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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항-HIV 활성이 있는 (1S, 4R)-시스-4-[2-아미노-6-(시클로프로필아미노)-9H-퓨린-9-일]-2-시클로펜텐

-1-메탄올 (1592U89), 3'-아지도-3'-데옥시티미딘 (지도부딘, zidovudine) 및 (2R, 시스)-4-아미노-1-(2-히드록시메

틸-1,3-옥사티올란-5-일)-(1H)-피리미딘-2-온 (3TC) [또는 3TC 대신에, (2R, 시스)-4-아미노-5-플루오로-1-(2-

히드록시메틸-1,3-옥사티올란-5-일)-(1H)-피리미딘-2-온 (FTC)]의 치료상 복합제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의 복합제제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및 뉴클레오시드 및(또는) 비뉴클레오시드 저해제에 내성을 지닌 HIV 돌연변이

체에 의한 감염을 포함하는 HIV 감염의 치료에 있어서 상기 복합제제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명세서

본 발명은 항-HIV 활성이 있는 (1S, 4R)-시스-4-[2-아미노-6-(시클로프로필아미노)-9H-퓨린-9-일]-2-시클로펜텐

-1-메탄올 (1592U89), 3'-아지도-3'-데옥시티미딘 (지도부딘, zidovudine) 및 (2R, 시스)-4-아미노-1-(2-히드록시메

틸-1, 3-옥사티올란-5-일)-(1H)-피리미딘-2-온 (3TC) [또는, 3TC 대신에, (2R, 시스)-4-아미노-5-플루오로-1-(2-

히드록시메틸-1,3-옥사티올란-5-일)-(1H)-피리미딘-2-온 (FTC)]의 치료상 복합제제(combination)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의 복합제제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및 뉴클레오시드 및(또는) 비뉴클레오시드 저해제에 내성을 지닌

HIV 돌연변이체에 의한 감염을 포함하는 HIV 감염 치료에 있어서 상기 복합제제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지도부딘은 현재 AIDS, AIDS-관련 합병증 (ARC) 및 AIDS성 복합치매 (ADC) 등의 관련 임상 상태를 포함하는 HIV-감염

의 치료 및(또는) 예방과 무증후성 HIV 감염 환자 또는 항-HIV 항체-양성인 환자의 치료에 있어 중요하고 유용한 화학 치

료제로 잘 확립되어 있다. 지도부딘을 사용한 치료는 HIV로 감염된 무증후성 환자에서의 질병이 없는 기간을 연장시키며

증후성 환자의 사망 시기를 연기시킨다.

이들 감염 및 상태 치료에 지도부딘의 광범위한 임상적 사용 후, 지속적인 치료 후의, 일부 경우에 있어서, 바이러스는 지

도부딘에 대한 일정 수준의 내성 및 이에 따른 약물에 대한 감도의 저하를 나타내는 것이 관찰되었다.

치료제 1592U89 [European Specification EP0434450호 참조]는 HIV에 대항한 강력한 활성, 낮은 세포 독성 및 ACD

등의 AIDS 및 HIV 관련 중추 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뇌로의 우수한 침투력을 보이는 전도 유망한 항-HIV

화학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ntiviral Research 23rd April 1995 참조].

당 잔기 대신 옥사티올란 잔기를 함유한 뉴클레오시드 유사체, 예를 들어서 유럽 특허 제382526호의 명세서에 기재된 뉴

클레오시드, 특히 4-아미노-1-(2-히드록시메틸-1,3-옥사티올란-5-일)-(1H)-피리미딘-2-온 (BCH-189)는 항-HIV

활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BCH-189는 라세미 혼합물이며 거울상 이성질체가 HIV에 대하여 동효능을 가질지라도,

(-)-거울상 이성질체는 (+)-거울상 이성질체보다 상당히 낮은 세포 독성을 갖는다. (-)-거울상 이성질체는 현재 3TC 또

는 라미부딘으로 알려진 (2R, 시스)-4-아미노-1-(2-히드록시메틸-1,3-옥사티올란-5-일)-(1H)-피리미딘-2-온의 화

학명을 갖는다.

별도의 옥사티올란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인 관용명이 FTC 또는 524W91인 (2R, 시스)-4-아미노-5-플루오로-1-(2-히

드록시메틸-1,3-옥사티올란-5-일)-(1H)-피리미딘-2-온이 국제 출원 제WO92/14743호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현재까지 HIV 감염에 대한 치료는 상당한 정도가 지도부딘, 디다노신 (ddI), 잘시타빈 (ddC) 및 스타부딘 (D4T) 등의 뉴클

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저해제의 단독 치료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약물들은 결국 HIV 내성 돌연변이체의 출현 또는

독성 때문에 점점 효과가 저하되게 된다. 따라서 새 치료법이 요구된다.

지도부딘과 ddC 또는 ddI 중 어느 하나와의 복합제제는 HIV 감염 환자에 가망성 있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New Eng. J.

Med. 1992, 329(9) 581-587, 및 Program Abstract 1993 9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DS, abstract US-B25-

1 참조]. 지도부딘과 3TC의 복합제제가 또한 연구되고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작용 부위를 갖는 약물

들은 흔히 길항적 또는 부가적 [Rev Infect. Dis 1982, 4, 255-260 참조]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놀랍다는 것을 주지

해야만 한다.

뜻밖에도, 본 발명자들은 1592U89, 지도부딘 및 3TC의 복합제제에 의해 상승적 항-HIV 효과가 성취된다는 것을 발견하

게 되었다. 그 결과는 세 개의 모든 약물이 동일 분자인 HIV 역전사효소에 작용하기 때문에 놀랍다. 이러한 약물 복합제제

를 사용하여 상승적인 항바이러스성 효과, 더욱 완벽한 바이러스 저해, 장기간에 걸친 바이러스 저해, 약물 내성 HIV 돌연

변이체의 출현 제한을 제공하며 또한 약물 관련 독성의 더 향상된 관리를 허용한다는 것이 본 발명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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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C 대신에 화합물 FTC가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 일면에 따르면, 본 발명은 1592U89 또는 그의 생리학적으로 기능성인 유도체, 지도부딘 또는 그의 생리학적으

로 기능성인 유도체 및 3TC (또는 3TC 대신에, FTC) 또는 그의 생리학적으로 기능성인 유도체를 포함하는 복합제제를

제공한다.

지도부딘은 케토 또는 에놀 호변이성형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어느 호변이성형을 이용하든지 본 발명의 범위안에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3TC 및 1592U89는 정상적으로는 대응하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실질적으로는 없이 제공될 것이며,

이는 즉 대응하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약 5% w/w 미만, 바람직하게는 약 2% 미만, 특히 1% w/w 미만으로 존재함을 의미

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의, 용어 "생리학적으로 기능성인 유도체"는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에테르, 에스테르,

1592U89, 지도부딘 또는 3TC의 에스테르의 염; 또는 이들의 용매화물 및 이들의 생리학적으로 기능성인 유도체; 또는 수

여자에 투여시 그러한 화합물 또는 항바이러스성의 활성 대사물질 또는 이들의 잔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화합물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에스테르는 하기의 군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된다: (1) 에스테르군의 카르복실산 부분의 비카르

보닐 부분이 직쇄 또는 분지쇄 알킬 (예, 메틸, n-프로필, t-부틸, 또는 n-부틸), 시클로알킬, 알콕시알킬 (예, 메톡시메틸),

아랄킬 (예, 벤질), 아릴옥시알킬 (예, 페녹시메틸), 아릴 (예, 예컨데 할로겐, C1-4알킬, 또는 C1-4알콕시로 임의 치환된 페

닐), 또는 아미노중에서 선택된 카르복실산에스테르; (2) 알킬 또는 아랄킬술포닐 (예로서, 메탄술포닐) 등의 술폰산에스

테르; (3) 아미노산 에스테르 (예로서, L-발릴 또는 L-이소류실); 및 (4) 포스폰산에스테르. 그러한 에스테르에 있어서, 달

리 정의하지 않는다면 존재하는 임의의 알킬 부분은 유익하게는 1 내지 18 개의 탄소 원자, 특히 1 내지 6 개의 탄소 원자,

더 특별하게는 1 내지 4 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한다. 이들 에스테르 중에 존재하는 임의의 시클로알킬 부분이 유익하게는

3 내지 6 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한다. 이들 에스테르 중에 존재하는 임의의 아릴 부분은 유리하게는 페닐기를 포함한다. 상

기의 화합물중 어느 것에 대한 언급은 또한 그의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특히 바람직한 에스테르는 지도부딘, 3TC (임의로 보호될 수 있음) 또는 FTC 또는 사람 환자에 투여시 일인산, 이인산 또

는 삼인산에스테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른 화합물의 일인산, 이인산 및 삼인산에스테르이다.

바람직한 1592U89의 유도체는 (-)카보버르 (carbovir)의 삼인산에스테르이다.

1592U89, 지도부딘 또는 3TC 및 이들의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유도체의 생리학상 허용되는 염의 예는 알칼리 금속 (예,

나트륨), 알칼리 토 (예, 마그네슘), 암모늄 및 NX4
+ (여기서 X는 C1-4 알킬임) 등의 적당한 염기로부터 유도된 염을 포함

한다. 수소 원자 또는 아미노기의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아세트산, 락트산, 타르타르산, 말산, 이세티온산, 락토비온

산 및 숙신산 등의 유기 카르복실산, 메탄술폰산, 에탄술폰산, 벤젠술폰산 및 p-톨루엔술폰산 등의 유기 술폰산 및 염산,

황산, 인산 및 술팜산 등의 무기산의 염을 포함한다. 수산기 화합물의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Na+, NH4
+ 및 NX4

+

(여기서 X는 C1-4 알킬기임) 등의 적합한 양이온과의 상기 화합물의 음이온을 포함한다.

치료제로 이용하기 위해서 1592U89, 지도부딘 및 3TC의 염은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즉, 그들은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산 또는 염기에서 유도된 염일 것이다. 그러나, 또한 생리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산 또는 염기의 염도, 예를 들어 생리학

적으로 허용되는 화합물의 제조 및 정제 중에서 사용될 수 있다. 생리학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산 또는 염기에서 유도되었

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염은 본 발명의 범위내에 있다.

1592U89의 바람직한 염은 숙신산염이다.

1592U89 또는 그의 생리학적으로 기능성인 유도체, 지도부딘 또는 그의 생리학적으로 기능성인 유도체 및 3TC 또는 그

들의 생리학적으로 기능성인 유도체의 복합제제는 이후 본 발명에 따른 복합제제로 간주된다.

본 발명은 또한 특히 뉴클레오시드 저해제, 특히 지도부딘, 3TC, FTC, ddI, ddC 또는 D4T 또는 이들의 복합제제 및 네비

라핀 (BI-RG-587), 로비리드 (α-APA) 및 델라부리딘 (BHAP) 등의 비뉴클레오시드 저해제에 내성을 지닌 HIV 돌연변이

체에 의한 감염을 포함하여 HIV 감염에 대한 치료 및(또는) 예방 요법에 사용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복합제제를 제공한

등록특허 10-0542536

- 3 -



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복합제제는 특히 AIDS 치료 및 AIDS 관련 합병증 (ARC), 진행성 전신 림프절낭종 (PGL), 카포

시 육종, 혈소판감소 자반증 등의 AIDS 관련 임상 상태, AIDS성 복합치매, 다중 경화증 또는 열대성 혈관내이행 등의

AIDS 관련 신경 상태 및 또한 항-HIV 항체-양성 및 HIV-양성 상태와 무증후성 환자에서의 그들 상태까지 포함한 치료에

유용하다.

다른 일면에 따르면, 본 발명은 HIV 감염 동물 예를 들어, 사람을 포함하는 포유 동물에서 HIV 감염의 증상 또는 감염 효

과의 치료 또는 예방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는 1592U89, 지도부딘 및 3TC (또는 3TC 대신에, FTC) 또는 이들의 생리학

적으로 기능성인 유도체의 복합제제의 치료상 유효량으로 상기 동물을 치료하는 것을 포함한다.

복합제제의 화합물은 동일한 또는 상이한 제약학상 제형 중 어느 것으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투여될 수 있음을 인식하

게 될 것이다. 순차적 투여를 한다면, 두번째 및 세번째 활성 성분을 투여하는 것에서의 지체는 활성 성분 복합제제의 상승

적 치료 효과의 유익함을 잃는 정도여서는 안된다. 또한 1592U89, 지도부딘 및 3TC (또는 3TC 대신에, FTC), 또는 이들

의 생리학적으로 기능성인 유도체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되든, 개별적으로 또는 수회로 또는 그의 어떤 복합제제

로 투여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1592U89, 지도부딘 및 3TC (또는 3TC 대신에, FTC)는 바람직하게 별도

의 제약학상 제형으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가장 바람직하게는 동시에 투여된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의 HIV 감염 및 HIV 감염 관련 임상 상태의 치료 및 (또는) 예방을 위해 지도부딘 및 3TC (또는 3TC

대신에, FTC) 각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투여하기 위한 의약 제조에 있어서의 1592U89의 용도를 제공한다.

1592U89, 지도부딘 또는 3TC (또는 3TC 대신에, FTC), 또는 그의 복합제제가 상기 의약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

식하게 될 것이다.

1592U89, 지도부딘 및 3TC (또는 3TC 대신에, FTC) 또는 이들의 생리학적으로 기능성인 유도체의 복합제제에 의한 상

승적 효과는 예를 들어, 1 내지 20 : 1 내지 20 : 1 내지 10 중량비,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0 : 1 내지 10 : 1 내지 5 중량비,

특히 바람직하게는 1 내지 3 : 1 내지 3 : 1 내지 2 중량비에서 보인다.

편리하게는 각 화합물은 단독으로 사용될 때 항바이러스성 활성을 보이는 정도의 양으로 복합제제중에 사용될 것이다.

항-HIV제로서 효과적인데 필요한 1592U89, 지도부딘 및 3TC (또는 3TC 대신에, FTC)의 복합제제의 양은 물론 다양하

며 궁극적으로는 약제사의 판단에 있다.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투여 경로 및 제제 특성, 동물 체중, 나이 및 전신 상태 및 치

료되어야 할 질병의 성향 및 심도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HIV 감염 치료를 위해 사람에게 투여되는 1592U89의 적합한 투여량은 1일당 수여자의 킬로그램 체중 당 0.1

내지 100 mg, 바람직하게는 1일당 수여자의 킬로그램 체중 당 0.5 내지 50 mg, 가장 바람직하게는 1일당 킬로그램 체중

당 7 내지 30 mg의 범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도부딘의 적합한 투여량은 1일당 수여자의 킬로그램 체중 당 3 내지 120 mg, 바람직하게는 1일당 수여자의

킬로그램 체중 당 6 내지 90 mg, 가장 바람직하게는 1일당 킬로그램 체중 당 10 내지 30 mg의 범위일 것이다.

3TC에 있어서, 적합한 1일 투여량은 1일당 수여자의 킬로그램 체중 당 약 0.1 내지 약 120 mg, 바람직하게는 1일당 킬로

그램 체중 당 0.5 내지 75 mg, 가장 바람직하게는 1일당 킬로그램 체중 당 5 내지 10 mg과 같은 1일당 킬로그램 체중 당

1 내지 40 mg의 범위일 것이다.

FTC에 있어서, 적합한 1일 투여량은 1일당 수여자의 킬로그램 체중 당 약 0.1 내지 약 120 mg, 바람직하게는 1일당 킬로

그램 체중 당 0.5 내지 75 mg, 가장 바람직하게는 1일당 킬로그램 체중 당 5 내지 10 mg과 같은 1일당 킬로그램 체중 당

1 내지 40 mg의 범위일 것이다.

달리 지적되지 않는다면, 활성 성분의 모든 중량은 약물 자체의 측면에서 계산된다. 1592U89, 지도부딘, 3TC (또는 3TC

대신에, FTC)의 생리학적으로 기능성인 유도체, 또는 이들의 용매화물의 경우, 양상은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필요한 투

여량은 하루동안 적절한 간격으로 투여되는 2회, 3회, 4회, 5회, 6회, 또는 그 이상의 분할 투여량으로 바람직하게 제공된

다. 이런 분할 투여량은 예를 들어, 단위 투여형 당 활성 물질 1 내지 1500 mg, 바람직하게는 5 내지 1000 mg, 가장 바람

직하게는 10 내지 700 mg을 포함하는 단위 투여형으로 투여될 수 있다. 별첨으로 수여자의 상태에 필요하다면 그 투여량

은 지속 주입으로 투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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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성분으로 언급될 수도 있는 복합제제의 성분은 동물, 즉 사람을 포함한 포유 동물의 치료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투여될 수 있다,

반면 복합제제의 활성 성분들을 원료 화학제로서 투여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이들을 제약학상 제형으로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제약학상 제형은 1종 이상의 제약학상 허용되는 담체 또는 부형제 및 임의의 다른 치료제와

함께 본 발명에 따른 복합제제를 포함한다. 담체(들)는 반드시 제제의 다른 성분과 상용성의 의미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이

들의 수여자에게 무해해야만 한다. 그 복합제제의 각 성분들이 별도로 투여될 때 이들은 일반적으로 제약학상 제형으로서

각기 제공된다. 이하 제형에 관한 언급은 달리 정의되지 않는다면, 복합제제 또는 이들 성분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 것임을

의미한다.

1592U89, 지도부딘 및 3TC (또는 3TC 대신에, FTC), 또는 이들의 생리학적으로 기능성인 유도체의 복합제제는 편리하

게 단위 투여형으로 제약학상 제형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편리한 단위 투여 제형은 활성 성분들을 각각 50 mg 내지 3 g,

예컨데 100 mg 내지 2 g의 양으로 포함한다.

또한 세 번째 활성 성분과 함께 동시 또는 순차적 투여를 위한 단위 투여형으로 활성 성분 중 임의의 두 개를 혼합하는 것

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단위 투여형은 지도부딘 및 3TC를 각각 50 mg 내지 3 g, 바람직하게는 지도부딘 및

3TC를 각각 100 mg 내지 2 g 또는 지도부딘 및 1592U89를 각각 50 mg 내지 3 g, 바람직하게는 지도부딘 및 1592U89

를 각각 100 mg 내지 2 g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으로서 지도부딘, 1592U89 및 3TC (또는 3TC 대신에, FTC) 또는 이들의 생리학적으로 기능성인

유도체 중의 어느 것에서 선택된 활성 성분 적어도 두 개와 이들의 제약학상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단위 투여형이 제

시된다.

지도부딘, 1592U89 및 3TC (또는 3TC 대신에, FTC)에서 선택된 두 활성 화합물의 투여는 발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바람직하게는 투여될 남아 있는 세번째 활성 성분에 대한 전조로서 인식될 것이다. 1592U89와 지도부딘, 1592U89와

3TC 및 1592U89와 FTC의 복합제제, 특별히 1592U89와 지도부딘의 복합제제가 바람직하다.

추가로, 본 발명자들은 또한 상기의 화합물이 혼합될 때 상승 효과가 발견됨을 알게 되었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으로서, 두 화합물이 지도부딘 및 3TC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지도부딘, 1592U89 및 3TC (또는

3TC 대신에, FTC)에서 선택된 두 화합물을 포함하는 복합제제가 제시된다. 바람직하게 복합제제는 세 번째 남아 있는 화

합물과 함께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투여된다.

요즘은 흔히 제약 제제가 대개는 블리스터 팩인 단일 포장에 전체 치료 과정을 포함한 "환자용 팩"으로 환자에게 처방된다.

환자용 팩은 환자가 보통은 종래의 처방에서는 없는 환자용 팩중에 포함된 삽입물을 항상 입수한다는 점에 있어서, 약제사

가 큰 부피의 공급으로부터 제약 환자 공급분을 분할하는 종래의 처방에 비해 장점이 있다. 포장 내부의 삽입물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환자의 순응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가 본 발명을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포장 내부의 삽입물대로 단일 환자용 팩 또는 각 제제의 환자용 팩의 수

단에 의해 본 발명의 복합제제를 투여하는 것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부가적 특징임을 이해할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의 일면에 따르면, 본 발명의 복합제제 중, 1종 이상의 활성 성분 1592U89, 지도부딘, 3TC 또는 FTC 및

본 발명의 복합제제의 사용에 관한 지시를 포함한 정보 삽입물을 포함하는 환자용 팩이 제공된다.

또다른 일면에 의하여, 본 발명은 1592U89 또는 그의 생리학적으로 기능성인 유도체, 지도부딘 또는 그의 생리학적으로

기능성인 유도체 및 3TC 또는 그의 생리학적으로 기능성인 유도체의 개별 투여와 관련하여 포함하는 3중 팩을 제공한다.

제형은 경구, 직장, 비강, 국소 (경피, 구강 및 설하를 포함함), 질 또는 비경구 (피하의, 근육내의, 정맥내의 및 피내의) 투

여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 그 제형은 편리하게 단위 투여형으로 제공될 수 있고, 제약 업계에 잘 알려진 방법에 의해 제

조될 수 있다. 이들 방법은 본 발명의 추가의 특징을 나타내며 1종 이상의 보조 성분을 구성하는 담체와 활성 성분을 혼합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제형은 활성 성분과 액체 담체 또는 미분 고체 담체 또는 이 둘 모두를 균일하고 친밀

하게 혼합함으로써 제조되고, 필요하다면 그 생산물을 성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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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투여에 적합한 본 발명의 제형은 활성 성분의 예정된 양을 포함하는 각각의 캡슐, 카플릿, 카세 또는 정제 등의 별개

의 단위로서; 분말 또는 과립제로서; 수성 또는 비수성 액체의 용액 또는 현탁액으로서; 또는 수중유 액체 현탁액 또는 유

중수 액체 현탁액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활성 성분은 또는 볼루스(bolus), 연약 또는 페이스트로 제공될 수 있다.

정제는 임의로 1종 이상의 보조 성분과 함께 압축 또는 성형하여 만들 수 있다. 압축된 정제는 분말 또는 과립제 등의 자유

-흐름 (free-flowing) 형태로, 임의로 결합제 (예로서, 포비돈, 젤라틴,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윤활제, 불활성

희석제, 방부제, 붕해제 (예로서, 글리콜산 전분 나트륨, 교차 결합 포비돈, 교차 결합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나트륨),

계면 활성제 또는 분산제와 혼합된 활성 성분을 적합한 기계에서 압축하여 제조될 수 있다. 성형된 정제는 불활성의 액체

희석제로 습윤된 분말 화합물의 혼합물을 적합한 기계에서 성형하여 만들 수 있다. 정제는 임의로 피복되든지 또는 새김눈

이 만들어질 수 있고, 예를 들면, 원하는 방출 프로필을 제공하는 다양한 비율의 히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를 사용하

여 그 안의 활성 성분의 서방 또는 제어 방출을 제공하도록 제형화될 수 있다. 정제는 임의로 장용피가 제공되어 위 외의

소화관 부분에서의 방출을 제공할 수 있다.

입의 국소 투여에 적합한 제형은 풍미성 기재, 대개는 수크로스 및 아카시아 또는 트라가칸트 중에 활성 물질을 포함하는

로젠지; 젤라틴 및 글리세린, 또는 수크로스 또는 아카시아 등의 불활성 기재 중에 활성 성분을 포함하는 향정; 및 적합한

액체 담체중에 활성 성분을 포함하는 구강 세척제를 포함한다. 직장 투여를 위한 제형은, 예를 들면 코코아 버터 또는 살리

실산염을 포함하는 적합한 염을 갖는 좌약으로 제공될 수 있다.

국소 투여는 또한 경피 이온영동 기구의 수단에 의할 수 있다.

질 투여에 적합한 제형은 활성 성분 이외에 당 분야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담체를 포함하는 페사리, 탐폰, 크림, 겔, 페이

스트, 폼제 또는 분무 제형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담체가 고체인 직장 투여에 적합한 제약학상 제형은 단위 투여 좌약으로서 가장 바람직하게 제공된다. 적합한 담체는 코코

아 버터 및 당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른 물질을 포함한다. 좌약은 활성 복합제제와 유연화되거나 또는 용융된 담체의

혼합, 이후의 냉각 및 성형틀에서의 성형에 의해 편리하게 형성될 수 있다.

비경구 투여에 적합한 제형은 제형이 의도하는 수여자의 혈액과 등장성이 되게하는 산화방지제, 완충제, 세균 발육 저지제

및 용질을 포함할 수 있는 수성 및 비수성의 등장성 멸균 주사 용액; 현탁화제 및 증점제를 포함할 수 있는 수성 및 비수성

의 멸균 현탁액; 혈액 성분 또는 1종 이상의 기관으로 화합물을 표적화하기 위해 고안된 리포좀 또는 다른 초미세입자계를

포함한다; 제형은 단일 투여량 또는 다투여량이 밀봉된, 예를 들어 앰플 및 바이알 등의 용기로 제공될 수 있고, 사용하기

바로 전에 멸균 액체 담체, 예를 들어 주사용수를 첨가하는 것만을 필요로 하는 동결 건조 상태로 보관될 수 있다. 즉석의

주사 용액 및 현탁액은 상술한 종류의 무균 분말, 과립제 및 정제로 제조될 수 있다.

바람직한 단위 투여 제형은 상기에서 인용된 바와같이 활성 성분의 일일 투여량 또는 일일 분할 투여량을 포함하는 것 또

는 그의 적절한 분획을 포함하는 것들이다.

특히 상기의 성분외에 본 발명의 제형은 당해 제형에 관한 분야에서의 통상적인 다른 약물을 포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경구 투여에 적합한 것들은 또한 감미료, 증점제 및 풍미제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복합제제의 화합물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입수할 수 있다. 지도부딘은 예를 들어 참고문헌으로 본 명세서에 인용

하는 미국 특허 4724232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될 수 있다. 지도부딘은 또한 Aldrich Chemical Co., Milwaukee, Wl

53233, USA에서 얻을 수 있다.

1592U89는 본 명세서의 참고문헌으로 인용하는 유럽 특허 EP0434450호 또는 PCT 출원 제PCT/GB/4500225호의 명세

서에 기재되어 있다.

3TC 제조 방법은 본 명세서에 참고문헌으로 인용하는 국제 특허 출원 제 WO91/17159호에 기재되어 있다.

FTC 제조 방법은 본 명세서에 참고문헌으로 인용하는 국제 특허 출원 제WO92/14743호에 기재되어 있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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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실시예는 단지 설명만을 위한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활성 성분"은

1592U89, 지도부딘, 3TC (또는 3TC 대신에, FTC), 또는 그의 복합제제 또는 전술한 화합물 중의 어느 것의 생리학적으

로 기능성인 유도체를 의미한다.

<실시예 1 : 정제 제형>

하기의 제형 A, B 및 C를 포비돈 용액에 의한 성분들의 습식 과립화, 이어서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의 첨가 및 압축에 의해

제조하였다.

제형 A

  mg/정제

 활성 성분  250

 락토오스 B.P.  210

 포비돈 B.P.  15

 글리콜산 전분 나트륨  20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5

  500

제형 B

  mg/정제

 활성 성분  250

 락토오스 B.P.  150

 아비셀 PH 101  60

 포비돈 B.P.  15

 글리콜산 전분 나트륨  20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5

  500

제형 C

  mg/정제

 활성 성분  250

 락토오스 B.P.  200

 전분  50

 포비돈  5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4

  359

하기의 제형 D 및 E를 혼합된 성분의 직접 압축에 의해 제조하였다. 제형 E의 락토오스는 직접 압축형 (Dairy Crest-

"Zeparox")이다.

제형 D

  mg/정제

 활성 성분  250

 전호화분전분 NF 15  150

  400

제형 E

  mg/정제

 활성 성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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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토오스 B.P.  150

 아비셀  100

  500

제형 F (제어 방출 제형)

제형을 포비돈 용액에 의한 성분들의 습윤 과립화, 이어서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의 첨가 및 압축에 의해 제조하였다.

  mg/정제

 활성 성분  500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Methocel K4M Premium)
 112

 락토오스 B.P.  53

 포비돈 B.P.  28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7

  700

약물 방출은 약 6-8 시간에 걸쳐 일어나며 12 시간 후 완결된다.

<실시예 2 : 캡슐 제형>

제형 A

캡슐 제형을 상기의 실시예 1의 제형 D의 성분들을 혼합하고 양분된 경질 젤라틴 캡슐에 충전시켜 제조하였다. 제형 B (하

기함)를 유사한 방식으로 제조하였다.

제형 B

  mg/정제

 활성 성분  250

 락토오스 B.P.  143

 글리콜산 전분 나트륨  25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2

  420

제형 C

  mg/정제

 활성 성분  250

 마크로겔 4000 B.P.  350

  600

제형 C의 캡슐을 마크로겔 4000 B.P.를 용융시키고, 용융물 중에 활성 성분을 분산시키고, 양분된 경질 젤라틴 캡슐에 충

전시켜 제조하였다.

제형 D

  mg/정제

 활성 성분  250

 레시틴  100

 아라키스 유  100

  450

제형 D의 캡슐을 레시틴 및 아라키스 유 중에 활성 성분을 분산시키고 신축성의 연질 젤라틴 캡슐에 분산물을 충전시켜 제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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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 E (제어 방출 캡슐)

하기의 제어 방출 캡슐 제형을 압출기를 사용하여 성분 a, b 및 c를 압출시킨 후 압출물을 구형화시키고 건조시켜 제조하

였다. 건조된 펠릿을 방출 제어 막 (d)으로 피복한 뒤 양분된 경질 젤라틴 캡슐에 충전시켰다.

  mg/캡슐

 (a) 활성 성분  250

 (b) 미세결정 셀룰로오스  125

 (c) 락토오스 B.P.  125

 (d) 에틸 셀룰로오스  13

  513

<실시예 3 : 주사용 제형>

제형 A

  mg

 활성 성분  200

염산 용액 0.1 M 또는

수산화나트륨 용액 0.1 M
 pH 4.0 내지 7.0 까지 첨가

 멸균수  전체 10 ml 될 때까지 첨가

활성 성분을 대부분의 물 (35 ℃-40 ℃)에 용해시키고 적절하게 염산 또는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여 pH를 4.0과 7.0 사이

로 적정시켰다. 그 뒤 배치의 부피를 물로 맞추고 멸균 마이크로포어 여과기를 통해 여과시켜 10 ml 멸균 황색 유리 바이

알 (유형 1)에 담고 멸균 마개 및 덧마개로 밀봉하였다.

제형 B

 활성 성분  125mg

멸균의 비발열성 pH 7의 인산염

완충액

전체 용액 부피 25 ml 될 때까지

첨가

<실시예 4 : 근육내 주사>

 활성 성분  200 mg

 벤질 알코올  0.10 g

 글리코퓨롤 75  1.45 g

 주사용수  전체 부피 3.00 ml 될 때까지 첨가

활성 성분을 글리코퓨롤에 용해시켰다. 그 뒤 벤질 알코올을 첨가하고 용해시키고 물을 첨가하여 3 ml가 되게 하였다. 이

혼합물을 멸균 마이크로포어 여과기를 통해 여과시키고 3 ml 멸균 황색 유리 바이알 (유형 1)에 밀봉시켰다.

<실시예 5 : 시럽>

 활성 성분  250 mg

 소르비톨 용액  1.50 g

 글리세롤  2.00 g

 벤조산나트륨  0.005 g

 복숭아향 17.42.3169  0.0125 ml

 정제수  전체 부피 5.00 ml 될 때까지 첨가

활성 성분을 글리세롤과 대부분의 정제수에 용해시켰다. 벤조산나트륨의 수용액을 위 용액에 첨가시키고 뒤이어 소르비톨

용액을 첨가하고 마지막으로 풍미를 첨가하였다. 부피를 정제수로 맞추고 잘 섞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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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6 : 좌약>

  mg/캡슐 좌약

 활성 성분  250

경화유 B.P.

(Witepsol H15-Dynamit Nobel)
 1770

  2020

Witepsol H15의 1/5을 최대 45 ℃의 스팀 쟈킷 팬에서 용융시켰다. 활성 성분을 200 μM 체로 체질하고 커팅 헤드가 장착

된 실바선(Silverson)을 사용하여 고른 분산액이 완성될 때까지 섞으면서 용융된 기재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45 ℃로 유

지하면서 남은 Witepsol H15를 현탁액에 첨가하고 균질한 혼합물을 확보하도록 저어주었다. 전체 현탁액을 250 μm 스테

인레스 스틸 막을 통과시키고 계속 저어주면서 40 ℃로 냉각시켰다. 38 ℃ 내지 40 ℃ 온도에서, 혼합물 2.02 g을 적합한

2 ml 플라스틱 주형에 충전시켰다. 좌약을 실온까지 냉각시켰다.

<실시예 7 : 페사리>

  mg/페사리

 활성 성분  250

 무수 덱스트로스  380

 감자 전분  363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7

  1000

상기 성분들을 직접 혼합하고 생성된 혼합물을 직접 압축하여 페사리를 제조하였다.

생물학적 시험 결과

최고 및 최저 혈장 수준

이 연구에 사용되는 마이크로몰 농도로 표현된 최고 및 최저 값은 임상적으로 결정된 최고 및 최저 혈장 수준에서 기인되

었다. 이 값들은 단독 약제로서 각 약물의 치료적 투여량을 사용할 때 환자에서 얻어낸 실제의 최고 및 최저 혈장 수준을

나타냈다.

[표 1]

 약물  최고 수준 (μM)  최저 수준 (μM)

 지도부딘  5  0.4

 3TC  9  0.7

 1592U89  3.5  0.1

 FTC  10  0.5

<단독 또는 복합제제에 있어서의 항바이러스 활성>

항-HIV 분석

달리 나타내지 않은 경우, 사람 T-세포 림프영양성 바이러스 타입 1-형질 전환된 세포주 MT4를 배양하고 MT4 세포 성

장의 50% 감소에 필요한 양의 10 배로 (10ㅧTCID50, 2ㅧ104 플라크 형성 단위/세포) HIV-1 균주 3B 또는 균주 MN

(Advanced Biotechnologies Inc., Columbia, Maryland)으로 감염시켰다. 모조의 감염된 세포를 또한 준비하였다. 1 시

간 배양 후에, 세포들을 1ㅧ104 세포/웰로 96-웰 디쉬에 피펫팅하였다. 웰은 표 1에 제시된 바의 다양한 농도의 지도부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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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3TC (또는 3TC 대신에, FTC) 및 1592U89의 최고 또는 최저 혈장 수준을 포함했다. 감염된 T-임파아구종 세포를 5

일간 배양하여 HIV-1 매개된 성장 저해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어서, 플레이트를 인산염 완충 염수 (PBS) 중의 5%

Nonidet P-40 (Sigma) 28 μl로 처리했고 시료 60 μl를 여과기 바닥의 96-웰 플레이트 (Idexx Corp.)로 옮겼다. 플레이트

를 프로피듐 요오드화물이 각 웰에 첨가된 자동 분석 기계 (Idexx Screen Machine)에 위치시키고, 일련의 세척 과정을 수

행하고 결과의 형광 (E)을 측정하였다. 형광은 세포수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HIV-1 매개된 세포 병리

적 효과 (CPE)를 정량할 수 있었다. 비감염 세포는 0% CPE로 측정되었고 감염된 비처리 세포는 100% CPE의 저해 백분

율로 측정되었다. HIV-1로 유도된 CPE의 저해 백분율 및 IC95s (95% 저해 농도)이 측정되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1은 지도부딘 및 3TC 단독 및 이들의 복합제제에 대한 지도부딘, 3TC 및 1592U89의 복합제제의 결과를 도식적으

로 나타낸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1S, 4R)-시스-4-[2-아미노-6-(시클로프로필아미노)-9H-퓨린-9-일]-2-시클로펜텐-1-메탄올 또는 그의 생리학적

으로 허용되는 염 및 (2R, 시스)-4-아미노-1-(2-히드록시메틸-1,3-옥사티올란-5-일)-(1H)-피리미딘-2-온 또는 그의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포함하는 HIV 감염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복합제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1S, 4R)-시스-4-[2-아미노-6-(시클로프로필아미노)-9H-퓨린-9-일]-2-시클로펜텐-1-메탄올 및

(2R, 시스)-4-아미노-1-(2-히드록시메틸-1,3-옥사티올란-5-일)-(1H)-피리미딘-2-온을 포함하는 복합제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1S, 4R)-시스-4-[2-아미노-6-(시클로프로필아미노)-9H-퓨린-9-일]-2-시클로펜텐-1-메탄올 또

는 그의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지도부딘 또는 그의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및 (2R, 시스)-4-아미노-1-(2-히드록

시메틸-1,3-옥사티올란-5-일)-(1H)-피리미딘-2-온 또는 그의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포함하는 복합제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1S, 4R)-시스-4-[2-아미노-6-(시클로프로필아미노)-9H-퓨린-9-일]-2-시클로펜텐-1-메탄올 : 지

도부딘 : (2R, 시스)-4-아미노-1-(2-히드록시메틸-1,3-옥사티올란-5-일)-(1H)-피리미딘-2-온의 비율이 1 내지 20 :

1 내지 20 : 1 내지 10 중량비인 복합제제.

청구항 5.

제약학상 허용되는 1종 이상의 담체와 혼합된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복합제제를 포함하는 제약학상 제

형.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동시에 투여되는 복합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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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투여되는 복합제제.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단일 복합 제형으로서 투여되는 복합제제.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뉴클레오시드 또는 비뉴클레오시드 저해제에 내성을 갖는 HIV 감염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AIDS의 치료를 위한, 또는 AIDS 관련 상태 또는 AIDS성 복합치매의 치료를 위한 복합제제.

청구항 10.

제5항에 있어서, 단위 투여형인 제약학상 제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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