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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약 1 내지 약 10중량%의 에탄올 및 분사제로서의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
판을 함유하는, 안정한 입자 크기를 나타내는 현탁액 에어로졸 제형에 관한 것이다. 또한, 올레산과 같은 계면활성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제형은 계량된 용량 흡입기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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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가압 에어로졸 계량된 용량 흡입기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형과 같은 에어로졸 약물 제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약물 모메타손 푸로에이트와 분사제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의 에
어로졸 제형에 관한 것이다.

에어로졸화 약물은 호흡계 질환의 치료와 각종 약제를 체내로 전신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서 다년간 사
용되어 왔다. 천식 또는 비염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계량된 용량 흡입기 속의 전형적인 에어로졸 제형은, 분사제
에 통상 가용성인 소량의 계면활성제 및/또는 부형제를 추가로 함유하는, (염소 및 불소에 의해) 완전히 할로겐화된 저
급 알킬 화합물 분사제 속의 하나 이상의 약물 물질의 현탁액이다.

    
계량된 용량 흡입기로 투여되는 약제는 통상적으로 기관지확장제 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이다. 미국내에서 흡입 치료 
용도를 위해 현재 이러한 형태로 이용가능한 스테로이드성 약물에는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비내 투여 및 하
부 기도 투여 모두), 부데소나이드(비내 투여 및 기도 투여), 덱사메타손 나트륨 포스페이트(비내 투여 및 기도 투여), 
플루니솔라이드(비내 투여) 및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비내 투여 및 기도 투여)가 포함된다. 또한, 플루티카손 프
로피오네이트는 하부 기도 약물로서의 시판이 최근에 승인되었다. 전형적인 제형은 클로로플루오로카본 분사제, 분사제
에 가용성인 약물 물질 및 에탄올을 함유하고, 때때로 안정한 현탁액의 유지, 계량 밸브의 윤활 및 기타 기능을 위해 올
레산과 같은 계면활성제를 또한 함유한다.
    

    
그러나, 일부 스테로이드는 에탄올에 대해 현저한 용해도를 갖는다. 에어로졸 카니스터(canister) 속에서 이들 약물의 
용액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에탄올이 불충분한 경우, 저장 및 사용시 직면하는 정상 온도의 변동은 포화 용액의 용
해도를 반복적으로 증가 및 감소시킬 수 있다. 각각의 경우, 약물은, 예를 들어, 주위 온도가 감소하는 기간에는 용해도
가 감소하게 되어 결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전형적으로 느린 온도 변화 속도에 기인하여 적절히 분산될 수 있는 것보
다 큰 결정으로 성장한다(특히, 약물을 기관지 또는 폐에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하부 기도에 투여하기 위
한 약물의 입자 크기는 약 1 내지 약 5㎛(조직상에 완전한 침착없이 배출되는 입자는 흔히 약 0.5㎛보다 작다)가 바람
직하지만, 약 10㎛보다 큰 입자는 입 및/또는 인두에서 상당히 침착되어 하부 기도에 도달할 수 없다. 매우 큰 입자는 
계량 밸브를 통과할 수 없고, 확실히 분산되지 않을 것이다.
    

에탄올에 자체로 완전히 가용성인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의 경우, 추가의 화합물(종종 '용매화물' 또는 '클라
트레이트'로서 언급한다)을 상기 화합물 및 클로로플루오로카본 또는 플루오로하이드로카본으로부터 형성시킬 수 있고
; 클라트레이트를 분사제와 함께 제형화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크기의 입자 성장도 관찰되지 않았다.

    
상부 대기에서 환경상 유해한 오존의 파괴에 미치는 완전히 할로겐화된 클로로플루오로카본 분사제의 영향과 관련하여, 
이들 분사제의 이용성은 완전히 제한되고 있다. 이는 상부 대기 반응성이 감소된 분사제를 함유하는 제형에 대한 개발 
연구, 예를 들어, 특히 분사제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 및 HFC-227(이들 화합물은 의료용 에어로
졸에 사용된 전통적인 클로로플루오로카본의 물리적 특성과 대략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를 고무시켰다. 대기에서 환경상 매우 안정한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는 
목적하지 않는 표면 수 산성화 가능성을 HFC-134a에 기인하는 것으로 돌렸다.
    

유럽 특허 제0 553 298 B1호에는 예상된 주위 온도 범위 이상에서 용액중에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를 유지
하기에 충분한 에탄올을 단순히 포함시킴으로써 HFC-134a를 포함하는 에어로졸을 제형화하는 것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임의의 에탄올의 존재는, 알콜 중독의 유행 및 에탄올이 하부 기도 조직으로부터 전신적으로 흡수되는 용이성
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제한되고 있다. 어린이에게 사용하기 위한 임의의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가능한한 낮아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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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개공보 제WO 93/11745호에는 약물 물질, 플루오로카본 또는 수소 함유 클로로플루오로카본 분사제, 및 알콜과 
같은 극성 공용매를 함유하는 입자 크기 안정한 현탁액 에어로졸 제형이 기재되어 있다. 어떠한 계면활성제도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국제공개공보 제WO 94/03153호에는 베클로메타손과 HFC-134a의 용매화물을 사용하여 알콜과 같은 용매화 종의 실
질적인 부재하에 플루오로카본 또는 수소 함유 클로로플루오로카본 분사제 속의 안정한 현탁액을 생산할 수 있음이 보
고되어 있다.

약물 모메타손 푸로에이트는 기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현재 이용가능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 
국제공개공보 제WO 95/20393호에 보고된 바와 같이, 상기 약물은 작용을 매우 신속하게 개시하고, 일반적으로 비내 
또는 기도 투여한 후에 검출가능한 혈중 농도를 나타내지 않는다.

불운하게도, 이 약물은 에탄올에 약간의 용해도를 가지며, 대량의 에탄올을 사용하여 제조한 현탁액 에어로졸 제형의 
저장시 입자 크기의 증가를 나타낸다.

국제공개공보 제WO 92/22287호 및 제WO 92/22288호에는 분사제 HFC-134a와 HFC-227 속의 모메타손 푸로에
이트의 에어로졸 제형이 기재되어 있으나, 불리한 입자 크기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에 따라서, 분사제 HFC-227, 약 1 내지 약 10중량%의 에탄올 및 에탄올 농도의 약 1% 이상의 농도의 모메타
손 푸로에이트를 포함하는, 모메타손 푸로에이트의 입자 크기 안정한 가압 에어로졸 현탁액 제형이 제공된다. 또한, 당
해 제형은 계면활성제를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은 현탁된 약물 속에서 현저한 입자 크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체 및 액체 상
의 밀도가 유사하여 입자 침강 경향이 감소된 현탁액을 제공하는데, 이는 당해 제형을 장기간 동안 안정한 상태로 유지
시킨 후 균일한 현탁액으로 매우 용이하게 재분산시킨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약물 모메타손 푸로에이트의 가압 에어로졸 제형, 특히 계량된 용량 흡입기에서 사용하
기에 적합한 제형을 제공한다.

모메타손 푸로에이트는 또한 화학명 9α,21-디클로로-11β,17-디하이드록시-16α-메틸프레그나-1,4-디엔-3,
20-디온 17-(2-푸로에이트)로 공지되어 있고, 화학식이 C 27 H30 Cl2 O6 이며, 분자량이 521.44이다. 당해 약물은 현
재 각종 피부 질환 치료용 크림, 연고 및 로션 제형으로 시판되고 있다.

천식과 같은 하부 호흡계 질환의 치료에 적합한 본 발명의 제형에 있어서, 적어도 상당 부분의 약물은 호흡가능한 크기, 
예를 들어, 최대 직경이 약 0.5 내지 약 10㎛인 현탁된 입자로서 존재한다. 비염과 같은 상부 호흡계 질환의 치료에 적
합한 본 발명의 제형에서는 다소 큰 약물 입자가 허용될 수 있지만, 상기 입자 크기 범위가 바람직하다.

에탄올중 용해도가 적합한 다른 약물과 관련하여, 모메타손 푸로에이트는 에탄올 함유 제형중에서 결정 성장을 나타내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자들은 약물 입자 크기의 성장을 촉진하지 않는 제형 파라미터를 발견하였다. 이들 파
라미터는 또한 요구되는 에탄올 농도를 최소화하는 잇점을 제공하여, 불쾌한 미적 감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당해 조
성물을 알콜 내성이 낮은 어린이 등에게 보다 적절히 사용하도록 한다.

계량된 용량 분산기로부터 일정하고 예상가능하게 약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특정 최소량의 에탄올이 요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최소량은 전체 제형의 약 1중량%이며, 이는 허용가능한 약물을 최소한으로 전달한다. 증가량의 에탄
올은 일반적으로 약물 전달 특성을 개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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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술된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제형 속에서의 약물 결정 성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탄올 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험 데이타는 에탄올 중량에 대한 모메타손 푸로에이트의 중량 비가 입자 크기의 증가를 방지하는 데 중요하고
; 일반적으로 약물이 에탄올 농도의 0.6%로 존재하는 경우, 결정 형태 및 크기의 즉각적이고 심각한 역 변화가 관찰된
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메타손 푸로에이트가 에탄올 농도의 1.3%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데, 
이로부터 약물은 에탄올 농도의 약 1% 이상의 농도로 존재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용가능한 계량 밸브 전달 용적(예: 작동조작당 25 내지 100㎕) 및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용량으로 요구되는 약
물 물질의 양(일반적으로 밸브 작동조작당 약 10 내지 약 500㎍)의 제한은 제공된 제형에 대한 상기 에탄올 파라미터
내의 지점을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양의 측정은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공지되어 있다.

계면활성제는 약물의 안정한 현탁액을 유지하고 계량 밸브를 윤활시키는 것 등을 보조하기 위해 에어로졸 제형내에 종
종 포함된다. 본 발명의 제형은, 약물이 분사제 속에서 느슨하게 변동하고 침강 또는 응집 경향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용이한 분산력의 유지(예를 들어, 사용직전 적절한 진탕)를 위해 계면활성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안정한 저장시, 약물 
입자는 단순히 이들의 변동된 상태로 잔류한다.

    
그러나, 계면활성제는 다른 에어로졸 현탁액에 통상적인 소량으로 혼입되어 적절한 계량 밸브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다. 
밸브의 작동조작당 약 50㎍ 이하의 올레산을 전달하는 양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올레산이 적합하다. 물론, 목적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최저 농도가 사용되도록 치료 용량에서 화학 물질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 다른 
유용한 계면활성제에는, 이로써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솔비탄 트리올레에이트, 세틸 피리디늄 클로라이드, 대두 레
시틴, 폴리옥시에틸렌(20) 솔비탄 모노라우레이트, 폴리옥시에틸렌(10) 스테아릴 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2) 올레일 
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에틸렌디아민 블록 공중합체, 폴리옥시에틸렌(20) 솔비탄 모노스테아레
이트,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블록 공중합체, 피마자유 에톡실레이트, 및 이들 계면활성제의 혼합물이 포함
된다. 일반적으로, 계면활성제는 사용 농도에서 알콜-분사제 용액에 가용성인 것이 바람직하다. 임의의 목적하는 계면
활성제의 경우, 약물 전달 재생을 측정하는 단순한 실험을 사용하여 임의의 주어진 제형 및 전달 시스템에 대한 계면활
성제의 최적량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은 다른 에어로졸 조성물에 대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인 공정에 따라 제조된다. 통상적으로, 분사
제를 제외한 모든 성분을 혼합하여 에어로졸 용기에 도입한다. 이어서, 용기를 분사제의 비점 이하의 온도로 냉각시키
고, 계량 밸브를 용기에 장착하기 전에 필요량의 냉각된 분사제를 첨가한다. 다른 한편으로, 분사제를 충전시키기 전에 
용기에 계량 밸브를 장착시키고, 필요량의 분사제를 밸브를 통해 도입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한 양태는 다음 실시예에서 추가로 기술된다. 이들 실시예에서, '%'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한 중량%이다.

    실시예

실시예 1

다음은 본 발명에 따르는 유용한 에어로졸 현탁액 제형의 예이다. 모메타손 푸로에이트('MF'), 올레산('Oleic'), 에탄
올('EtOH') 및 HFC-227('분사제')의 성분함량(%)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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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형 MF Oleic EtOH 분사제
ABCD
EFGH
I

0.1120.0280.1120.4480.11
20.4480.2240.0280.028

0.00100.0110.01100.0
110.0110.0010.011

2.4971.7502.4972.4892.49
74.9772.4942.4992.499

97.38998.22297.37997.05297.3909
4.56497.27097.47197.462

실시예 2

    
다양한 저농도의 에탄올로부터 에어로졸 약물 전달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한다. 당해 실험에서, 
미립자화된 모메타손 푸로에이트를 에탄올 및, 임의로 올레산과 함께 '농축' 현탁액에 혼입시킨다. 120 용량의 전달을 
위해 잘 혼합된 농축액의 요구량을 금속 에어로졸 용기에 계량 도입하고, 작동조작당 63㎕를 전달하는 계량 밸브(모메
타손 푸로에이트 100㎍을 함유하는 용적)를 용기에 장착하며, 액체 HFC-227 분사제를 밸브를 통해 용기에 계량 도입
한다. 최종 제형중의 모메타손 푸로에이트의 농도는 0.112%이다.
    

    
용기로부터 약물 전달을 시험하기 위해, 계량 밸브의 2회 작동조작에 의해 전달된 약물 물질의 중량을 측정하고, 2로 
나누어 1회 작동조작에 의해 전달된 양을 계산한다. 고정된 회수의 '배출(priming)' 작동조작 후, 상기 계산 작업을 용
기로부터 전달된 최초 2회 용량, 전달될 용량의 중기에서의 2회 용량 및 용기의 의도된 용량의 말기에서의 2회 용량에 
대해 수행한다. 다음 표는 각 제형의 복수 용기로부터 회수된 평균 양이고, 제형 정보는 각 밸브 작동조작으로 전달된 
올레산의 양을 확인한 것이다.
    

[표 2] 
1% 에탄올, 올레산 2.5㎍(6개 용기)
초기중기말기 75.2㎍83.4㎍92.6㎍
1.75% 에탄올, 올레산 10㎍(6개 용기)
초기중기말기 94.3㎍96.4㎍110㎍
2.5% 에탄올, 올레산 10㎍(10개 용기)
초기중기말기 104㎍102㎍106㎍
2.5% 에탄올, 올레산 없음(10개 용기)
초기중기말기 93.3㎍98.8㎍99.0㎍

1%의 에탄올을 포함하는 용기로부터의 약물 전달은 상업적 제품에 최저한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알콜 농도가 보다 높
은 제형을 포함하는 모든 용기로부터의 전달은 허용될 수 있다. 천식을 치료하기 위해 의도된 흡입 제품에 대한 일반적
인 약물 전달 표준은 미국 식품 의약청(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같은 정부 당국에 의해 확
립되어 있다.

실시예 3

에어로졸 제형에서 에탄올 중량에 대한 다양한 비율의 약물의 입자 크기 안정성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한
다.

제형은 양이 %로서 제공된 하기 성분으로부터, 에어로졸 밸브가 장착된, 유기 용기에서 제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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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형 A
HFC-227에탄올모메타손 푸로에이트올레산모메타손 푸로에이트/에탄올 94.9694.9850.0340.0120.00674
제형 B
HFC-227에탄올모메타손 푸로에이트올레산모메타손 푸로에이트/에탄올 97.4572.4990.0320.0110.0130
제형 C
HFC-227에탄올모메타손 푸로에이트올레산모메타손 푸로에이트/에탄올 97.3662.4970.1270.0110.0508
제형 D
HFC-227에탄올모메타손 푸로에이트올레산모메타손 푸로에이트/에탄올 97.1882.4920.3080.0110.124

    
각 제형은, 제조 후 결정 성장의 입증을 위해, 용기 내용물을 시각적으로 관찰하고 유리 현미경 슬라이드 위에 제형 용
량을 분무하여 분사제를 증발시키고 편광으로 100배 확대하여 슬라이드 위의 입자를 시각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검사한
다. 제형 A는 신장된 침상 형태로 광범위한 결정 형태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들중 대부분은 최대 치수가 약 30㎛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나며; 변화는 확대하지 않고서도 용기내에서 시각적으로 뚜렷하다. 각각의 다른 제형내의 입자는 입자 
형태 및 크기 둘 다에 있어서 최초 미립화된 모메타손 푸로에이트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형 A는 모메타손 푸로
에이트의 흡입 전달에 부적합할 것이다.
    

제형 B, C 및 D를 포함하는 용기는 다음과 같이 동결/해동 온도 프로그램으로 처리한다: -20℃에서 3일 동안, 이어서 
실온에서 1일 동안, 이어서 50℃에서 2일 동안, 이어서 -20℃에서 4일 동안, 이어서 50℃에서 3일 동안, 이어서 -2
0℃에서 3일 동안, 이어서 50℃에서 3일 동안, 및 마지막으로 실온에서 1일 동안. 현미경 검사를 반복하면, 이들 제형
에서는 입자 형태 또는 크기의 온도 전이 유도된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각종 양태의 상기 기술내용은 본 발명의 대표적인 각종 양태이며, 기술된 당해 형태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변형 및 변화가 의심할 여지없이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서 발생할 것이다. 본 발명의 
범위는 단지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계면활성제의 존재 또는 부재하에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 1 내지 10중량%의 에탄올 및 에탄올 농도의 
1% 이상의 농도의 미립화된 모메타손 푸로에이트를 포함하는 에어로졸 현탁액 제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1 내지 5중량%의 에탄올을 포함하는 에어로졸 현탁액 제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2 내지 5중량%의 에탄올을 포함하는 에어로졸 현탁액 제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에어로졸 현탁액 제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계면활성제가 올레산인 에어로졸 현탁액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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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계량된 용량 용기내에 함유되는 에어로졸 현탁액 제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단일 작동조작으로부터 10 내지 500㎍의 모메타손 푸로에이트의 계량된 양을 전달하는 장치내에 함
유되는 에어로졸 현탁액 제형.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계면활성제의 존재 또는 부재하에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 1 내지 10중량%의 에탄올 및 에탄올 농도의 
1% 이상의 농도의 미립화된 모메타손 푸로에이트를 포함하는 에어로졸 현탁액 제형을 함유하는 계량된 용량 흡입기.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단일 작동조작으로부터 10 내지 500㎍의 모메타손 푸로에이트가 전달되는 계량된 용량 흡입기.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비내 흡입용으로 적합한 계롬된 용롬 흡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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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경구 흡입용으로 적합한 계롬된 용롬 흡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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