-알파-메틸-알파 페닐벤질)옥시]-에틸}-1-메틸피롤리딘

[INN: CLEMAST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

딘 [INN: DESLORATADINE], [3-(4-클로로페닐)-3-피리딘-2-일-프로필]-디메틸아민 [INN: DEXCHLORPHE

NIRAMINE], 4'-tert-부틸-4-[4-(디페닐메톡시)피페리디노]부티로페논 [INN: EBASTINE], [2-[4-[비스(p-플루

오로페닐)메틸]-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EFLETIRIZINE], 1-(2-에톡시에틸)-2-(헥사히드로-4-메

틸-1H-1,4-디아제핀-1-일)-벤즈이미다졸 [INN: EMEDASTINE], 3-아미노-9,13b-디히드로-1H-디벤즈[c,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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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조[1,5-a]아제핀 [INN: EPINAST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디노]-부틸

]-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3-[4-(8-플루오로-5,11-디히드로벤즈[b]옥세피노[4,3-b

]피리딘-11-일리덴)-피페리딘-1-일]프로피온산 [연구 코드: HSR-609], (-)-(3S,4R)-1-[시스-4-시아노-4-(p-

플루오로페닐)시클로헥실]-3-메틸-4-페닐이소니페코트산 [INN: LEVOCABASTINE], [2-[4-[(R)-p-클로로-알

파-페닐벤질)-l-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

-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

4-플루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S

TINE],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NORASTEMIZOLE], 3-(10,11-

디히드로-5H-디벤조[a,d]시클로헵텐-5-일리덴)-N-메틸-1-프로판아민 [INN: NORTRIPTYLINE], 9-메틸-3-(1

H-테트라졸-5-일)-4H-피리도[1,2-a]피리미딘-4-온 [INN:PEMIROLAST], 8-클로로-11-[1-(5-메틸피리딘-3

-일-메틸)피페리딘-4-일리덴]-6,11-디히드로-5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RUPATADINE], 1

-[2-[(p-클로로-알파-메틸-알파-페닐벤질)옥시]에틸]헥사히드로-1H-아제핀 [INN: SETASTINE], S-(7-카르복

시-4-헥실-9-옥소크산텐-2-일)-S-메틸설폭스이민 [INN: SUDEXANOX],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

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 N-벤질-N,N'-디메틸-N-(2-피리딜)-에틸렌디

아민 [INN: TRIPELENAMINE] 및 1-(4-플루오로벤질)-2-(피페리딘-4-일아미노)-1H-벤즈이미다졸 [INN: TEC

ASTEMIZOLE]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약학 제품.

청구항 25.
제17항 또는 제18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 일)-4a,5,8,8a-테트라히드로-2H

-프탈라진-1-온,

(시스)-4-(3,4-디에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R,8aS)-(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톨루엔-4-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메탄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4aS,8aR)-2-(1-아세틸-피페리딘-4-일)-4-(3,4-디에톡시페닐)-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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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 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5-옥소-펜탄산,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1-피리딘-4-일-메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tert-부틸아미드,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페닐아미드,

(시스)-4-[4-(7-메톡시-2,2-디메틸-2,3-디히드로-벤조푸란-4-일)-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

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실산 tert-부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5-디메틸아미노-나프탈렌-1-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니트로-페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4-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2-{1-[2-(4-아미노-3,5-디클로로-페닐)-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3,4-디메톡시페닐)-4a,

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1-메틸-1H-피라졸로[3,4-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나프탈렌-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티에노[2,3-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미딘-2-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

-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옥소-2H-크로멘-7-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이소프로필-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모폴린-4-일-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페네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3-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2-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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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모폴린-4-일-에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4-(2-디메틸아미노-에틸)-피페라진-1-일]-에타노일}-피페리딘-4

-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이소프로필-아세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1,2,3-티아디아졸-4-일-벤질)-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1-(1-{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메타노일)-4-에틸-피페라진-2,3-디온,

4-(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

1-일}-에타노일아미노)-벤조산 에틸 에스테르,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아세트아미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

드로-1-메틸-1H-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

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CETIRIZ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

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

틸)피페리디노]-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 로-11

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

1-(4-플루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

ASTINE] 및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

E]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약학 제품.

청구항 26.
제21항 또는 제25항에 있어서,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

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6]

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또는 용매화물, 또는 이의 염의 용매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약학 제품.

청구항 27.
호흡기 질환 치료용 약제의 제조에서의, 제19항 또는 제24항의 약학 제품의 용도.

청구항 28.
PDE4 억제제, PDE3/4 억제제 및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1 활성 성분의 제제, 히

스타민 수용체 길항제 및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에서 선택되는 제2 활성 성분의 제제 및 상기 제제들

을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동시, 순차 또는 별도 투여하기 위한 지침서를 포함하는 키 트.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제1 활성 성분 및/또는 제2 활성 성분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용매화물, N-옥사이드, 또는 

염 또는 N-옥사이드의 용매화물의 형태인 것인 키트.

청구항 30.
제28항 또는 제29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

N-(3,5-디클로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및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

2,3,4,4a,10b-헥사히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

RINE]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

메틸-1H-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

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INN: CETIRIZ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

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틸)피페리

디노]-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INN:FEXOFENAD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6

]-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4-플루오

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STINE]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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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 딜]-부탄올 [INN: TERFENADINE]로 이루어

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키트.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2,3,4,4a,1Ob-헥

사히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RINE], 이의 약

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용매화물 또는 N-옥사이드, 또는 이의 염 또는 N-옥사이드의 용매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

서 선택되는 것인 키트.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

로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용매화물 또는 N-옥사이

드, 또는 이의 염 또는 N-옥사이드의 용매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키트.

청구항 33.
제28항 또는 제29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

-프탈라진-1-온,

(시스)-4-(3,4-디에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R,8aS)-(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톨루엔-4-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메탄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4aS,8aR)-2-(1-아세틸-피페리딘-4-일)-4-(3,4-디에톡시페닐)-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5-{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5-옥소-펜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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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S,8aR)-4-(3,4-디에톡시페닐)-2-[1-(1-피리딘-4-일-메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tert-부틸아미드,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페닐아미드,

(시스)-4-[4-(7-메톡시-2,2-디메틸-2,3-디히드로-벤조푸란-4-일)-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

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실산 tert-부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5-디메틸아미노-나프탈렌-1-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니트로-페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4-일메틸-피페리딘-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2-{1-[2-(4-아미노-3,5-디클로로-페닐)-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3,4-디메톡시페닐)-4a,

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1-메틸-1H-피라졸로[3,4-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나프탈렌-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티에노[2,3-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미딘-2-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

-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옥소-2H-크로멘-7-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이소프로필-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모폴린-4-일-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페네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3-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2-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모폴린-4-일-에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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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4-(2-디메틸아미노-에틸)-피페라진-1-일]-에타노일}-피페리딘-4

-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이소프로필-아세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1,2,3-티아디아졸-4-일-벤질)-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1-(1-{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메타노일)-4-에틸-피페라진-2,3-디온,

4-(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

1-일}-에타노일아미노)-벤조산 에틸 에스테르,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아세트아미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

드로-1-메틸-1H-아제 핀-4-일)-1(2H)프탈라지논 [INN: AZEL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

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CETIRIZ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

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p-[1-히드록시-4-[4-(히드록시디페닐메

틸)피페리디노]-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

H-벤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

-(4-플루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

ASTINE] 및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

E]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키트.

청구항 34.
제30항 또는 제33항에 있어서,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

조[5,6]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5,6

]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이의 약학적으로 허

용가능한 염 또는 용매화물, 또는 이의 염의 용매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키트.

청구항 35.
(a) 유효량의 PDE4 억제제, PDE3/4 억제제 또는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및 (b) 유효량의 히스타민 수

용체 길항제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 능한 유도체를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호흡

기 질환의 치료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

로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및 (-)-시스-9-에톡시-8-메톡시-2-메틸-1,2,3,4,4a,10b

-헥사히드로-6-(4-디이소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페닐)-벤조-[c][1,6]나프티리딘 [INN: PUMAFENTRINE]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3,4-디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테트라히드로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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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4-(3-클로로-4-메톡시페닐)-2-(1-옥소-헥사히드로-1I 4 -티오피란-4- 일)-4a,5,8,8a-테트라히드로-2H

-프탈라진-1-온,

(시스)-4-(3,4-디에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시스)-4-(2,3-디히드로-2,2-디메틸-7-메톡시벤조푸란-4-일)-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

-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R,8aS)-(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시스)-4-(3,4-디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시스)-4-(3-시클로펜틸옥시-4-메톡시페닐)-2-(1,1-디옥소헥사히드로-1I 6 -티오피란-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톨루엔-4-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메탄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

온,

(4aS,8aR)-2-(1-아세틸-피페리딘-4-일)-4-(3,4-디에톡시페닐)-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5-{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 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5-옥소-펜탄산,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1-피리딘-4-일-메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tert-부틸아미드,

4-[(4aS,8aR)-4-(3,4-디에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

실산 페닐아미드,

(시스)-4-[4-(7-메톡시-2,2-디메틸-2,3-디히드로-벤조푸란-4-일)-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

라진-2-일]-피페리딘-1-카르복실산 tert-부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5-디메틸아미노-나프탈렌-1-설포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

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니트로-페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4-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2-{1-[2-(4-아미노-3,5-디클로로-페닐)-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3,4-디메톡시-페닐)-4

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1-메틸-1H-피라졸로[3,4-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

히드로-2H-나프탈렌-1-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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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티에노[2,3-d]피리미딘-4-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미딘-2-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

-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옥소-2H-크로멘-7-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3,4-디메톡시페닐)-2-(1-이소프로필-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2-모폴린-4-일-2-옥소-에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

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페네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모폴린-4-카르보닐)-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

탈라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3-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

진-1-온,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피리딘-2-일메틸-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

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모폴린-4-일-에타노일)-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드로-

2H-프탈라진-1-온,

(4aS,8aR)-4-(3,4-디에톡시페닐)-2-(1-{2-[4-(2-디메틸아미노-에틸)-피페라진-1-일]-에타노일}-피페리딘-4

-일)-4a,5,8,8a-테트라히드로-2H-프탈라진-1-온,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

}-2H-이소프로필-아세트아미드,

(4aS,8aR)-4-(3,4-디메톡시페닐)-2-[1-(4-1,2,3-티아디아졸-4-일-벤질)-피페리딘-4-일]-4a,5,8,8a-테트라히

드로-2H-프탈라진-1-온,

1-(1-{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

-일}-메타노일)-4-에틸-피페라진-2,3-디온,

4-(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

1-일}-에타노일아미노)-벤조산 에틸 에스테르 및 2-{4-[(4aS,8aR)-4-(3,4-디메톡시페닐)-1-옥소-4a,5,8,8a-테

트라히드로-1H-프탈라진-2-일]-피페리딘-1-일}-2H-아세트아미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8.
제35항 내지 제3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4-[(4-클로로페닐)메틸]-2-(헥사히드로-1

-메틸-1H-아제핀-4-일)-1(2H)프탈라지논[INN: AZELASTINE], (+/-)-[2-[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

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INN:CETIRIZINE], 8-클로로-6,11-디히드로-11-(4-피페리딜리덴)-5H-벤조[5,6]

시클로헵타-[1,2-b]피리딘 [INN: DESLORATADINE], (+/-)-p-[1-히드록시-4-[4-(히드 록시디페닐메틸)피페

리디노]-부틸]-알파-메틸히드라트로프산 [INN: FEXOFENADINE], 에틸 4-(8-클로로-5,6-디히드로-11H-벤조[

5,6]시클로헵타[1,2-b]피리딘-11-일리덴)-1-피페리딘카르복실레이트 [INN: LORATADINE], 2-[N-[1-(4-플루

오로벤질)-1H-벤즈이미다졸-2-일]-4-피페리디닐]-N-메틸-아미노]피리미딘-4(3H)-온 [INN: MIZOLASTINE] 

및 1-(p-tert-부틸페닐)-4-[4'-(알파-히드록시디페닐메틸)-1'-피페리딜]-부탄올 [INN: TERFENADINE]로 이루

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9.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

로메톡시-N-(3,5-디클로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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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물 또는 N-옥사이드, 또는 이의 염 또는 N-옥사이드의 용매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히스타민 수용

체 길항제는 [2-[4-[(R)-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NE] 

및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약학 조성물.

청구항 40.
제17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

루오로메톡시-N-(3,5-디클로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용매화물 또는 N-옥사이드, 또는 이의 염 또는 N-옥사이드의 용매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2-[4-[(R)-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 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

NE] 및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약학 제품.

청구항 41.
제9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로

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용매화물 또는 N-옥사이드, 

또는 이의 염 또는 N-옥사이드의 용매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2-[4

-(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CETIRIZINE] 및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

한 유도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약학 조성물.

청구항 42.
제21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

로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INN: ROFLUMILAST],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용매화물 또는 N-옥사이드

, 또는 이의 염 또는 N-옥사이드의 용매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2-[

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CETIRIZINE] 및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

한 유도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약학 제품.

청구항 43.
호흡기 질환 치료용 약제의 제조에서의, 제39항 내지 제42항 중 어느 한 항 에 있의 약학 조성물/약학 제품의 용도.

청구항 44.
제28항 또는 제29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

N-(3,5-디클로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 [INN: ROFLUMILAST],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용매화물 또

는 N-옥사이드, 또는 이의 염 또는 N-옥사이드의 용매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

는 [2-[4-[(R)-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NE] 및 이의 약

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키트.

청구항 45.
제30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

로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INN: ROFLUMILAST],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용매화물 또는 N-옥사이드

, 또는 이의 염 또는 N-옥사이드의 용매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2-[

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CETIRIZINE] 및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

한 유도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키트.

청구항 46.
제35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

로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INN: ROFLUMILAST],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용매화물 또는 N-옥사이드

, 또는 이의 염 또는 N-옥사이드의 용매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2-[4-[(R)

-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LEVOCETIRIZINE] 및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유도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47.
제35항에 있어서, PDE4 억제제 또는 PDE3/4 억제제는 3-시클로프로필메톡시-4-디플루오로메톡시-N-(3,5-디클

로로피리드-4-일)-벤즈아미드[INN: ROFLUMILAST],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용매화물 또는 N-옥사이드

, 또는 이의 염 또는 N-옥사이드의 용매화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는 (+/-)-[2-[

4-(p-클로로-알파-페닐벤질)-1-피페라지닐]에톡시]-아세트산 [INN: CETIRIZINE] 및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

한 유도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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