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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완화를 제공하는 인간 환자에게 1일 2회 경구 투여하기 위한 서방성 제형이 제공된다. 서방성 제형은 즉시 방출 성분

및 서방성 성분을 포함하며, 여기서 즉시 방출 성분 및 서방성 성분은 치료적 유효량의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치료적 유효

량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함께 포함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이고 오피오이

드 진통제는 하이드로코돈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이고,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비

타르트레이트이다. 제형은 1회 투여 후, 약 0.6 ng/mL/mg 내지 약 1.4 ng/mL/mg의 하이드로코돈 Cmax 및 약 9.1 ng*hr/

mL/mg 내지 약 19.9ng*hr/mL/mg의 하이드로코돈 AUC (투여된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mg 마다) 및 약 2.8 ng/

mL/mg 내지 7.9 ng/mL/mg의 아세트아미노펜 Cmax 및 약 28.6ng*hr/mL/mg 내지 약 59.1ng*hr/mL/mg의 아세트아미

노펜 AUC (투여된 아세트아미노펜 mg 마다)로 특징되는 환자에서의 혈장 특성을 제공한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즉시 방출 성분; 및

b) 서방성 성분을 포함하며,

여기서 즉시 방출 성분과 서방성 성분은 공동으로 치료적 유효량의 오피오이드(opioid) 진통제와 치료적 유효량의 비오피

오이드(nonopioid) 진통제를 함유하고,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은 중량으로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에 약 20 내지 약

100 배이며, 서방성 성분은 제형에서 서로 비례하는 속도로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를 각각 지속적으로

방출시키는, 환자에 1일 2회 투여하기 위한 서방성 제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용해도가 25℃ 에서 약 10 mg/mL 미만인 서방성 제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이 중량으로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에 약 20 내지 약 40 배인 서방성 제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이 중량으로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에 약 27 내지 약 34 배인 서방성 제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가 아세트아미노펜이고 오피오이드 진통제가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인 서

방성 제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서방성 성분이 적어도 60 중량%의 아세트아미노펜 부하량(loading)을 함유하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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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서방성 성분이 약 75 중량% 내지 약 95 중량%의 아세트아미노펜 부하량을 함유하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단일 투여 후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Cmax가 약 0.6 ng/mL/mg 내지 약 1.4 ng/mL/

mg이며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Cmax가 약 2.8 ng/mL/mg 내지 7.9 ng/mL/mg인 특성치의 혈장 특성을 나타내는 서방

성 제형.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단일 투여 후 약 0.4 ng/mL/mg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최소 Cmax 내지 약 1.9

ng/mL/mg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최대 Cmax 및 약 2.0 ng/mL/mg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최소 Cmax와 약 10.4 ng/

mL/mg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최대 Cmax를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10.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단일 투여 후, 약 0.8±0.2 ng/mL/mg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Cmax 및 약

4.1±1.1 ng/mL/mg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Cmax를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11.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단일 투여 후 약 1.9±2.1 내지 약 6.7±3.8 시간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Tmax를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12.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단일 투여 후 약 6.7±3.8 시간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Tmax를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13.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단일 투여 후 약 4.3±3.4 시간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Tmax를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14.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단일 투여 후 약 1.1±1.1 내지 약 2.8±2.7 시간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Tmax

를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15.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단일 투여 후 약 1.1±1.1 시간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Tmax를 나타내는 서방

성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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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단일 투여 후 약 9.1 ng*hr/mL/mg 내지 약 19.9 ng*hr/mL/mg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AUC 및 약 28.6 ng*hr/mL/mg 내지 약 59.1 ng*hr/mL/mg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AUC를 나타내는 서방성 제

형.

청구항 17.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단일 투여 후 약 7.0 ng*hr/mL/mg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최소 AUC 내지 약

26.2 ng*hr/mL/mg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최대 AUC 및 약 18.4 ng*hr/mL/mg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최소 AUC와

약 79.9 ng*hr/mL/mg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최대 AUC를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18.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단일 투여 후 약 15.0±3.7 ng*hr/mL/mg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AUC 및

41.1±12.4 ng*hr/mL/mg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AUC를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19.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단일 투여 후 약 0.6 ng/mL/mg 내지 약 1.4 ng/mL/mg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Cmax 및 약 2.8 ng/mL/mg 내지 7.9 ng/mL/mg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Cmax를 나타내며, 약 9.1 ng*hr/mL/mg 내지

약 19.9 ng*hr/mL/mg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AUC 및 약 28.6 ng*hr/mL/mg 내지 약 59.1 ng*hr/mL/mg의 아세트아미

노펜에 대한 AUC를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20.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30 mg 하이드로코돈의 단일 투여 후 약 19.4 내지 42.8 ng/ml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Cmax를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21.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30 mg 하이드로코돈의 단일 투여 후 약 12.7 ng/ml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최소

Cmax 및 약 56.9 ng/mL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최대 Cmax를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22.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30 mg 하이드로코돈의 단일 투여 후 약 25.3±5.7 ng/ml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Cmax를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23.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의 단일 투여 후 약 3.0 내지 약 7.9 ㎍/ml의 아세트아미

노펜에 대한 Cmax를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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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의 단일 투여 후 약 2.0 ㎍/ml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최소 Cmax 및 약 10.4 ㎍/ml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최대 Cmax를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25.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의 단일 투여 후 약 4.1±1.1 ㎍/ml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Cmax를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26.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30 mg 하이드로코돈의 단일 투여 후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이 약

275 내지 약 562 ng*hr/ml의 농도 시간 곡선하 면적을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27.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30 mg 하이드로코돈의 단일 투여 후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이 약

228 ng*hr/ml의 농도 시간 곡선하 최소 면적과 약 754 ng*hr/ml의 농도 시간 곡선하 최대 면적을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28.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30 mg 하이드로코돈의 단일 투여 후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이 약

449±113 ng*hr/ml의 농도 시간 곡선하 면적을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29.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의 단일 투여 후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

이 약 28.7 내지 약 57.1 ㎍*hr/ml의 농도 시간 곡선하 면적을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30.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의 단일 투여 후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

이 약 22.5 ㎍*hr/ml의 농도 시간 곡선하 최소 면적과 약 72.2 ㎍*hr/ml의 농도 시간 곡선하 최대 면적을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31.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의 단일 투여 후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

이 약 41.1±12.4 ㎍*hr/ml의 농도 시간 곡선하 면적을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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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30 mg 하이드로코돈을 결핍되지 않은(non-poor) CYP2D6 메타볼라이저

(metabolizer) 환자에게 단일 투여 후 약 0.12 내지 약 0.35 ng/ml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Cmax를 나타내는 서방성 제

형.

청구항 33.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환자 내 30 mg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의 단일 투여 후 12 시간(C12)에 하

이드로코돈에 대한 혈장 농도가 약 11.0 내지 약 27.4 ng/ml인 서방성 제형.

청구항 34.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환자 내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의 단일 투여 후 12 시간(C12)에 아세트아미노펜

에 대한 혈장 농도가 약 0.7 내지 2.5 ㎍/ml인 서방성 제형.

청구항 35.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혈장 농도 특성이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높이 반값에서 약 6.4 내지 약 19.6 시간의

폭을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36.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혈장 농도 특성이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높이 반값에서 약 0.8 내지 약 12.3 시간

의 폭을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37.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혈장 농도 특성이 환자에게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과 30 mg 하이드로코돈을 함

유한 단일 투여량의 경구 투여 1 시간 후 아세트아미노펜 대 하이드로코돈의 중량비 약 114.2 내지 284를 나타내는 서방

성 제형.

청구항 38.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혈장 농도 특성이 환자에게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과 30 mg 하이드로코돈을 함

유한 단일 투여량의 경구 투여 6 시간 후 아세트아미노펜 대 하이드로코돈의 중량비 약 70.8 내지 165.8을 나타내는 서방

성 제형.

청구항 39.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할 때, 혈장 농도 특성이 환자에게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과 30 mg 하이드로코돈을 함

유한 단일 투여량의 경구 투여 12 시간 후 아세트아미노펜 대 하이드로코돈의 중량비 약 36.4 내지 135.1을 나타내는 서

방성 제형.

청구항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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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경구 투여 후 약 1 내지 2 시간 내에 제 1 피크 농도(Cmax1)가 발생하고 경구 투여 후 약 5 내

지 약 9 시간에 제 2 피크 농도(Cmax2)가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을 나타내는 서

방성 제형.

청구항 41.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경구 투여 후 약 1 시간 내에 제 1 피크 농도(Cmax1)가 발생하고 경구 투여 후 약 4 내지 약 8

시간에 제 2 피크 농도(Cmax2)가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을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42.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경구 투여 후 약 0.4 내지 약 2.5 시간에 발생한 시간 Tmax1에 제 1 피크 농도가 발생하고 경

구 투여 후 약 2.9 내지 약 11.4 시간에 발생한 시간 Tmax2에 제 2 피크 농도가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하이드로코돈

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을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43.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경구 투여 후 약 1.6±0.9 시간에 발생한 시간 Tmax1에 제 1 피크 농도가 발생하고 경구 투여

후 약 9.0±2.4 시간에 발생한 시간 Tmax2에 제 2 피크 농도가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혈장 농

도 특성을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44.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경구 투여 후 약 0.5 내지 약 1.8 시간에 발생한 시간 Tmax1에 제 1 피크 농도가 발생하고 경

구 투여 후 약 1.7 내지 약 11.9 시간에 발생한 시간 Tmax2에 제 2 피크 농도가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아세트아미노

펜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을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45.

제 5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경구 투여 후 약 0.7±0.2 시간에 발생한 시간 Tmax1에 제 1 피크 농도가 발생하고 경구 투여

후 약 7.7±4.2 시간에 발생한 시간 Tmax2에 제 2 피크 농도가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을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46.

제 5 항에 있어서, 추가로 환자에게 경구 투여 후 Cmax1과 Cmax2 사이의 최소 농도(Cmin)가 특징인 하이드로코돈에 대

한 혈장 농도 특성을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Cmax1이 약 15.8 ng/mL 내지 약 35.4 ng/mL인 서방성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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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8.

제 46 항에 있어서,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최소 Cmax1이 약 5.4 ng/mL이고 최대 Cmax1이 약 41.7 ng/mL인 서방성 제

형.

청구항 49.

제 46 항에 있어서,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Cmax2가 약 16.2 ng/mL 내지 약 40.5 ng/mL인 서방성 제형.

청구항 50.

제 46 항에 있어서,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최소 Cmax2가 약 12.7 ng/mL이고 최대 Cmax2가 약 56.9 ng/mL인 서방성 제

형.

청구항 51.

제 46 항에 있어서,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Cmin이 약 10.1 ng/mL 내지 약 23.5 ng/mL인 서방성 제형.

청구항 52.

제 46 항에 있어서,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최소 Cmin이 약 5.2 ng/mL이고 최대 Cmin이 약 30.9 ng/mL인 서방성 제형.

청구항 53.

제 46 항에 있어서, 추가로 환자에게 경구 투여 후 Cmax1과 Cmax2 사이의 최소 농도(Cmin)가 특징인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을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54.

제 53 항에 있어서,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Cmax1이 약 2.9 ㎍/mL 내지 약 7.9 ㎍/mL인 서방성 제형.

청구항 55.

제 53 항에 있어서,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최소 Cmax1이 약 1.6 ㎍/mL이고 최대 Cmax1이 약 10.4 ㎍/mL인 서방성 제

형.

청구항 56.

제 53 항에 있어서,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Cmax2가 약 1.5 ㎍/mL 내지 약 5.6 ㎍/mL인 서방성 제형.

청구항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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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 항에 있어서,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최소 Cmax2가 약 1.0 ㎍/mL이고 최대 Cmax2가 약 8.8 ㎍/mL인 서방성 제

형.

청구항 58.

제 53 항에 있어서,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Cmin이 약 1.2 ㎍/mL 내지 약 3.8 ㎍/mL인 서방성 제형.

청구항 59.

제 53 항에 있어서,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최소 Cmin이 약 0.7 ㎍/mL이고 최대 Cmin이 약 4.5 ㎍/mL인 서방성 제형.

청구항 60.

제 1 항에 있어서,

(1) 공동(cavity)을 한정하며 공동 내에 형성되거나 형성 가능한 출구(exit orifice)를 포함한 반투과성 벽;

(2) 공동 내에 함유되어 있고 출구에 인접해 있는, 치료적 유효량의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포함하는

약물 층;

(3) 공동 내에 함유되고 출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푸쉬 이동층(push displacement layer);

(4) 반투과성 벽의 내부 표면과 적어도 벽의 반대쪽에 있는 약물 층의 외부면 사이에 있는 유동-촉진층을 포함하며;

사용 환경에서 물과 접촉된 후 약 12 시간까지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 내 방출 속도를 제공하

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61.

제 60 항에 있어서, 약물 층이 적어도 60 중량%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부하량을 함유하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62.

제 61 항에 있어서, 약물 층이 약 75 중량% 내지 약 95 중량%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부하량을 함유하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63.

제 62 항에 있어서, 약물 층이 약 80 중량% 내지 약 85 중량%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부하량을 함유하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64.

제 60 항에 있어서, 약물 층이 약 1 중량% 내지 약 10 중량%의 오피오이드 진통제 부하량을 함유하는 서방성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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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5.

제 64 항에 있어서, 약물 층이 약 2 중량% 내지 약 6 중량%의 오피오이드 진통제 부하량을 함유하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66.

제 60 항에 있어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이 중량으로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에 약 27 내지 약 34 배인 서방성 제형.

청구항 67.

제 60 항에 있어서, 약물 층이 침식성 조성물로서 사용 환경에 노출되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68.

제 60 항에 있어서,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 내 방출 속도가 제로 차수이거나 오름 차수인 서

방성 제형.

청구항 69.

제 60 항에 있어서,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 내 방출 속도가 약 6 시간 내지 약 10 시간 유지되

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70.

제 69 항에 있어서,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 내 방출 속도가 약 8 시간 유지되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71.

제 60 항에 있어서, 약물 층이 추가로 붕괴제, 계면활성제, 결합제, 또는 겔화제,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서방성 제

형.

청구항 72.

제 71 항에 있어서, 약물 층이 추가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73.

제 71 항에 있어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폴록사머,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지방산 에스테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인 서

방성 제형.

청구항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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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 항에 있어서, 오피오이드 진통제가 하이드로코돈, 히드로모르폰, 옥시모르폰, 메타돈, 모리핀, 코데인, 또는 옥시코

돈,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이들의 염 중에서 선택되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75.

제 60 항에 있어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가 아세트아미노펜인 서방성 제형.

청구항 76.

제 60 항에 있어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가 아세트아미노펜이고 오피오이드 진통제가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인 서

방성 제형.

청구항 77.

제 1 항에 있어서, 즉시 방출 성분이 치료 환자에게 진통 효과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치료적 유효량의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가 함유된 약물 코팅을 포함하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78.

제 76 항에 있어서, 즉시 방출 성분이 치료 환자에게 진통 효과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치료적 유효량의 하이드로코돈 비타

르트레이트와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약물 코팅을 포함하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79.

제 78 항에 있어서, 약물 코팅이 약 60 중량% 내지 약 96.99 중량%의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80.

제 79 항에 있어서, 약물 코팅이 약 75 중량% 내지 약 89.5 중량%의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81.

제 78 항에 있어서, 약물 코팅이 약 0.01 중량% 내지 약 25 중량%의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를 포함하는 서방성 제

형.

청구항 82.

제 81 항에 있어서, 약물 코팅이 약 0.5 중량% 내지 약 15 중량%의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를 포함하는 서방성 제

형.

청구항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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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 항에 있어서, 약물 코팅이 약 1 중량% 내지 약 3 중량%의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를 포함하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84.

제 78 항에 있어서, 0.75 시간 후 약 19% 내지 약 49%가 방출되고, 3 시간 후 약 40% 내지 약 70%가 방출되며, 6 시간 후

적어도 약 80%가 방출되는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 내 방출 속도를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85.

제 78 항에 있어서, 0.75 시간 후 약 19% 내지 약 49%가 방출되고, 3 시간 후 약 35% 내지 약 65%가 방출되며, 8 시간 후

적어도 약 80%가 방출되는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 내 방출 속도를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86.

제 78 항에 있어서, 0.75 시간 후 약 19% 내지 약 49%가 방출되고, 4 시간 후 약 35% 내지 약 65%가 방출되며, 10 시간

후 적어도 약 80%가 방출되는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 내 방출 속도를 나타내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87.

제 60 항에 있어서, 사용 환경에서 물과 접촉된 후 12 시간 내에 제형으로부터 적어도 90%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와 적어

도 90%의 오피오이드 진통제가 방출되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88.

a) 즉시 방출 성분; 및

b) 서방성 성분을 포함하며,

여기서 즉시 방출 성분과 서방성 성분은 공동으로 치료적 유효량의 하이드로코돈과 치료적 유효량의 아세트아미노펜을 함

유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의 양은 중량으로 하이드로코돈의 양에 약 20 내지 약 100 배이며, 단일 투여 후 약 0.6 ng/mL/

mg 내지 약 1.4 ng/mL/mg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Cmax 및 약 2.8 ng/mL/mg 내지 7.9 ng/mL/mg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Cmax를 나타내는, 환자에 1일 2회 투여하기 위한 서방성 제형.

청구항 89.

제 88 항에 있어서, 서방성 성분은 서로 비례하는 속도로 하이드로코돈과 아세트아미노펜을 각각 지속적으로 방출시키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90.

a) 즉시 방출 성분; 및

b) 서방성 성분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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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즉시 방출 성분과 서방성 성분은 공동으로 치료적 유효량의 하이드로코돈과 치료적 유효량의 아세트아미노펜을 함

유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의 양은 중량으로 하이드로코돈의 양에 약 20 내지 약 100 배이며, 단일 투여 후 약 9.1 ng*hr/

mL/mg 내지 약 19.9 ng*hr/mL/mg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AUC 및 약 28.6 ng*hr/mL/mg 내지 약 59.1 ng*hr/mL/mg

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AUC를 나타내는, 환자에 1일 2회 투여하기 위한 서방성 제형.

청구항 91.

제 90 항에 있어서, 서방성 성분은 서로 비례하는 속도로 하이드로코돈과 아세트아미노펜을 각각 지속적으로 방출시키는

서방성 제형.

청구항 92.

a) 즉시 방출 성분; 및

b) 서방성 성분을 포함하며,

여기서 즉시 방출 성분과 서방성 성분은 공동으로 치료적 유효량의 하이드로코돈과 치료적 유효량의 아세트아미노펜을 함

유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의 양은 중량으로 하이드로코돈의 양에 약 20 내지 약 100 배이며, 환자에게 경구 투여 후 약 1 내

지 2 시간 내에 제 1 피크 농도(Cmax1)가 발생하고 경구 투여 후 약 5 내지 약 9 시간에 제 2 피크 농도(Cmax2)가 발생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을 나타내는, 환자에 1일 2회 투여하기 위한 서방성 제형.

청구항 93.

a) 즉시 방출 성분; 및

b) 서방성 성분을 포함하며,

여기서 즉시 방출 성분과 서방성 성분은 공동으로 치료적 유효량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와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함유하

고, 즉시 방출 성분과 서방성 성분이 환자의 혈장에서 단일 투여 후 약 0.6 ng/mL/mg 내지 약 1.4 ng/mL/mg의 하이드로

코돈에 대한 Cmax 및 약 2.8 ng/mL/mg 내지 7.9 ng/mL/mg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Cmax를 제공하는 수단을 구비하

는, 환자에 1일 2회 투여하기 위한 서방성 제형.

청구항 94.

a) 즉시 방출 성분; 및

b) 서방성 성분을 포함하며,

여기서 즉시 방출 성분과 서방성 성분은 공동으로 치료적 유효량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와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함유하

고, 즉시 방출 성분과 서방성 성분이 단일 투여 후 약 9.1 ng*hr/mL/mg 내지 약 19.9 ng*hr/mL/mg의 하이드로코돈에 대

한 AUC 및 약 28.6 ng*hr/mL/mg 내지 약 59.1 ng*hr/mL/mg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AUC를 제공하는 수단을 구비하

는, 환자에 1일 2회 투여하기 위한 서방성 제형.

청구항 95.

(1) 공동을 한정하며 공동 내에 형성되거나 형성 가능한 출구를 포함한 반투과성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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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 내에 함유되어 있고 출구에 인접해 있는, 치료적 유효량의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포함하는

약물 층;

(3) 공동 내에 함유되고 출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푸쉬 이동층;

(4) 반투과성 벽의 내부 표면과 적어도 벽의 반대쪽에 있는 약물 층의 외부면 사이에 있는 유동-촉진층을 포함하며;

사용 환경에서 물과 접촉된 후 약 12 시간까지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 내 방출 속도를 제공하

는 경구 서방성 제형을 1일 2회 기준으로 환자에게 경구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환자의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

청구항 96.

제 95 항에 있어서, 약물 층이 적어도 60 중량%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부하량을 함유하는 방법.

청구항 97.

제 96 항에 있어서, 약물 층이 약 75 중량% 내지 약 95 중량%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부하량을 함유하는 방법.

청구항 98.

제 97 항에 있어서, 약물 층이 약 80 중량% 내지 약 85 중량%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부하량을 함유하는 방법.

청구항 99.

제 95 항에 있어서, 약물 층이 약 1 중량% 내지 약 10 중량%의 오피오이드 진통제 부하량을 함유하는 방법.

청구항 100.

제 96 항에 있어서, 약물 층이 약 2 중량% 내지 약 6 중량%의 오피오이드 진통제 부하량을 함유하는 방법.

청구항 101.

제 95 항에 있어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이 중량으로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에 약 20 내지 약 100 배인 방법.

청구항 102.

제 101 항에 있어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이 중량으로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에 약 20 내지 약 40 배인 방법.

청구항 103.

제 102 항에 있어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이 중량으로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에 약 27 내지 약 34 배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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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4.

제 95 항에 있어서, 제형이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서로 비례하는 속도로 방출하는 방법.

청구항 105.

제 95 항에 있어서, 약물 층이 침식성 조성물로서 사용 환경에 노출되는 방법.

청구항 106.

제 95 항에 있어서,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 내 방출 속도가 제로 차수이거나 오름 차수인 방

법.

청구항 107.

제 95 항에 있어서,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 내 방출 속도가 약 6 시간 내지 약 10 시간 유지되

는 방법.

청구항 108.

제 95 항에 있어서,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 내 방출 속도가 약 8 시간 유지되는 방법.

청구항 109.

제 95 항에 있어서, 오피오이드 진통제가 하이드로코돈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인 방법.

청구항 110.

제 95 항에 있어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가 아세트아미노펜인 방법.

청구항 111.

제 95 항에 있어서, 추가로 적어도 부분 반투과성 벽의 외부 표면에 위치한 즉시 방출 진통제 조성물의 유효량이 함유된 약

물 코팅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2.

제 111 항에 있어서, 제형이 단일 투여 후 약 0.6 ng/mL/mg 내지 약 1.4 ng/mL/mg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Cmax 및 약

2.8 ng/mL/mg 내지 7.9 ng/mL/mg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Cmax를 특징으로 한 혈장 특성을 나타내는 방법.

청구항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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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1 항에 있어서, 제형이 단일 투여 후 약 9.1 ng*hr/mL/mg 내지 약 19.9 ng*hr/mL/mg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AUC

및 약 28.6 ng*hr/mL/mg 내지 약 59.1 ng*hr/mL/mg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AUC를 특징으로 한 혈장 특성을 나타내

는 방법.

청구항 114.

약물 층에 함유된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유효 투여량과 삼투성 푸쉬 조성물을 포함하는 고부하 제

형을 치료 환자에게 경구로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며, 약물 층과 푸쉬 조성물이 물의 통과에 투과성이 있으나 진통제의 통

과에 불투과성인 적어도 부분 반투과성 벽, 및 제형으로부터 진통제 조성물을 분배하기 위한 벽 내 출구 수단에 의해 둘러

싸여 있고, 작용시, 출구 수단을 통해 삼투성 푸쉬 조성물이 물 층을 확장하고 밀어내게 하도록 적어도 부분 반투과성 벽을

통해 물이 제형으로 들어가며, 약물 층이 침식성 조성물로서 사용 환경에 노출되고,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와 오피오이드 진

통제가 약 12 시간까지 지속된 기간에 걸쳐 제어된 속도로 분배되어 치료 환자에게 치료 유효 투여량을 제공하는, 치료 환

자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유효량의 진통제 조성물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15.

제 114 항에 있어서, 제형을 통증 치료를 위해 1일 2회 기준으로 투여하는 방법.

청구항 116.

제 114 항에 있어서, 진통제 조성물이 추가로 치료 환자에게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유효 투여량을

즉시 분배하는 약물 코팅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7.

약물 층에 함유된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유효 투여량과 삼투성 이동 조성물을 포함하는 고부하 제

형을 치료 환자에게 경구로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며, 약물 층과 이동 조성물이 물의 통과에 투과성이 있으나 진통제의 통

과에 불투과성인 적어도 부분 반투과성 벽, 및 제형으로부터 진통제 조성물을 분배하기 위한 벽 내 출구 수단에 의해 둘러

싸여 있고, 작용시, 출구 수단을 통해 삼투성 이동 조성물이 물 층을 확장하고 밀어내게 하도록 적어도 부분 반투과성 벽을

통해 물이 제형으로 들어가며, 약물 층이 침식성 조성물로서 사용 환경에 노출되고,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와 오피오이드 진

통제가 약 12 시간까지 지속된 기간에 걸쳐 제어된 속도로 분배되어 치료 환자에게 치료 유효 투여량을 제공하는, 통증 치

료를 위한 환자의 혈장 내에 유효 농도의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18.

제 117 항에 있어서, 진통제 조성물이 추가로 치료 환자에게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유효 투여량을

즉시 분배하는 약물 코팅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9.

제 118 항에 있어서, 오피오이드 진통제가 하이드로코돈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이며, 비오피오이드 진통제가

아세트아미노펜인 방법.

청구항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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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9 항에 있어서, 제형이 단일 투여 후 약 0.6 ng/mL/mg 내지 약 1.4 ng/mL/mg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Cmax 및 약

2.8 ng/mL/mg 내지 7.9 ng/mL/mg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Cmax를 특징으로 한 혈장 특성을 나타내는 방법.

청구항 121.

제 119 항에 있어서, 제형이 단일 투여 후 약 9.1 ng*hr/mL/mg 내지 약 19.9 ng*hr/mL/mg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AUC

및 약 28.6 ng*hr/mL/mg 내지 약 59.1 ng*hr/mL/mg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AUC를 특징으로 한 혈장 특성을 나타내

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약제학적 제제를 투여하기 위한 고체 제형, 그 제형을 제조하는 방법, 및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치료적 제제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같은 진통제를 송달하기 위한 제어 방출 제형은 당해 분야에서 공지되어 있다.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같은 상대적으로 가용성인 약물 및 어떤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와 같은 상대적으로 불용성인 약물의 송달을 제공하는 복합

제품은 제조하기에 더욱 어렵지만, 몇몇 제형의 제제가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6,245,357호는 하이드로몰폰

또는 몰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이부프로펜과 같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중합체 히드로겔 (말토덱스트린, 폴리알킬렌 옥사이드,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카르복시알킬셀룰로스)과 결합하

여 송달하는 제형을 개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층의 내부벽 및 외부벽을 관통하는 삼투압 구배를 억제함으로써, 약물 구

획으로 액체를 흡수시켜 제형으로부터 통로를 통하여 유체역학적이고 삼투압적으로 송달되는 약물을 포함하는 용액 또는

현탁액을 형성한다. 이 특허는 제형으로 물의 흐름을 제한하고 조절하는데 있어서 내부벽의 중요성, 내부벽 밖으로 용리되

는 구멍 형성제로서 시간에 걸친 그것의 조절, 및 송달 기간 후에 삼투성 추진력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그것의 능력을 기

재하고 있다. 이 특허는 또한 0 내지 18 시간 동안 2 mg 내지 8 mg, 및 18-24 시간 동안 0-2 mg의 투여량을 투여하여 오

피오이드 진통제의 단위 용량을 투여하기 위한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형이 18 내지 24 시간이 기간에 걸쳐 오

피오이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송달하기 때문에, 기재된 제형은 1일 1회 투여에 적합하고 이를 의도하였지만, 1일 2

회 투여에는 그러하지 못 하다..

미국 특허 제6,284,274호는 첫번째층에 아편성 진통제, 폴리알킬렌 옥사이드, 폴리비닐피롤리돈 및 활택제, 및 폴리에틸

렌 옥사이드 또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를 포함하는 두번째층의 삼투성 푸쉬층을 포함하는 이층정을 개시하고 있다. 이층

정은 또한 첫번째층에 폴리옥시에틸렌 지방성 알콜 에스테르,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탄 지방

산 에스테르,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탄 모노라우레이트,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탄 모노스테아레이트, 폴리옥시에틸렌 소

르비탄 모노올리에이트,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탄 모노팔미테이트 및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탄 모노라우릴설페이트를 포

함하는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폴리비닐피롤리돈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가진 비-아편성 진통제를 가지는 것으로 기재

하고 있다. 그러나, 아편성 및 비-아편성 진통제가 이층정에 조합되어 있지 않았다.

Kao에 의해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공개 제2003/0092724호는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가 서방성 층

및 즉시 방출 층에 조합된 서방성 제형을 개시하고 있다.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높은 투여는 즉시 방출 층에서만 달성되

었다. 추가로, 이 출원은 활성제제의 상대적인 방출 속도는 서로 비례적일 필요가 없다고 교시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이 제

형은 용해 특성으로 보고된 기간 내에 진통제의 90%가 방출되지 않아, 제제 중에 잔존 약물이 다량 남아 있었다.

Oshlack에 의해 출원된 미국 특허 제6,387,404호에 의해 대표되는 특허 군은 서방성을 제공하는 소수성 코팅으로 코팅된

즉시 방출 코어를 포함하는 제형을 개시하고 있다. 이 즉시 방출 코어는 서방성 제형 중에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불용성

치료적 활성제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같은 가용성 치료적 활성제제의 조합을 포함한다. 코데인의 방출 속도는 아세트

아미노펜 방출 속도의 약 2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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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제형이 오피오이드 진통제 송달을 위해 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5,948,787호는 몰핀 조성물 및 몰

핀을 투여하는 방법,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 (하이드로코돈 포함), 폴리알킬렌 옥사이드, PVP,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진통제 조성물을 개시하고 있다.

미국 특허 제6,491,945호는 하이드로코돈,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하이드록시프로필알킬셀룰로스, 및 활택제를 포함하

고, 임의로 폴리비닐피롤리돈 또는 소르비톨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개시하고 있다.

미국 특허 제5,866,161호는 describes a method for administering 하이드로코돈 using a 지속성 송달 이층 comprising

하이드로코돈, 폴리알킬렌 옥사이드, 셀룰로스, 및 활택제를 포함하는 지속성 송달 이층정을 사용하여 하이드로코돈을 투

여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하이드로코돈은 30 시간에 걸쳐, 시간당 0.5 mg 내지 10 mg의 제어 속도에서 송

달된다.

미국 특허 출원 공개 제20030077320는 폴리알킬렌 옥사이드 및 하이드록시알킬셀룰로스 또는 알칼리 카르복시메틸셀룰

로스 및 하이드록시프로필알킬셀룰로스를 포함하는 제형, 및 20 및 30 시간의 기간에 걸쳐 송달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

다.

미국 특허 제5,866,164호는 첫번째 층에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두번째 층에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가지는 조성물을 개시하

고 있다.

미국 특허 제5,593,695호는 몰핀 조성물 및 몰핀을 투여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미국 특허 제5,529,787호는 약물층에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폴리비닐피롤리돈 및 활택제, 및 폴리알킬렌 옥사이드, 삼투

제, 하이드록시알킬셀룰로스 및 활택제를 포함하는 이층 조성물을 사용하는, 조성물 및 하이드로몰폰을 투여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미국 특허 제5,702,725호는 하이드로몰폰을 포함하는 이층 조성물 및 폴리알킬렌 옥사이드, 폴리비닐피롤리돈, 활택제 및

푸쉬층을 포함하여, 하이드로몰폰을 투여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미국 특허 제5,914,131호는 하이드로몰폰을 포함하는 제형, 하이드로몰폰 치료를 생성하는 방법, 및 하이드로몰폰 혈장

농도를 제공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폴리알킬렌 옥사이드, 폴리비닐피롤리돈, 활택제 및 푸쉬층을 포함하는 약물층을

가진 특정 제형이 기재되어 있다. 하이드로몰폰은 1-14 시간에 55-85%, 및 0-24 시간에 80-100%의 방출속도로 송달된

다.

미국 특허 제5,460,826호는 몰핀, 폴리알킬렌 옥사이드, 폴리비닐피롤리돈, 활택제 및 푸쉬층을 포함하는 약물 조성물층

을 포함하는, 몰핀 함유 제형 및 몰핀을 투여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미국 특허 출원 공개 제2003/0224051호는 옥시코돈의 1일 1회 투여용 제어 방출 제형을 개시하고 있다.

WO 제03/092648호는 옥시코돈의 1일 1회 제어 송달용 제형을 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합물은 일정 속도로 방출되어,

코어로부터 평균 시간당 방출 속도가 평균 시간당 방출 속도 전 또는 후로 약 10%, 25% 또는 30% 이하로 양 또는 음으로

변화되고, 24 시간에 걸쳐,평균 지속 상태 혈장농도 특성을 제공한다.

WO 제03/101384호는 옥시코돈의 1일 1회 투여용 제어 방출 경구 제형을 개시한다.

WO 제01/032148호는 하이드로코돈의 1일 2회 투여에 적절한 것으로 기재된 제제를 개시하고 있다.

상기 언급된 방법에는 1일 2회 투여를 위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속도로,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 모

두의 서방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재된 고 투여 제형은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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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최선의 목적은 지속성 기간에 걸쳐,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투여하기 위한 서방

성 제형을 사용하여 약물을 송달하는 신규 방법 및 제형을 제공함으로서, 당해 분야에서 상기 언급된 필요에 대처하기 위

한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즉시 방출 제제를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덜 빈번하게 투여하여 진통을 제공하는, 오피오이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특히,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생물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적 목적은 1일 2회 투여에 적합한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경구 투여용 약제학적 제형을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적 목적은 1일 2회 기초로 투여가능하고, 포유동물, 특히, 인간 통증의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

는,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그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의 경구 제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적 목적은 1일 2회 투여와 일치하는 약물동력학적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투여하여, 몇일 보다 더 오랜기간 동안, 24시간 계속해서(around-the-clock) 오피오이드 의약을 필요로 하는 환

자에게 심각한 통증을 완화시키도록 조절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적 목적은 빠뜨린 투여량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오피오이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특히, 하이드

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진통제 제형의 1일 2회 투여를 제공하여, 돌발 통증의 빈도 및 심각성을 감소시키

고, 환자 근심의 원인을 최소화하며, 개선된 생활의 질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추가적 목적은 환자에게 오피오이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충분한 혈장 농도를 제공하는 통증 치료를 제공

하여, 투여 후 약 1시간 이내에 통증 강도의 감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치료는 추가로 오피오이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

제의 충분한 혈장 농도를 제공하여 환자가 돌발 통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투여 간격 보다 늦은 시점에서 통

증 완화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추가적 목적은, 투여 후 약 1시간 이내에 감소된 통증, 그 후에, 12 시간 투여 기간보다 빨리 및 그 기간 동안 통

증 완화를 제공하는, 혈장에서, 오피오이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치료적 유효농도를 제공하는 연장된 송달에 의해 입

증되는 것과 같이, 오피오이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예,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농도의 상대적으로

빠른 초기 상승을 특징으로 하는 2가지 성분 송달을 나타내는 혈장 농도 특성을 제공하는 1일 2회 제어 방출 제형을 제공

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적 목적은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제어 방출 제제를 사용하는 하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

로, 12 시간마다 투여될 때, 4 시간마다 투여되는 즉시-방출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유사한 양과 상대적으로

균등한 혈장 농도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추가적 목적은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서방성 제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12 시간마다 투여시, 4 시간

마다 투여되는 즉시-방출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총량과 동일한 농도보다 더 낮은 최고 및 더 높은 최저 혈장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 농도 (예, 더 작은 최고치 내지 최저치 변동)를 제공한다.

상기 목적 등의 관점에서, 특정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특히,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고체 서방성 1일 2회 경구 제형에 관한 것으로, 환자에게 투여될 때, 상기 제형의 각 함량에 비례하는 속

도로, 상기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상기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각각의 서방성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형의 투여

는 투여 간격의 초기에 일어나는 혈장 농도의 급격한 증가를 일으켜, 환자들이 투여 후 약 1시간 이내에 감소된 통증 감도

를 경험하고, 추가로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충분한 혈장 농도를 제공하여, 환자들이 돌발 통증을 예상할 수

있는 투여 간격 후에 통증 완화를 제공한다.

통증 완화를 제공하기 위한 인간 환자에게 1일 2회 경구 투여용 서방성 제형이 제공된다. 서방성 제형은 즉시 방출 성분 및

서방성 성분을 포함하며, 여기서 즉시 방출 성분 및 서방성 성분은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치료적 유효량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치료적 유효량을 함께 포함하고, 여기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은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중량에 대해 약 20 내

지 약 100 배이고, 서방성 성분은 서로 비례하는 속도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각각의 서방성을 제

공한다. 특정 구체예에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은 오피오이드 진통제 중량에 대해 약 20 내지 약 40 배이다. 특정 구

체예에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은 오피오이드 진통제 중량에 대해 약 27 내지 약 34 배이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이고,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이다. 특정 구체예에서,

제형은 적어도 60중량%, 및 보다 일반적으로 약 75% 내지 약 95중량%의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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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체예에서, 서방성 제형은 치료적 유효량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포함하는 진통제 조성물;

인간 환자의 혈장에서 초기 최대치 농도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초기 방출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 및 약 12 시간 동안 통증으로부터 지속성 완화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

이드 진통제의 지속성 혈장 농도를 제공하기 위한 약 12시간까지 제 2의 방출 지속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수단은 추가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비례적인 방출을 제공한다.

다른 구체예에서, 제어 방출 제형은 약 27 내지 약 34 상대적인 중량비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치

료적 유효량을 포함하는 진통제 조성물;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제어 방출을 제공하는 메카니즘

을 포함하는, 통증의 효과적인 완화를 위한 인간 환자에 1일 2회 경구 투여에 적합하도록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비오피

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방출 속도는 서로서로 비례적이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이층 제형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치료적 유효량을

포함하는 약물층, 물의 흡수에 따라 침식성 조성물로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서방성을 제공하는

고분자량 중합체를 포함하는 비약물층, 제형으로 물의 유입의 제어 속도를 제공하는 반투과성 막, 및 약물층 및 반투과성

막 사이에 위치한 유동 촉진층을 포함하는, 환자에게 1일 2회 경구 투여를 제공한다.

다른 구체예에서, 서방성 제형은 고 투여량의 상대적으로 불용성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저 투여량의 상대적으로 가용성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포함하는 약물 조성물, 사용의 환경에 존재하는 물의 흡수에 따라 팽창되는 팽창성 조성물, 및 팽창

성 조성물이 물을 흡수할 때 속도를 완화시키는 속도 조절막을 포함하는 1일 2회 경구 투여를 위해 제공되며, 여기서 상기

서방성 제형은 연장된 기간에 걸쳐, 상기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상기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비례적 방출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제형은 (1) 공동(cavity)을 한정하며 공동 내에 형성되거나 형성 가능한 출구(exit orifice)를 포함한

반투과성 벽; (2) 공동 내에 함유되어 있고 출구에 인접해 있는, 치료적 유효량의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

제를 포함하는 약물 층; (3) 공동 내에 함유되고 출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푸쉬 이동층(push displacement layer); (4)

반투과성 벽의 내부 표면과 적어도 벽의 반대쪽에 있는 약물 층의 외부면 사이에 있는 유동-촉진층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

기 제형은 사용 환경에서 물과 접촉 후 약 12시간까지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 내 방출 속도

를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약물층은 적어도 60중량%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을 포함하고, 특정 구체예에서, 약물층

은 약 75% 내지 약 95중량%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을 포함하며, 다른 구체예에서, 약물층은 약 80% 내지 약 85중

량%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약물층은 약 1 % 내지 약 10중량%의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을 포함하고, 특정 구체예에서, 약물층은 약

2% 내지 약 6중량%의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을 포함한다.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은 일반적으로 오피오이드 진통제 중량에 대해 약 20 내지 약 100, 보다 일반적으로 약 20 내지

약 40 배, 또는 가장 일반적으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은 오피오이드 진통제 중량에 대해 약 27 내지 약 34 배이다.

바람직하게는, 제형은 서로 비례적인 속도에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를 방출하고, 약물층은 침식성

조성물로서 사용 환경에 노출된다.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방출의 시험관 내 속도는 제로 차수 또는

그 이상이다. 특정 구체예에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방출의 시험관 내 속도는 약 6 시간 내지 약 10

시간 유지되고,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방출의 시험관 내 속도는 약 8 시간 동

안 유지된다.

추가적 구체예에서, 제형은 추가로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진통제 효과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

오이드 진통제의 치료적 유효량을 포함하는 약물 코팅을 포함한다. 약물 코팅은 약 60 중량% 내지 약 96.99 중량% 아세트

아미노펜을 포함할 수 있고, 보다 일반적으로, 약물 코팅은 약 75 중량% 내지 약 89.5 중량%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할 수

있다. 약물 코팅은 약 0.01 중량% 내지 약 25 중량%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5 중량% 내

지 약 15 중량%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 중량% 내지 약 3 중량% 하이드로코돈 비타

르트레이트를 포함할 수 있다.

특정 구체예에서, 서방성 제형은 0.75 시간 후 방출된 약 19% 내지 약 49%, 3 시간 후 방출된 약 40% 내지 약 70%, 및 6

시간 후 방출된 적어도 약 80%의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 내 방출 속도를 나타낸다. 추가적

구체예에서, 제형은 0.75 시간 후 방출된 약 19% 내지 약 49%, 3 시간 후 방출된 약 35% 내지 약 65%, 및 8 시간 후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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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적어도 약 80%의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 내 방출 속도를 나타낸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제형은 0.75 시간 후 방출된 약 19% 내지 약 49%, 4 시간 후 방출된 약 35% 내지 약 65%, 및 10 시간 후 방출된 적어도

약 80%의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 내 방출 속도를 나타낸다.

특정 구체예에서,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하이드로코돈, 하이드로몰폰, 옥시몰폰, 메타돈, 몰핀, 코데인, 또는 옥시코돈, 또

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ㅇ여염으로부터 선택되고,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는 바람직하게는 아세트아미노펜이다. 바

람직한 구체예에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이고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이다.

다른 구체예에서, 제형을 사용하는 방법을 기재하였다. 통증 치료를 위한 인간 환자의 혈장에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유효 농도를 제공하는 방법, 인간에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

통제의 지속적 방출을 제공하는 방법, 및 필요로 하는 인간 환자에서 통증 치료용 진통제 조성물의 유효량을 제공하는 방

법이 제공된다. 한 구체예에서, 방법은 즉시 방출 성분 및 서방성 성분을 포함하는 인간 환자에 서방성 제형을 경구 투여하

는 것을 포함하며, 여기서 즉시 방출 성분 및 서방성 성분은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치료적 유효량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의 치료적 유효량을 함께 포함하고, 여기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은 오피오이드 진통제 중량에 대해 약 20 내지 약

100 배이고, 서방성 성분은 서로 비례적인 속도에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각각의 서방성을 제공한

다. 특정 구체예에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은 오피오이드 진통제 양의 약 20 내지 약 40 배이고, 추가적 구체예에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은 오피오이드 진통제 중량에 대해 약 27 내지 약 34 배이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비오피오이

드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이고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이다. 특정 구체예에서, 제형은 적어

도 60중량%, 및 보다 일반적으로 약 75% 내지 약 95중량%의 아세트아미노펜 투여량을 포함한다.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방법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치료적 유효량을 포함하는 진통제 조성물을 포

함하는 서방성 제형; 인간 환자의 혈장에서 초기 최대치 농도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

통제의 초기 방출을 제공하는 수단; 및 약 12 시간 동안 통증의 지속성 완화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지속성 혈장 농도를 제공하기 위한 약 12 시간동안 제 2의 방출 지속성을 제공하는 수단의 경구 투여

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수단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비례적인 방출을 추가로 제공한다.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방법은 약 20 내지 약 40, 또는 약 27 내지 약 34의 상대적 중량비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

이드 진통제의 치료적 유효량을 포함하는 진통제 조성물;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제어 방출을 제

공하는 메카니즘을 포함하는,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인간 환자에게 1일 2회 경구 투여하기에 적합한 제어 방출 제형의 경

구 투여를 포함하며, 여기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방출 속도는 서로 비례적이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방법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치료적 유효량을 포함하는 약물층, 물의 흡수에 따라 침식성 조성

물로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서방성을 제공하는 고분자량 중합체를 포함하는 비약물층, 제형으

로 물의 유입의 제어 속도를 제공하는 반투과성 막, 및 약물층 및 반투과성 막 사이에 위치한 유동 촉진층을 포함하는, 환

자에게 1일 2회 경구 투여에 적합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이층 제형의 경구 투여를 포함한다.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방법은 고 투여량의 상대적으로 불용성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저 투여량의 상대적으로 가용성 오피

오이드 진통제를 포함하는 약물 조성물, 사용의 환경에 존재하는 물의 흡수에 따라 팽창되는 팽창성 조성물, 및 팽창성 조

성물이 물을 흡수할 때 속도를 완화시키는 속도 조절막을 포함하는 1일 2회 경구 투여에 적합한 서방성 제형이 경구 투여

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서방성 제형은 연장된 기간에 걸쳐, 상기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상기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비

례적 방출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제형으로부터 방출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은(제형에 전체 퍼센트로서 누적 방

출) 방출된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의 약 20% 이내이다. 추가적 구체예에서, 방출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은 방출된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의 약 10% 이내, 또는 약 5% 이내이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본 방법은 (1) 공동(cavity)을 한정하며 공동 내에 형성되거나 형성 가능한 출구(exit orifice)를 포

함한 반투과성 벽; (2) 공동 내에 함유되어 있고 출구에 인접해 있는, 치료적 유효량의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포함하는 약물 층; (3) 공동 내에 함유되고 출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푸쉬 이동층(push displacement layer);

(4) 반투과성 벽의 내부 표면과 적어도 벽의 반대쪽에 있는 약물 층의 외부면 사이에 있는 유동-촉진층을 포함하는 경구

서방성 제형에 기초한 1일 2회 인간 환자에게 경구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제형은 사용 환경에서 물과 접촉

후 약 12시간까지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 내 방출 속도를 제공한다.

추가적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약물층에 포함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유효량을 포함하는 고 투여

량 제형, 및 삼투성 푸쉬 조성물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경구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필요로 하는 인간 환자에서 통증

을 치료하기 위한 유효량의 진통제 조성물을 제공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여기서 약물층 및 푸쉬 조성물은 물의 이동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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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이고 진통제의 이동에 불투과성인 적어도 부분적으로 반투과성 벽, 및 제형으로부터 진통제 조성물을 송달하기 위한

벽에서 출구 수단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여기서, 작동시, 물은, 삼투성 푸쉬 조성물을 출구 수단을 통하여 약물층을 팽창

시키고 밀어내는 제형으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반투과성인 벽을 통하여 유입되며, 이때, 약물층은 침식성 조성물로서 사용

환경에 노출되고,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치료적 유효량을 제공하는 약 12시

간까지의 지속성 기간에 걸쳐 제어된 속도에서 송달된다.

또 추가적 구체예에서, 통증 치료를 위해 인간 환자의 혈장에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유효 농도를

제공하는 방법이 제공되고, 이 방법은 약물층에 포함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유효량을 포함하는

고 투여량 제형, 및 삼투성 이동(displacement) 조성물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경구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며, 여기서 약

물층 및 이동(displacement) 조성물은 물의 이동에 투과성이고 진통제의 이동에 불투과성인 적어도 부분적으로 반투과성

벽, 및 제형으로부터 진통제 조성물을 송달하기 위한 벽에서 출구 수단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여기서, 작동시, 물은, 삼투

성 이동(displacement) 조성물을 출구 수단을 통하여 약물층을 팽창시키고 밀어내는 제형으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반투과

성인 벽을 통하여 유입되며, 이때, 약물층은 침식성 조성물로서 사용 환경에 노출되고,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

드 진통제는 약 12시간까지의 지속성 기간에 걸쳐 비례적 속도에서 송달된다.

인간 환자에 투여될 때, 특정 구체예에서, 본 제형은 1회 투여 후, 약 0.6 ng/mL/mg 내지 약 1.4 ng/mL/mg의 하이드로코

돈의 Cmax 및 약 2.8 ng/mL/mg 내지 7.9 ng/mL/mg의 아세트아미노펜의 Cmax를 특징으로 하는 혈장 특성을 제공한다.

특정 다른 구체예에서, 본 제형은 1회 투여 후, 약 0.4 ng/mL/mg의 하이드로코돈의 최소 Cmax 및 약 1.9 ng/mL/mg의 하

이드로코돈의 최대 Cmax; 및 약 2.0 ng/mL/mg의 아세트아미노펜의 최소 Cmax 및 약 10.4 ng/mL/mg의 아세트아미노펜

의 최대 Cmax를 제공한다. 추가적 구체예에서, 본 제형은 1회 투여 후, 0.8 ± 0.2 ng/mL/mg의 하이드로코돈의 Cmax 및

약 4.1 ± 1.1 ng/mL/mg의 아세트아미노펜의 Cmax를 제공한다.

인간 환자에 투여될 때, 특정 구체예에서, 본 제형은 1회 투여 후, 약 1.9 ± 2.1 내지 약 6.7 ± 3.8 시간의 하이드로코돈의

Tmax를 제공한다. 다른 구체예에서, 제형은 1회 투여 후, 약 4.3 ± 3.4 시간의 하이드로코돈의 Tmax를 제공한다. 특정 구

체예에서, 본 제형은 1회 투여 후, 약 0.9 ± 0.8 내지 약 2.8 ± 2.7 시간의 아세트아미노펜의 Tmax를 제공하고, 다른 구체

예에서, 본 제형은 1회 투여 후, 약 1.2 ± 1.3 시간의 아세트아미노펜의 Tmax를 제공한다.

특정 구체예에서, 인간 환자에 투여될 때, 본 제형은 1회 투여 후, 약 9.1 ng*hr/mL/mg 내지 약 19.9 ng*hr/mL/mg의 하

이드로코돈의 AUC 및 약 28.6 ng*hr/mL/mg 내지 약 59.1 ng*hr/mL/mg의 아세트아미노펜의 AUC를 제공한다. 추가적

구체예에서, 본 제형은 1회 투여 후, 약 7.0 ng*hr/mL/mg의 하이드로코돈 최소 AUC 및 약 26.2 ng*hr/mL/mg의 하이드

로코돈 최대 AUC; 및 약 18.4 ng*hr/mL/mg의 아세트아미노펜 최소 AUC 및 79.9 ng*hr/mL/mg의 아세트아미노펜 최대

AUC를 제공한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본 제형은 1회 투여 후, 약 15.0 ± 3.7 ng*hr/mL/mg의 하이드로코돈 AUC 및

41.1 ± 12.4 ng*hr/mL/mg의 아세트아미노펜 AUC를 제공한다.

특정 구체예에서, 본 제형은 1회 투여 후, 약 0.6 ng/mL/mg 내지 약 1.4 ng/mL/mg의 하이드로코돈 Cmax 및 약 2.8 ng/

mL/mg 내지 7.9 ng/mL/mg의 아세트아미노펜 Cmax, 및 약 9.1 ng*hr/mL/mg 내지 약 19.9 ng*hr/mL/mg의 하이드로코

돈 AUC 및 약 28.6 ng*hr/mL/mg 내지 약 59.1 ng*hr/mL/mg의 아세트아미노펜 AUC를 제공한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본 제형은 30 mg 하이드로코돈의 1회 투여 후, 약 19.6 내지 42.8 ng/ml의 하이드로코돈 Cmax를 제

공하는 반면, 다른 구체예에서, 제형은 30 mg 하이드로코돈의 1회 투여 후, 약 12.7 ng/ml의 하이드로코돈 최소 Cmax 및

약 56.9 ng/mL의 하이드로코돈 최대 Cmax를 제공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제형은 30 mg 하이드로코돈의 1회 투여 후,

약 19.6 내지 31 ng/ml의 하이드로코돈 Cmax를 제공한다.

다른 구체예에서, 본 제형은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의 1회 투여 후, 약 3.0 내지 약 7.9 μg/ml의 아세트아미노펜 Cmax

를 제공한다. 추가적 구체예에서, 본 제형은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의 1회 투여 후, 약 2.0 μg/ml의 아세트아미노펜 최

소 Cmax 및 약 10.4 μg/ml의 아세트아미노펜 최대 Cmax를 제공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제형은 1000 mg 아세트아미

노펜의 1회 투여 후, 약 3.0 내지 5.2 μg/ml의 아세트아미노펜 Cmax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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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체예에서, 하이드로코돈의 혈장 농도 특성은 30 mg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의 1회 투여 후, 약 275 내지 약

562 ng*hr/ml의 농도 시간 곡선하 면적을 나타낸다. 추가적 구체예에서, 하이드로코돈의 혈장 농도 특성은 30 mg 하이드

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의 1회 투여 후, 약 228 ng*hr/ml의 농도 시간 곡선하 최소 면적 및 약 754 ng*hr/ml 의 농도 시간

곡선하 최대 면적을 나타낸다.

특정 구체예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농도 특성은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의 1회 투여 후, 약 28.7 내지 약 57.1

ng*hr/ml의 농도 시간 곡선하 면적을 나타낸다. 다른 구체예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농도 특성은 1000 mg 아세트아

미노펜의 1회 투여 후, 약 22.5 ng*hr/ml의 농도 시간 곡선하 최소 면적 및 약 72.2 ng*hr/ml의 농도 시간 곡선하 최대 면

적을 나타낸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인간 환자에 투여시, 본 제형은 비표현형 CYP2D6 대사체 인간 환자에게 30 mg 하이드로코돈의 1회

투여 후, 약 0.12 내지 약 0.35ng/ml의 하이드로몰폰 Cmax를 제공한다.

특정 구체예에서, 인간 환자에 투여시, 12 시간 (C12)에서 하이드로코돈의 혈장농도가 30 mg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

트의 1회 투여 후, 약 11.0 내지 약 27.4 ng/ml이고, 12 시간 (C12)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농도가 1000 mg 아세트아

미노펜의 1회 투여 후, 약 0.7 내지 2.5μg/ml이다.

추가적 구체예에서, 혈장 농도 특성은 약 6.4 내지 약 19.6 시간의 하이드로코돈의 높이의 1/2에서의 선폭 값(width at

half height value)을 나타내고, 혈장 농도 특성은 약 0.8 내지 약 12.3 시간의 아세트아미노펜의 높이의 1/2에서의 선폭

값(width at half height value)을 나타낸다.

특정 구체예에서, 인간 환자에 투여시, 혈장 농도 특성은 인간에게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 및 30 mg 하이드로코돈을 포

함하는 1회 투여량의 경구 투여 후, 1시간에, 약 114.2 내지 284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아세트아미노펜의 중량비율을 나

타낸다. 추가적 구체예에서, 혈장 농도 특성은 인간에게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 및 30 mg 하이드로코돈을 포함하는 1

회 투여량의 경구 투여 후, 6시간에, 약 70.8 내지 165.8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아세트아미노펜의 중량비율을 나타낸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혈장 농도 특성은 인간에게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 및 30 mg 하이드로코돈을 포함하는 1회 투여

량의 경구 투여 후, 12시간에 약 36.4 내지 135.1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아세트아미노펜의 중량비율을 나타낸다.

다른 면에서, 서방성 제형은 즉시 방출 성분; 및 서방성 성분를 포함하여 인간 환자에게 1일 2회 경구 투여를 위해 제공되

고, 여기서 즉시 방출 성분 및 서방성 성분은 치료적 유효량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함께 제공하

며, 여기서, 즉시 방출 성분 및 서방성 성분은 환자의 혈장에 1회 투여 후, 약 0.6 ng/mL/mg 내지 약 1.4 ng/mL/mg의 하

이드로코돈 Cmax 및 약 2.8 ng/mL/mg 내지 7.9 ng/mL/mg의 아세트아미노펜 Cmax를 제공하거나 생성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추가적 면에서, 서방성 제형은 1회 투여 후, 약 9.1 ng*hr/mL/mg 내지 약 19.9 ng*hr/mL/mg의 하이드로코돈

AUC, 및 약 28.6 ng*hr/mL/mg 내지 약 59.1 ng*hr/mL/mg의 아세트아미노펜 AUC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추가적 목적, 이점 및 신규 특성은 부분적으로 하기 기재에서 설명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하기의 설명에 따라 당

해 분야의 당업자에게 명백하거나,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해 습득될 수 있다.

정의 및 개관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 전에, 다르게 지시되지 않는 한 본 발명은 특정 약제학적 제제, 부형제, 폴리머, 염 등에 제한되

지 않으며, 이들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 기재된 용어는 단지 특정 구체예를 설명하기 위

한 것이므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에 사용되는 각 단어는 명세서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는 한 복수를 포함한다. 따라서, 예컨대 "

담체"는 2 이상의 담체를 포함하고; "약제학적 제제"는 2 이상의 약제학적 제제를 포함한다.

일정 범위의 수치가 주어지면, 명세서에서 분명히 지시하지 않으면 상기 범위의 상한 및 하한 내의 각 사이값, 하한 단위의

10분의 1, 및 상기 범위에서 지시된 다른 값 또는 다른 중간값도 본 발명에 포함된다. 소 범위의 상한 및 하한은 더 작은 범

위에 독립적으로 포함될 수 있고, 또한 지시된 범위 내의 특정적으로 제외된 한계도 본 발명에 포함된다. 지시된 범위가 한

계의 하나 또는 둘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 한계 내에 포함된 한개 또는 두개를 제외한 범위도 또한 본 발명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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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함 및 편의를 위해, 약물 투여 시간 또는 용해 시험 개시 시간을 0 시간 (t=0 시간)으로 표시하고, 투여 후의 시간을 적

절한 시간 단위, 예컨대 t=30 분 또는 t=2 시간 등으로 나타냈다.

여기에 사용된, "상승한(ascending) 혈장 특성"은 바로 이전 시간 간격에 대해 환자의 혈장에 존재했던 약물의 양과 비교

하여 적어도 2개의 순차적 시간 간격에 대해 환자의 혈장에서 특정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상승

한 혈장 특성은 증가 특성을 나타내는 시간 간격에 대해 적어도 약 10%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상승한(ascending) 방출 속도"는 제형에서 약물의 약 80%가 고갈될 때까지 약물이 사용된 환경에서 일정

하게 남아있거나 감소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상승한 속도로 체액에 용해될 수 있게 시간에 따라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용

해 속도를 지칭한다.

여기에 사용된, "AUC"는 사다리꼴 규칙 (trapezoidal rule) 및 Clast/k를 이용하여 계산한 농도 시간 곡선하 면적을 지칭

하고, 여기에서 Clast는 마지막으로 측정된 농도이고, k는 계산된 제거 속도 상수이다.

여기에 사용된, "AUCt"는 사다리꼴 규칙을 이용해서 계산한 마지막으로 관찰한 농도에 대한 농도 시간 곡선하 면적을 지

칭한다.

여기에 사용된, "AUC,ss"는 본 발명에 따른 제형을 12시간 마다 5회 투여 연속 투여한 후에 사다리꼴 규칙을 이용해서 계

산한 12 시간 투여 간격 내의 농도 시간 곡선하 면적을 지칭한다.

여기에 사용된, "돌발 통증 (breakthrough pain)"은 일반적 유효량의 진통제를 환자에게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

자가 경험하는 통증을 지칭한다.

여기에 사용된, "Cmax"는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 또는 매 4 시간 콤퍼레이터 (comparator) (NORCO® 10 mg 하이드로코

돈/325 mg 아세트아미노펜)의 경구 흡수에 의해 발생한 Tmax에서의 ng/mL 및 ㎍/mL로 표시한 하이드로코돈 및/또는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농도를 각각 나타낸다. 다르게 지시되지 않는 한, Cmax는 총 관찰된 최고 농도를 지칭한다.

여기에 사용된, "Cmax/Cmax,ss"는 본 발명에 따른 제형을 12 시간 마다 5회 연속 투여한 뒤,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

로코돈의 관찰된 최고 농도의 비를 나타낸다.

여기에 사용된, "Cmax/Cmin,ss"는 본 발명에 따른 제형을 12 시간 마다 5회 연속 투여한 뒤, 12 시간 투여 간격 사이에 관

찰된 최고 및 최소 아세트아미노펜 및/또는 하이드로코돈 농도의 비를 지칭한다.

여기에 사용된, "Cmin/Cmin,ss"는 본 발명에 따른 제형을 12 시간 마다 5회 연속 투여한 뒤, 12 시간 투여 간격 사이에 아

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에 대해 관찰된 최소 농도의 비를 지칭한다.

여기에 사용된, "Cmax,ss"는 본 발명에 따른 제형을 12 시간 마다 5회 연속 투여한 뒤 관찰되는 최고 농도를 지칭한다.

여기에 사용된, "Cmin,ss"는 12 시간 마다 5회 연속 투여되는 본 발명에 따른 제형의 12 시간 투여 간격 사이에 관찰된 최

소 농도를 지칭한다.

여기에 사용된, "Ctrough(최저),ss"는 본 발명에 따른 제형을 12 시간 마다 5회 연속 투여한 뒤 12 시간 째에 관찰되는 농

도를 지칭한다.

여기에 사용된, "C12"는 투여 후 투여 간격의 끝 (즉, 약 12 시간)에 관찰되는 하이드로코돈 및/또는 아세트아미노펜의 혈

장 농도를 지칭한다.

여기에 사용된, "송달하다(deliver)" 및 "송달(delivery)"는 제형으로부터 약제학적 제제가 분리되는 것을 지칭하고, 약제

학적 제제는 사용 환경의 체액에 용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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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사용된, "제형"은 약제학적 활성 성분, 또는 그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산 부가 염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또는 장치(device)를 지칭하고,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 또는 장치는 약리학적 비활성 성분, 즉 폴리머, 현탁제, 계면활성제,

붕해제, 용해 조절 성분, 결합제, 희석제, 활택제, 안정화제, 항산화제, 삼투압제, 착색제, 가소제, 코팅제 등과 같은 약제학

적으로 허용되는 부형제를 임의로 포함하며, 활성 약제학적 제제를 제조하거나 송달하는데 사용된다.

여기에 사용된, "유효 통증 관리"는 의사에 의한 진통제 치료에 대한 인간 환자 반응 (통증 경험 대 부작용)의 객관적 평가

및 상기 치료를 받은 환자에 의한 치료의 주관적 평가를 지칭한다.

여기에 사용된, "변동 (fluctuation)"은 100*(Cmax-Cmin)/Cavg로 계산딘 하이드로코돈 및/또는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농도 변화를 지칭하고, 여기에서 Cmin 및 Cmax는 12 시간 투여 간격 사이에 얻었으며, Cavg는 AUC,ss를 12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퍼센트 변동"은 (Cmax-Cmin)/Cmin x 100 (개별 환자에 대해)를 지칭한다. 환자 집단에 대한 퍼센트 변동은

(평균 Cmax - 평균 Cmin)/평균 Cmin x 100으로 정의된다.

여기에 사용된, "즉시 방출"은 투여 또는 용해 시험 후 단시간(일반적으로 수분 내지 약 1 시간) 내에 약물이 실질적으로 완

전 방출되는 것을 지칭한다.

여기에 사용된, "생체내/시험관내(in vivo/in vitro) 상관"은 제형으로부터 약물의 시험관내 방출 속도로 측정하여 나타낸

제형으로부터 약물의 방출, 및 인간 환자의 혈장에 존재하는 약물을 분석하여 나타낸 제형으로부터 인간 환자로의 생체내

약물 송달 사이의 상관 관계를 지칭한다.

제형으로부터의 약물의 시험관내 속도를 측정하는 분석법에 의해 나타내지는 제형으로부터 약물의 방출 및 인간 환자의

혈장의 약물 존재를 분석함으로써 나타낸 제형으로부터 약물의 인간 환자로의 시험관내 송달 사이의 상관을 나타낸다.

여기에 사용된, "최소 유효 진통제 농도"는 특정 환자에서 적어도 일부의 통증 해소가 얻어지는 약물의 최소 유효 치료 혈

장 수준을 지칭한다. 의약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는 통증 측정이 매우 주관적이고, 환자간에 커다란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환자"는 다르게 지시되지 않는 한 질병 또는 증상 치료가 필요한 개인 환자 및/또는 환자 집단을 의미한다.

여기에 사용된, "피크 너비, 50 (peak width, 50)"은 관찰된 데이타 점 사이를 외삽하여, 관찰된 최고 농도의 50%가 유지

되는 시간을 지칭한다.

여기에 사용된,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산 부가 염"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염 중

에서 음이온은 염의 독성 또는 약리학적 활성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으며, 이들은 염기 형태 활성 성분의 약리학적 등가물

이다. 염 형성에 유용한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산의 예는 염산, 브롬화수소산, 요오드화수소산, 황산, 시트르산, 타르타르

산, 메탄설폰산, 푸마르산, 말산, 말레산 및 만델산을 포함하지만, 이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무케이트, N-옥사이드, 설페이트, 아세테이트, 포스페이트 디베이직, 포스페이트 모노베이직, 아세테이트 트리하이드레이

트, 비(헵타플루오로부티레이트), 비(메틸카바메이트), 비(펜타플루오로프로피오네이트), 비(피리딘-3-카복실레이트), 비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비타르트레이트, 클로르하이드레이트, 및 설페이트 펜타하이드레이트, 벤젠설포네이트, 벤조

에이트, 비카보네이트, 비타르트레이트, 브로마이드, 칼슘 에데테이트, 캄실레이트, 카보네이트, 클로라이드, 시트레이트,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에데테이트, 에디실레이트, 에스톨레이트, 에실레이트, 푸마레이트, 글루셉테이트, 글루코네이트,

글루타메이트, 글리콜릴라르산닐레이트, 헥실레소르시네이트, 하이드라바민, 하이드로브로마이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하이드록시나프토에이트, 아이오다이드, 이세티오네이트, 락테이트, 락토비오네이트, 말레이트, 말레에이트, 만델레이트,

메실레이트, 메틸브로마이드, 메틸이니트레이트, 메틸설페이트, 무케이트, 나프실레이트, 니트레이트, 파모에이트 (엠보네

이트), 판토테에니트, 포스페이트/디포스페이트, 폴리갈락투로네이트, 살리실레이트, 스테아레이트, 서브아세테이트, 숙시

네이트, 설페이트, 탄네이트, 타르트레이트, 테오클레이트, 트리에티오다이드, 벤자틴, 클로로프로카인, 콜린, 디에탄올아

민, 에틸렌디아민, 메글루민, 프로카인, 알루미늄, 칼슘, 리튬, 마그네슘, 포타슘, 소듐 프로피오네이트, 아연 등을 추가로

포함한다.

여기에 사용된, "비례 (propotional)" (제형으로부터 비오피오이드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방출 속도 또는 송달을 지칭하

는 경우)는 두 진통제의 서로에 대한 상대적인 방출 또는 방출 속도를 지칭하고, 여기에서 방출된 양은 제형 내의 각 진통

제의 총량에 대해 평준화된다, 즉 방출된 양은 제형에 존재하는 각 진통제의 총량에 대한 퍼센트로서 표시된다. 일반적으

로, 제형으로부터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또는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비례 방출 속도는 각 약물의 상대적 방출 속도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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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로 표시) 또는 방출량 (제형에 존재하는 총량에 대한 퍼센트로서 누적 방출을 표시)이 다른 약물의 방출 속도 또는 방

출량의 약 20% 이내,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이내, 가장 바람직하게는 5% 이내인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 시점에서, 한

약물의 방출 속도 (제형에 존재하는 그의 총량에 대한 퍼센트로 표시)는 동일 시점의 다른 약물의 방출 속도의 약 20% 초

과,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10% 초과,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5%를 초과하여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사용된, "비율,ss"는 12 시간 투여내에 4 시간 마다 투여한 5 mg 하이드로코돈 및 375 mg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

하는 즉시 방출 제형과 비교하여 12 시간마다 5회 투여한 본 발명의 제형에 의해 생성된 혈장 농도의 비를 지칭한다.

약물 "방출 속도"는 단위 시간 당 제형으로부터 방출된 약물의 양, 예컨대 시간 당 방출된 약물의 mg (mg/hr)을 지칭한다.

약물 제형에 대한 약물 방출 속도는 전형적으로 시험관내 용해 속도, 즉 적당한 조건 및 적당한 체액 하에서 측정된 단위

시간 당 제형으로부터 방출된 약물의 양으로 측정된다. 예컨대, 용해 시험은 USP 타입 VII 배스 인덱서에 결합된 금속 코

일 샘플 홀더에 설치하고, 산성화된 물 (pH=3)로 평형화된 약 50 ml의 37℃ 항온 수조에 담금으로써 제형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제형으로부터 방출된 약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방출 속도 용액의 일부를 시험할 수 있고, 예컨대 시험 간격 사

이에 방출된 약물의 양을 정량하기 위해 약물을 분석하거나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에 주입할 수 있다.

다르게 특정되지 않으면, 투여 후 특정 시간에 얻은 약물 방출 속도는 적절한 용해 시험을 수행하여 특정 시간에 얻은 시험

관내 약물 방출 속도를 지칭한다. 제형 내의 약물의 특정 퍼센트가 방출되는 시간을 "Tx" 값으로 표시할 수 있고, "x"는 방

출된 약물의 퍼센트이다. 예컨대, 제형으로부터 약물 방출을 평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측정 기준은 제형 내의

90%의 약물이 방출되는 시간이다. 이러한 측정은 제형에 대해 "T90"으로 표시된다.

여기에 사용된, "구조(rescue)"는 돌발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에게 투여되는 진통제의 양을 지칭한다.

"단일 투여" 또는 "지속-상태"로 특별히 표시되지 않는 한, 여기에 개시되고 청구된 약동학적 인자는 단일 투여 및 지속 상

태 조건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 사용된, "상대적 단일 투여"는 4 시간 마다 총 3회 투여한 10 mg 하이드로코돈 및 325 mg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본 발명의 제형에 의해 생산된 혈장 농도의 상대적인 비를 지칭한다.

여기에 사용된, "서방성"은 제형으로부터 약물이 수 시간 동안 방출되는 것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서방성은 제형이 투여

된 환자의 혈중 (혈장) 농도가 약 12 시간 동안 치료 범위, 즉 최소 유효 진통제 농도 또는 "MEAC" 이상이지만 독성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속도로 발생한다.

여기에 사용된, "Tmax"는 제형의 투여 후에 하이드로코돈 및/또는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농도가 최고 혈장 농도에 도달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칭한다.

여기에 사용된, "제로 차수 혈장 특성"은 특정 시간 간격 동안 환자의 혈장 내의 특정 약물의 양이 실질적으로 편평(flat)하

거나 변하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제로 차수 혈장 특성은 한 시간 간격으로부터 다음 시간 간격에 대해 약

30% 이하, 바람직하게는 10% 이하로 변할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제로 차수 방출 속도"는 약물이 사용된 환경의 체액에 실질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용해되는 실질적으로 일

정한 방출 속도를 지칭한다. 제로 차수 방출 속도는 평균 방출 속도로부터 약 30% 만큼, 바람직하게는 약 10% 이하로 변

할 수 있다.

당업자는 유효 진통제는 환자 개인 차, 신 및 간 충분(sufficiency), 물리적 활동과 같은 건강 상태, 및 통증의 성질 및 상대

적 강도 등을 포함하는 많은 인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놀랍게도 본 발명의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서방성 제형이 종래에 성취되지 못했던 새로운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본 발명에 개시된 제형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높은 부하량(loading)을 제공하고, 약물의

물리적 성질 (예컨대, 용해도)이 서로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형에서 각각의 질량에 대한 오피오이드 진통제 (예컨

대, 하이드로코돈)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예컨대, 아세트아미노펜) 모두에 대해 비례 송달을 나타냈다. 방출 특성은 한

시간 이내에 방출된 양이 사용 환경으로 즉시 방출되도록 의도된 양과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고, 서방성 특성에서 방출된

양이 연장된 시간 동안 방출되도록 의도된 양, 및 상관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제형의 약물 코팅 및 서방성 부분 내의 활성제

제의 양과 제형으로부터 그들의 방출 특성 사이에 밀접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예컨대, 도 6a는 바람직한 구체예의 용해 특

공개특허 10-2006-0120049

- 26 -



성을 나타내고,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가 용해 시험 1 시간 동안 약 5 mg/hr의 속도로 방출되는 것을 나타내며, 이

는 즉시 방출 약물 코팅 내에 포함되고 투여 1 시간 내에 방출되도록 의도된 양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 도 6c는 아세트

아미노펜이 용해 시험 1 시간 동안 약 163 mg/hr의 속도로 방출되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즉시 방출 약물 코팅 내에 포함

되고 투여 1 시간 내에 방출되도록 의도된 양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 도 6b 및 d는 용해 시험 기간 동안 활성제제의 실

질적 완전 방출이 발생한 것을 나타낸다.

또한, 상기 제형은 서로에 대해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비례 방출을 나타낸다. 예컨대, 실시예 4의

표 8 및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8 시간 제형으로부터 누적 아세트아미노펜 방출은 용해 시험 후 2, 4 및 7 시간에 각각 42%,

57% 및 89%이다. 동일 제형으로부터의 누적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방출은 동일 시점에서 42%, 61% 및 95%이

다. 따라서, 이 제형은 서로에 대해 0%, 4% 및 6%인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의 비례 방출을 나타낸다. 그러나,

비-비례(nonpropotional) 방출 특성을 보이는 제형도 여기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약동학적 특성(특히, 하이드로코돈 비타

르트레이트 및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개시된 Cmax 및 AUC과 관련하여)을 제공한다면 본 발명 및 청구범위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상기 제형은 현존 통증을 신속히 없애기 위한 진통제의 유효 농도를 제공하고, 통증을 경감시키거나 약 12 시간까지 돌발

통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에 충분한 진통제 수준을 유기하기 위해 서방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인간 환자에 투여

될 수 있다. 제형은 무통증 기상 시간을 유지하고, 취침 전 무통증 수면을 제공하기 위해 투여될 수 있다.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 인간 환자에게 1일 2회 경구 투여하기 위한 서방성 제형이 제공된다. 서방성 제형은 즉시 방출 성분

및 서방성 성분을 포함하고, 즉시 방출 성분 및 서방성 성분은 공동으로 치료적 유효량의 오피오이드(opioid) 진통제와 치

료적 유효량의 비오피오이드(nonopioid) 진통제를 함유한다. 바람직하게,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은 중량으로 오피오이

드 진통제의 양에 약 20 내지 약 100 배이고, 다른 구체예에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은 중량으로 오피오이드 진통제

의 양에 약 20 내지 40 배이며, 다른 구체예에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은 중량으로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에 약 27

내지 34 배이다.

서방성 성분은 서로에 대해 비례하는 속도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각각의 서방성을 제공한다. 또한,

즉시 방출 성분 및 서방성 성분은 정량적 방식으로 비례 방출을 제공한다. 따라서, 즉시 방출 성분에 존재하는 각 약물의

양은 필요한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즉시 송달되고(예컨대, 1 시간 이내), 서방성 성분 내에 존재하는 각 약물의 양은 서로에

대해 비례하는 속도로 방출된다. 또한, 제형에 포함된 각 약물의 적어도 90% 및, 바람직하게는 95%가 12 시간 투여 기간

내에 방출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제형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 모두에 대해 약 6 시간 및 약 10

시간 사이에서 T90을 제공하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제형은 약 8 시간의 T90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이고,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하이드로코돈 및 그의 약제학적

으로 허용되는 염이며,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비타르트레이트이다. 어떤 구체예에서, 제형은

중량으로 적어도 60%, 보다 전형적으로는 약 75 내지 약 95%의 아세트아미노펜 부하량을 함유한다.

다른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서방성 제형은 공동으로 치료적 유효량의 아세트아미노펜 및 치료적 유효량의 하이드로코돈

및 그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함유하는 즉시 방출 성분 및 서방성 성분을 포함하고, 단일 투여 후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Cmax가 약 0.6 ng/mL/mg 내지 약 1.4 ng/mL/mg (투여된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mg 당)이고 아세트아미노

펜에 대한 Cmax가 약 2.8 ng/mL/mg 내지 약 7.9 ng/mL/mg (투여된 아세트아미노펜 mg 당)이며,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AUC가 약 9.1 ng*hr/mL/mg 내지 약 19.9 ng*hr/mL/mg (투여된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mg 당)이고 아세트아미

노펜에 대한 AUC가 약 28.6 ng*hr/mL/mg 내지 약 59.1 ng*hr/mL/mg (투여된 아세트아미노펜 mg 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자의 혈장 특성을 생성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은 각각 약 20 내지 약 100 중

량부,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20 내지 40 중량부,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27 내지 약 34 중량부로 존재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제형은 약 500±50 mg 아세트아미노펜 및 15±5 mg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를 함유하고, 환

자에게 두개의 제형이 일회 투여량으로 투여된 경우, 제형은 30 mg 하이드로코돈의 단일 투여 후에 하이드로코돈에 대해

약 19.4 내지 약 42.8 ng/ml의 Cmax 및 약 275 내지 562 ng*hr/ml의 농도 시간 곡선하 면적을 생성하고, 1000 mg 아세

트아미노펜의 단일 투여 후에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약 3.0 내지 약 7.9 ㎍/ml의 Cmax 및 약 28.7 내지 57.1 ㎍*hr/ml의

농도 시간 곡선하 면적을 생성한다.

다른 구체예에서, 서방성 제형은 치료적 유효량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 인간 환자의 혈장에서 초기

피크 농도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초기 방출을 제공하는 수단, 및 약 12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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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통증의 지속된 완화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지속된 혈장 농도를 제공하

기 위해 약 12 시간 동안 지속되는 제 2 방출을 제공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진통제 조성물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수단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비례 방출을 제공하고, 제형 내에 함유된 각 약물의 적어도 90%, 보다 바람

직하게는 적어도 95%가 12 시간 투여 기간 내에 방출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제형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

이드 진통제 모두에 대해 약 6 내지 10 시간의 T90을 제공하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제형은 약 8 시간의 T90을 제공한다.

다른 구체예에서, 치료적 유효량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약 20 내지 약 100 중량부, 보다 전형적

으로 약 20 내지 40 중량부, 다른 구체예에서 약 27 내지 약 34 중량부를 함유하는 진통제 조성물;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조절된 방출을 제공하는 메카니즘을 포함하는, 통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인간 환자에 대해

1일 2회 경구 투여에 적합한 조절된 방출 제형이 제공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

통제의 방출 속도는 서로에 대해 비례한다. 다른 구체예에서, 진통제 조성물은 상대적으로 불용성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를

높은 약물 부하량으로 포함한다.

다른 구체예에서, 치료적 유효량의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

제의 서방성을 제공하는 고분자량 폴리머를 가지는 물의 흡입에 의한 침식성 조성물로서의 비-약물 층, 제형으로의 물의

조절된 침투 속도를 제공하는 반투과성 막, 및 약물 층과 반투과성 막 사이에 위치한 유동 촉진 층을 포함하는 약물 층을

가지는, 인간 환자에 대해 1일 2회 경구 투여를 위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이중 층 제형이 제공된

다.

다른 구체예에서, 높은 부하량의 상대적으로 불용성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적은 양의 상대적으로 가용성의 오피오이

드 진통제, 사용 환경에 존재하는 물의 흡입에 의해 팽창하는 팽창성 조성물, 및 팽창성 조성물이 물을 흡입하는 속도를 조

절하는 속도 조절 막을 함유하는 약물 조성물을 포함하되, 연장된 기간에 대해 서방성 제형이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

피오이드 진통제의 비례 방출을 제공하는 1일 2회 경구 투여를 위한 서방성 제형이 제공된다. 상대적 불용성의 비오피오

이드 진통제의 높은 부하량은 중량으로 적어도 60%, 보다 전형적으로 약 75% 내지 약 95%이다. 바람직하게, 제형은 1일

2회 투여에 적합하고, 제형에 함유된 각 진통제의 적어도 90%, 보다 바람직하게는 95%가 12 시간 투여 기간 이내에 방출

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제형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 모두에 대해 약 6 내지 약 10 시간의 T90

을 제공하고, 가장 바람직하게 제형은 약 8 시간의 T90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제형의 서방성 성분은 (1) 공동을 한정하며 공동 내에 형성되거나 형성 가능한 출구를 포함한 반투

과성 벽; (2) 공동 내에 함유되어 있고 출구에 인접해 있는, 치료적 유효량의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포함하는 약물 층; (3) 공동 내에 함유되고 출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푸쉬 이동층; (4) 반투과성 벽의 내부 표면과 적어도

벽의 반대쪽에 있는 약물 층의 외부면 사이에 있는 유동-촉진층을 포함하며; 상기 제형은 사용 환경에서 물과 접촉된 후

약 12 시간까지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 내 방출 속도를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약물 층은 중량으로 적어도 60%의 비오피오이드 부하량을 함유하고, 어떤 구체예에서 약물 층은 중량으로 약

75% 내지 약 95%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부하량을 함유하며, 다른 구체예에서 약물 층은 중량으로 약 80% 내지 약

85%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부하량을 함유한다. 바람직하게 약물 층은 중량으로 약 1% 내지 약 10%의 오피오이드 진

통제의 부하량을 함유하고, 다른 구체예에서 약물 층은 중량으로 약 2% 내지 약 6%의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부하량을 함

유한다.

오피오이드 진통제에 대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중량비는 제형에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소망

하는 양을 얻기 위해 선택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오피오이드 진통제에 대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중량비는 약 20 내지

약 100 일 수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비오피오이드의 양은 중량으로 오피오이드 진통제 양의 약 20 내지 약 40 배이거나,

보다 전형적으로 비오피오이드의 양은 중량으로 오피오이드 진통제 양의 약 27 내지 약 34 배이다. 그러나, 중량비는 또한

보다 높은 범위에 있을 수 있고, 예컨대 7.5 mg의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500 mg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함유하는 제형

은 상기 비율이 약 67이다.

바람직하게, 제형은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서로에 대해 비례 속도로 방출하고, 약물 층은 침식 조

성물로서 사용 환경에 노출된다.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내 방출 속도는 제로 차수 또는 증가

이다. 어떤 구체예에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내 방출 속도는 약 6 내지 약 10 시간 유지되

고,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내 방출 속도는 약 8 시간 유지된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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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예에서, 제형 내에 함유된 각 약물의 적어도 90%, 보다 바람직하게 적어도 95%가 12 시간 투여 기간 내에 방출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제형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에 대해 약 6 내지 약 10 시간의 T90을 제공하고,

가장 바람직하게 제형은 약 8 시간의 T90을 제공한다.

추가적인 구체예에서, 제형은 바람직하게는 진통 효과가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 효과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치료적 유효량

의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함유하는 약물 코팅을 포함하는 즉시 방출 성분을 추가로 가진다. 약물

코팅은 즉시 방출 성분을 제형에 제공하여,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의 즉시 방출 및 송달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제형은 약물 코팅 내에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치료 유효 투여량을 포함하고,

약물 코팅 내의 양은 환자에 대한 즉시 송달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런 구체예에서, 서방성 제형은 0.75 시간 후 약 19% 내지

약 49% 방출, 3 시간 후 40% 내지 70% 방출, 6 시간 후 적어도 80% 방출의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내 방출 속도를 나타낸다. 추가적인 구체예에서, 제형은 0.75 시간 후 약 19% 내지 약 49% 방출, 3 시간 후 35% 내

지 65% 방출, 8 시간 후 적어도 80% 방출의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내 방출 속도를 나타낸

다. 다른 구체예에서, 제형은 0.75 시간 후 약 19% 내지 약 49% 방출, 4 시간 후 35% 내지 65% 방출, 10 시간 후 적어도

80% 방출의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시험관내 방출 속도를 나타낸다.

다른 구체예에서,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하이드로코돈, 히드로모르폰, 옥시모르폰, 메타돈, 모르핀, 코데인, 또는 옥시코돈,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이들의 염 중에서 선택되고,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는 바람직하게는 아세트아미노펜이다. 바람

직한 구체예에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이고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이다.

제형 및 그를 이용한 방법에 관한 구체예는 뒤에 보다 자세히 기재된다.

치료제의 즉시 방출을 위한 약물 코팅

약물 코팅 제형은 2003년 9월 26일 대리인 도킷 번호 ARC 3363 P1으로 출원된 함께 계류중인 공동 소유 특허 출원 번호

제60/506,195호에 기재되어 있고, 전체내용이 여기에 참고로서 포함되어 있다.

요약하면, 약물 코팅은 불용성 약물, 가용성 약물, 및 수용성 필름 형성제를 포함하는 수성 코팅 제제로부터 형성될 수 있

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약물 층에 포함되는 불용성 약물은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이고, 특히 바람직한 불용성 약물은 아

세트아미노펜이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약물 층에 포함되는 가용성 약물은 오피오이드 진통제이고, 특히 바람직한 가용

성 약물은 하이드로코돈, 옥시코돈, 히드로모르폰, 옥시모르폰, 코데인 및 메타돈이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약물 코팅은 약 85 중량% 내지 약 97 중량% 불용성 약물을 포함하고, 약 90 중량 % 내지 약 93 중

량 %의 불용성 약물 부하량을 나타내는 코팅이 특히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 약물 코팅에 포함되는 가용성 약물의 총량은

약 0.5 중량% 내지 15 중량% 가용성 약물이고, 약 1 중량% 내지 약 3 중량% 가용성 약물을 포함하는 약물 코팅이 가장 바

람직하다. 가용성 및 불용성 약물이 모두 삽입된 약물 코팅에 포함되는 불용성 약물의 총량은 바람직하게 60 중량% 내지

96.5 중량%이고, 약 75 중량% 내지 약 89.5 중량% 불용성 약물을 포함하는 약물 코팅이 보다 바람직하며, 약 89 중량%

내지 약 90 중량% 불용성 약물을 포함하는 약물 코팅이 보다 바람직하다. 약물 코팅에 포함된 약물의 총량은 약 85 중량%

내지 약 97 중량%이고,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약물 코팅에 포함된 약물의 총량은 약 90 중량% 내지 약 93 중량%이다.

약물 코팅에 포함되는 필름 형성제는 수용성이고 약물 코팅 중 약 3 중량% 내지 약 15 중량%이며, 약 7 중량% 내지 약 10

중량% 필름 형성제를 가지는 약물 코팅이 바람직하다. 약물 코팅에 포함되는 필름 형성제는 수용성이고 바람직하게는 약

물 코팅에 포함된 불용성 약물을 가용화시킨다. 또한, 약물 코팅에 포함되는 필름 형성제는 필름 형성제가 약물 코팅에 포

함된 하나 이상의 불용성 약물과 고체 용액을 형성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약물 코팅의 약물 부하량 및 필름 형성 특성은

약물 코팅 내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불용성 약물 중 적어도 하나와 고체 용액을 형성하는 필름 형성제를 선택함으로써 개

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약물 코팅이 분해되거나 용해됨에 따라 약물이 위장관에 방출되고 위장관 점막 조직에 분

리된 분자로 제공되기 때문에, 필름 형성제 내에 분자 수준으로 용해된 약물(고체 용액)은 또한 보다 용이하게 생분해될 것

으로 예측된다.

바람직한 구체예로, 약물 코팅에 포함된 필름 형성제는 필름 형성 폴리머 또는 적어도 하나의 필름 형성 폴리머를 포함하

는 폴리머 블렌드이다. 약물 코팅의 필름 형성제로 사용되는 폴리머 물질은 수용성이다. 약물 코팅의 필름 형성 폴리머로

사용될 수 있는 수용성 폴리머 물질의 예로서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즈("HPMC"), 저분자량 HPMC, 하이드록시프

로필 셀룰로즈("HPC")(예: Klucel®),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즈("HEC")(예: Natrasol®), 코포비돈(예: Kollidone® VA 64)

공개특허 10-2006-0120049

- 29 -



, 및 PVA-PEG 그래프트 코폴리머(예: Kollicoat® IR) 및 이들의 배합물이 포함되나 이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폴리머 블

렌드 또는 혼합물은 약물 코팅에 포함된 약물(들)과 배합시에 단일 필름 형성 폴리머를 사용하여 이룰 수 없는 특성을 가지

는 약물 코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름 형성제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HPMC 및 코포비돈의 블렌드는 목적하는 약물

적재 특성을 나타내는 약물 코팅을 형성할 수 있는 필름 형성제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보기에 좋고 목적하는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는 코팅을 제공한다.

약물 코팅은 또한 점도 향상제를 포함한다. 약물 코팅은 불용 약물을 포함하는 수성 코팅이기 때문에, 약물 코팅은 전형적

으로 수성 현탁 제제로부터 코팅된다. 그러나, 현탁제로부터 약물이 실질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된 약물 코팅을 제공하기 위

하여, 현탁 제제는 코팅에 포함된 불용성 약물의 실질적으로 균일한 분산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약물 코팅에 포함된 필름

형성제 및 약물의 상대적인 양 및 특성에 따라, 불용 약물이 실질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된 약물 코팅의 조제를 돕고 실질적

으로 균일한 약물 분산물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점도를 나타내는 코팅 제제의 형성을 돕기 위하여 점도 향상제가 약물 코팅

에 포함될 수 있다. 약물 코팅에 포함된 점도 향상제는 바람직하게는 수용성이고, 필름 형성제일 수 있다. 약물 코팅에 사

용될 수 있는 점도 향상제의 예로 HPC(예:Klucel®), HEC(예: Natrasol®), Polyox® 수용성 수지 제품 및 이들의 배합물이

포함되나, 이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약물 코팅에 포함된 점도 향상 물질의 정확한 양은 약물 코팅에 사용될 약물 물질 및 필름 형성 폴리머의 타입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그러나, 약물 코팅에 포함되는 경우, 점도 향상제는 전형적으로 약물 코팅의 5 wt% 이하를 구성할 것이다. 바람

직하게, 약물 코팅은 2 wt% 이하의 점도 향상제를 포함하고, 특히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약물 코팅은 1 wt% 이하의 점도

향상제를 포함한다.

약물 코팅은 또한 투여후 약물 코팅의 붕해 속도를 증가시키는 붕해제를 포함한다. 약물 코팅은 전형적으로 다량의 불용

약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약물 코팅은 투여후 소기하는 바와 같이 신속히 파괴 또는 붕해되지 않을 수 있다. 코팅에 포함된

붕해제는 붕해제가 물을 흡수하여 팽창함에 따라 코팅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수팽창성 물질이다. 약물 코

팅에 사용될 수 있는 붕해제에는 변형 전분, 변형 셀룰로즈 및 가교화 폴리비닐 피롤리돈 물질이 포함되나, 이들에만 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약물 코팅에 사용될 수 있는 붕해제의 특정 예는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며, Ac-Di-Sol®, Avicel® 및

PVP XL-10을 포함한다.

약물 코팅에 포함된 경우, 붕해제는 전형적으로 코팅의 약 6 wt% 이하를 구성하며, 코팅 도입량이 약 0.5 wt% 내지 약 3

wt%인 것이 바람직하고 코팅 도입량이 약 1 wt% 내지 약 3 wt%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약물 코팅은 또한 투여후 약물 코팅이 용해 또는 부식되는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계면활성제를 포함할 수 있다. 계면

활성제는 수성 액체가 약물 코팅을 통해 좀 더 용이하게 확산되거나 침투하도록 하는 "습윤"제로 제공된다. 약물 코팅에 사

용하기에 적합한 계면활성제는 바람직하게는 25 ℃에서 고체이다. 약물 코팅에 사용될 수 있는 계면활성제의 예로서 표면

활성 폴리머, 예컨대 폴록사머 및 Pluronic® 계면활성제가 포함되나, 이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면활성제가 약물

코팅에 포함된 경우, 계면활성제는 전형적으로 약물 코팅의 약 6 wt% 이하를 구성하며, 계면활성제가 약물 코팅에 약 0.5

wt% 내지 약 3 wt%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계면활성제가 약물 코팅에 약 1 wt% 내지 약 3 wt%로 포함되는 것이

특히 바람직다.

약물 코팅의 일례로, 필름 형성제는 코포비돈 및 HPMC로 형성된 폴리머 블렌드를 포함한다. 이러한 폴리머 블렌드가 약

물 코팅의 필름 형성제로 사용되는 경우, 코포비돈 및 HPMC의 양은 목적하는 물리적 및 약물-적재 특성을 가지는 약물

코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약물 코팅에 포함된 필름 형성제가 코포비돈 및 HPMC의 블

렌드로 형성되는 경우, 코포비돈 및 HPMC는 바람직하게는 약 0.6:1 내지 약 0.7:1 코포비돈 대 HPMC의 wt/wt 비로 포

함되며, 1:1.5의 wt/wt 비가 가장 바람직하다. HPMC 및 코포비돈의 블렌드는 연장된 반감기 및 추가의 처리를 충분히 견

딜 것으로 판단되며 보기 좋은 약물 코팅을 제공한다. 또한, 코포비돈은 약물 코팅에 포함된 불용 약물을 용해시킬 수 있어

서 불용 약물의 고용체를 포함하는 약물 코팅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람직한 구체예로, 약물 코팅은 필름 형성제로 HPMC 및 코포비돈의 블렌드 및 불용 약물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바람

직하게는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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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체예로, 약물 코팅은 필름 형성제로 HPMC 및 코포비돈의 블렌드, 불용성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가용성 오피오

이드 진통제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체예의 특정 예로, 약물 코팅은 오피오이드 진통제, 예를 들어 하이드로코돈 및 그의 약

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포함한다. 아세트아미노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포함하는 제형은 복합적인 진통, 항염증, 해

열 및 진해 작용을 제공한다.

또 다른 구체예로, 약물 코팅은 약물 코팅은 필름 형성제로 HPMC 및 코포비돈의 블렌드, 불용성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가

용성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점도 향상제 또는 붕해제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체예의 특정 예로, 약물 코팅은 약 1 wt% 내지

약 2 wt%의 점도 향상제, 예를 들어 HPC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체예의 다른 예로, 약물 코팅은 약 0.5 wt% 내지 약 3

wt% 붕해제를 포함하고, 다른 예로, 약물 코팅은 약 0.5 wt% 내지 약 3 wt%의 계면활성제를 포함한다.

약물 코팅은 높은 약물 적재성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물 코팅이 2 이상의 약물을 포함하는 경우, 약물 코팅이 약

물 코팅에 포함된 약물의 양에 직접 비례하는 양으로 상이한 약물을 방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례 방출은 현저히 상이

한 용해 특성을 나타내는 약물, 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이 약물 코팅에 포함된 경우에 조차도 관찰된

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약물 코팅은 여기에 포함된 약물을 실질적으로 전부 방출한다. 이러한 성능 특성은 신뢰성있고

예견가능한 약물 송달 성능을 확신시켜 광범위하게 상이한 비율로 2 이상의 약물을 송달하는 약물 코팅 제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측면으로, 코팅 제제는 약물 코팅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코팅 현탁액은 물질에 따라 하나 이상의 용매 또

는 용액내에 용해 또는 현탁되는 약물 코팅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물질을 포함한다. 코팅 현탁액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용매는 유기 용매가 아니며, 바람직하게는 수성 용매. 코팅 현탁액에 포함될 수 있는 수성 용매로서 정제수, pH 조절된 물,

산화수 또는 수성 완충액이 포함되나, 이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구체예로, 코팅 현탁액에 포함된 수성 용매는

USP 정제수이다. 코팅 제제는 바람직하게는 수성 제제이며, 코팅 조성물을 제제화하는데 있어서 유기 용매를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나 단점들을 방지한다.

약물 코팅이 적어도 하나의 불용 약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코팅 제제는 전형적으로 임의의 적합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성

현탁액으로 제조되며, 바람직한 구체예로, 코팅 제제는 공지된 코팅 방법, 예를 들어, 팬 코팅, 유체층 코팅, 또는 예컨대 약

물 코팅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임의의 다른 표준 코팅 방법을 통해 약물 코팅의 제조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제화된

다. 코팅 현탁액에 사용된 용매의 정확한 양이 예를 들어 최종 약물 코팅에 포함될 물질, 코팅 현탁액의 소정 코팅 성능 및

최종 약물 코팅의 소정 물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지라도, 코팅 현탁액은 전형적으로 약 30 wt% 이하의 고체 함량을 포함

하며, 코팅 현탁액의 나머지는 소정 용매로 구성된다. 코팅 현탁액의 바람직한 구체예는 약 80 wt%의 소정 수성 용매 및

약 20 wt%의 고체 함량을 가진다. 코팅 현탁액은 약물 코팅의 스프레이 코팅을 용이하게 하기에 충분히 낮지만, 코팅 공정

동안 코팅 현탁액에 포함된 불용 약물의 실질적으로 균일한 분산물을 유지하도록 하기에 충분히 높은 점도를 나타내도록

제제화된다.

코팅 제제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코팅 제제에 적재된 약물은 미소화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코팅 제제에 적재된 약물의 입

자 크기를 감소시킴에 따라 표면적으로 보다 평활한 약물 코팅이 얻어질 수 있다. 또한, 코팅 제제에 적재된 약물의 입자

크기를 감소시킴에 따라, 특히 약물이 불용 약물인 경우, 코팅 제제로 제조된 약물 코팅로부터 방출될 때 약물의 용해 속도

가 개선될 수 있다. 코팅 제제의 일례로, 코팅 제제는 평균 입경 100 미크론 미만의 미소화 약물 물질을 포함한다. 다른 구

체예로, 코팅 제제는 평균 입경 50 미크론 미만의 미소화 약물 물질을 포함하고, 또 다른 구체예로, 코팅 제제는 평균 입경

10 미크론 미만의 미소화 약물 물질을 포함한다. 약물 재료의 미소화는 당업계에 알려진 방법, 예를 들어 공지된 비드 밀

링, 제트 밀링 또는 마이크로침전법에 따라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으며, 입자 크기는 임의의 통상적인 입자 크기 측정 기

술, 예를 들어 SFFF(sedimentation field flow fractionation), 광자 상호 분광학(photon correlation spectroscopy) 또는

디스크 원심분리를 이용하여 측정될 수 있다.

코팅 제제내 용해 또는 현탁된 고체는 약물 코팅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상대적인 양으로 코팅 제제에 적재된다. 예를 들어,

코팅 제제에 포함된 약물은 코팅 제제에 적재된 고체의 약 85 wt% 내지 약 97 wt%를 구성한다. 바람직한 구체예로, 코팅

제제에 포함된 약물은 코팅 제제에 적재된 고체의 약 90 wt% 내지 약 93 wt%를 구성한다. 코팅 제제에 포함된 필름 형성

제는 코팅 제제에 적재된 고체의 약 3 wt% 내지 약 15 wt%를 구성하고, 바람직한 일례로, 코팅 제제에 포함된 필름 형성

제는 코팅 제제에 적재된 고체의 약 7 wt% 내지 약 10 wt%를 구성한다. 포함될 경우, 점도 향상제는 전형적으로 코팅 제

제에 포함된 고체의 5 wt% 이하를 구성한다. 점도 향상제가 고체의 2 wt% 이하를 구상하는 코팅 제제가 바람직하고, 특히

바람직한 구체예로, 코팅 제제에 포함된 점도 향상제는 코팅 제제에 포함된 고체의 1 wt% 이하를 구성한다. 코팅 제제에

의해 형성된 코팅이 붕해제를 포함하는 경우, 붕해제는 전형적으로 코팅 제제에 포함된 고체의 약 6 wt%를 구성한다. 바

람직한 구체예로, 붕해제는 코팅 제제에 포함된 고체의 약 0.5 wt% 내지 약 3 wt%를 구성하고, 붕해제를 포함하는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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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의 특히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붕해제는 코팅 제제에 포함된 고체의 약 1 wt% 내지 약 3 wt%를 구성한다. 계면활성제

가 본 발명에 따른 약물 코팅에 포함되는 경우, 계면활성제는 전형적으로 코팅 제제에 포함된 고체의 약 6 wt% 이하를 구

성한다. 바람직하게, 계면활성제가 코팅 제제에 포함된 경우, 계면활성제는 코팅 제제에 포함된 고체의 약 0.5 wt% 내지

약 3 wt%를 구성하고,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코팅 제제의 특히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계면활성제는 코팅 제제에 포함된

고체의 약 1 wt% 내지 약 3 wt%를 구성한다.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함유하는 삼투압 제형의 제조

OROS® 기술은 즉방출 약물을 제공하는 약물 코팅을 사용하거나 사용함이 없이 하나 이상의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조절가능한 지효성 제형을 제공한다. 다양한 삼투 디스펜서 타입은 예를 들어 미국 특허 3,845,770에 개시된 바와

같은 기본 삼투 펌프, 미국 특허 3,995,631, 4,034,756 및 4,111,202에 개시된 바와 같은 미니 삼투 펌프 및 예를 들어 미

국 특허 4,320,759, 4,327,725, 4,449,983, 4,765,989, 4,940,465 및 6,368,626(모두 본 원에 참고로 인용됨)에 개시된

바와 같은 푸쉬-풀(push-pull), 푸쉬-멜트(push-melt) 및 푸쉬-스틱(push-stick) 삼투 펌프로 지칭되는 멀티-챔버 삼투

시스템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는 OROS®의 특정 예는 OROS® Push-Stick System을 포함한다. 삼투 시스

템의 중요한 이점은 작동이 실질적으로 pH-비의존성이고, 따라서 제형이 위장관을 통과하여 상당히 다른 pH 값을 가지는

상이한 마이크로환경을 거치는 경우에 조차도 연장된 시간에 걸쳐 삼투 결정 속도로 지속된다는 것이다. 연장 방출은 수시

간으로 짧거나 제형이 위장관에 체류하는 것과 같이 오래동안 지속될 수 있다.

삼투 제형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물은 확산시키나 약물 또는 존재하는 경우 삼투제는 확산시키지 않는 반투과막에 의해 형

성된 격벽으로 유체를 흡수시킬 수 있는 추진력을 발생하는 삼투압을 활용한다. 이러한 삼투 제형에서, 활성제제 저장소

(들)는 전형적으로 고체, 액체 또는 현탁액 형태의 약제를 함유하는 활성제제 격막 및 위로부터 유체를 흡수하여 제형을 팽

창시키고 그로부터 활성제제를 사용 환경으로 내보낼 친수성 폴리머의 팽창성 "푸쉬" 격막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삼투 제형은 본 원에 전적으로 참고로 인용되는 Santus and Baker (1995), "Osmotic drug delivery: a review of

the patent literature,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 35:1-21을 참조하기 바란다. 특히, 본 출원의 양수인인 ALZA

Corporation 소유의 하기 미국 특허가 본 원에 참고로 인용된다: 미국 특허 3,845,770; 3,916,899; 3,995,631;

4,008,719; 4,111,202; 4,160,020; 4,327,725; 4,519,801; 4,578,075; 4,681,583; 5,019,397; 5,156,850; 5,912,268;

6,375,978; 6,368,626; 6,342,249; 6,333,050; 6,287,295; 6,283,953; 6,270,787; 6,245,357; 및 6,132,420.

제형의 코어는 전형적으로 제 1 층으로 결합제 및 진통제, 제 2 층으로 팽창 또는 푸쉬층을 압축하여 형성된 건조 조성물

또는 실질적으로 건조 조성물을 가지는 약물층을 포함한다. "건조 조성물" 또는 "실질적으로 건조 조성물"이란 제형의 약

물층을 형성하는 조성물이 플러그형 상태로 제형으로부터 방출되고, 이때 조성물은 충분히 습기가 없거나, 점성이 매우 높

아서 푸쉬층에 의한 압력하에 제형으로부터 액체 스트림으로서 쉽게 유동하지 않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약물층 자체는 푸

쉬층에 비해 삼투 활성이 매우 낮아서 약물, 결합제 및 붕해제가 잘 수화되지 않기 때문에 약물층은 제형으로부터 슬러리

또는 현탁액으로 유출되지 않는다. 약물층이 슬러리 또는 현탁액으로서 사용 환경에 노출되는 대안의 삼투 제형에 반해,

약물층은 침식성 조성물로서 사용 환경에 노출된다. 송달될 약물의 좋지 않은 용해성 뿐 아니라 높은 약물 적재로 인해 임

의의 삼투제를 거의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층은 침식성 조성물이다.

압축 기술은 당업계에 공지되었으며 실시예 1에 예시되었다. 팽창층은 푸쉬층이 사용 환경으로부터 유체를 흡수함에 따라

출구 오리피스로부터 약물을 밀어애고, 노출된 약물층은 부식되어 약물을 사용 환경에 방출할 것이다. 이는 도 1을 참조로

하여 알 수 있다. 제형으로부터 방출시에, 약물층은 물을 흡수하여 붕해제를 팽창시키고 용해제를 용해시켜 침식성 고체를

분산시키며 진통제를 사용 환경의 유체에 용해시킨다. 이러한 "푸쉬-스틱" 제제가 바람직한 제형이고, 이하 좀 더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삼투 제형의 구체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캐비티를 한정하고 여기에 형성되었거나 형성가능한 출구 오리피스를 가지는 반

투과성 막, 캐비티내에 함유되고 출구 오리피스에 인접하여 위치한 치료적으로 유효한 양의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

오이드 진통제를 포함하는 약물층, 캐비티내에 함유되고 출구 오리피스로부터 떨어져 위치한 푸쉬 치환층 및 적어도 벽에

대향하여 위치한 약물층의 외부면과 반투과성 막의 내면 사이에 위치한 유동 향상 층. 제형은 사용 환경에서 물과 접촉후

약 12 시간 이하동안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방출 속도를 제공한다.

삼투 제형의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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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쉬-스틱" 구조를 가지는 본 발명의 제형의 바람직한 구체예가 도 1에 대상에 투여되기 전, 작동 동안 및 활성제제의 송

달후 상태로 도시되었다. 제형은 벽 한정 캐비티 및 출구 오리피스를 가진다. 캐비티내 출구 오리피스로부터 떨어져 푸쉬

치환층이 배치되고, 약물층이 출구 오리피스에 인접하여 캐비티내에 위치한다. 유동 향상층은 적어도 약물층과 벽의 내면

사이에 연장되어 있으며, 벽의 내면과 푸쉬 치환층 사이에 연장되어 있을 수 있다.

제형은 약물 적재량이 높으며, 즉 약물층의 총 중량에 기초해 약물층내 활성제제가 60% 이상, 보다 일반적으로는 70% 이

상이며, 침식성 조성물로서 사용 환경에 노출된다. 약물층은 붕해제, 계면활성제, 결합제 및/또는 겔화제 또는 이들의 혼합

물과 함께 오피오이드 진통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로 구성된 조성물을 포함한다. 결합제는 일반적으로 조절 송달 패턴을

가지며 활성제제의 방출 속도에 기여하는 친수성 폴리머로서, 예컨대 하이드록시알킬셀룰로즈, 하이드록시프로필알킬셀

룰로즈, 폴리(알킬렌) 옥사이드 또는 폴리비닐피롤리돈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다. 이들 친수성 폴리머의 대표적인 예는 폴

리(에틸렌 옥사이드), 폴리(메틸렌 옥사이드), 폴리(부틸렌 옥사이드) 및 폴리(헥실렌 옥사이드)를 포함하나 이들로만 한정

되지 않는 수평균 분자량 100,000 내지 750,000의 폴리(알킬렌 옥사이드); 폴리(알칼리 카복시메틸셀룰로즈), 예를 들어

폴리(소듐 카복시메틸셀룰로즈), 폴리(포타슘 카복시메틸셀룰로즈) 및 폴리(리튬 카복시메틸셀룰로즈)로 대표되는 수평균

분자량 40,000 내지 400,000의 폴리(카복시메틸셀룰로즈); 수평균 분자량 9,200 내지 125,000의 하이드록시알킬셀룰로

즈, 이를케면 하이드록시프로필셀룰로즈, 하이드록시프로필알킬셀룰로즈, 예컨대 하이드록시프로필에틸셀룰로즈, 하이드

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즈, 하이드록시프로필부틸셀룰로즈 및 하이드록시프로필펜틸셀룰로즈를 포함하나 이들로만 한정

되지 않는 수평균 분자량 9,200 내지 125,000의 하이드록시프로필알킬셀룰로즈; 및 평균 분자량 7,000 내지 75,000의 폴

리(비닐피롤리돈)이다. 이들 폴리머중에서 바람직한 것은 수평균 분자량 100,000-300,000의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및

하이드록시알킬셀룰로즈이다. 위 환경에서 부식하는 담체, 즉 침식성 담체가 특히 바람직하다.

계면활성제 및 붕해제가 또한 담체에 사용될 수 있다. 붕해제는 일반적으로 전분, 클레이, 셀룰로즈, 알긴 및 검 및 가교화

전분, 셀룰로즈 및 폴리머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붕해제는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크로스카멜로스, 크로스포비돈, 소듐

전분 글리콜레이트, 비검(Veegum) HV, 메틸셀룰로즈, 아가, 벤토나이트, 카복시메틸셀룰로즈, 저치환 카복시메틸셀룰로

즈, 알긴산, 구아검 등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붕해제는 이소크로스카멜로스 소듐이다.

예시적인 계면활성제는 HLB 값이 약 10-25인 것,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글리콜 400 모노스테아레이트, 폴리옥시에틸렌-

4-소르비탄 모노라우레이트, 폴리옥시에틸렌-20-소르비탄 모노올레에이트, 폴리옥시에틸렌-20-소르비탄 모노팔미테

이트, 폴리옥시에틸렌-20-모노라우레이트, 폴리옥시에틸렌-40-스테아레이트, 소듐 올레에이트 등이다. 유용한 계면활

성제는 일반적으로 음이온성, 양이온성 및 즈비터 이온성 계면활성제를 비롯한 이온성 계면활성제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

제를 포함한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특정 구체예에서 바람직하며, 예를 들어 폴리옥실 스테아레이트s 예를 들어폴리옥

실 40 스테아레이트, 폴리옥실 50 스테아레이트, 폴리옥실 100 스테아레이트, 폴리옥실 12 디스테아레이트, 폴리옥실 32

디스테아레이트 및 폴리옥실 150 디스테아레이트 및 기타 MyrjTM 계열의 계면활성제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용

해 약물을 형성하는데 유용한 다른 계통의 계면활성제는 일반식 HO(C2H40)a(-C3H60)b(C2H40)aH의 폴록사머로도 공지

된 에틸렌 옥사이드/프로필렌 옥사이드/에틸렌 옥사이드의 트리블록 코폴리머이며, Pluronic 및 Poloxamer의 상품명으

로 입수가능하다. 이 계통의 계면활성제에서, 친수성 에틸렌 옥사이드가 계면활성제 분자의 말단에 위치하며, 계면활성제

분자의 프로필렌 옥사이드의 소수성 미드블록이 약물을 용해시키고 현탁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들 계면활성제는 실온에서

고체이다. 다른 유용한 계면활성제는 당 에스테르 계면활성제,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예를 들어 소르비탄 모노라우레

이트, 소르비탄 모노팔미테이트, 소르비탄 모노스테아레이트, 소르비탄 트리스테아레이트, 및 다른 스판 계열 계면활성제,

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예를 들어 글리세롤 모노스테아레이트, 폴리옥시에틸렌 유도체, 예를 들어 고분자량 지방족 알

콜의 폴리옥시에틸렌 에테르(예: Brij 30, 35, 58, 78 및 99,) 폴리옥시에틸렌 스테아레이트(자가 유화), 폴리옥시에틸렌

40 소르비톨 라놀린 유도체, 폴리옥시에틸렌 75 소르비톨 라놀린 유도체, 폴리옥시에틸렌 6 소르비톨 비즈왁스 유도체,

폴리옥시에틸렌 20 소르비톨 비즈왁스 유도체, 폴리옥시에틸렌 20 소르비톨 라놀린 유도체, 폴리옥시에틸렌 50 소르비톨

라놀린 유도체, 폴리옥시에틸렌 23 라우릴 에테르, 부틸화 하이드록시아니솔을 가지는 폴리옥시에틸렌 2 세틸 에테르, 폴

리옥시에틸렌 10 세틸 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 20 세틸 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 2 스테아릴 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 10

스테아릴 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 20 스테아릴 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 21 스테아릴 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 20 올레일

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 40 스테아레이트, 폴리옥시에틸렌 50 스테아레이트, 폴리옥시에틸렌 100 스테아레이트, 소르비

탄의 지방산 에스테르의 폴리옥시에틸렌 유도체, 예를 들어 폴리옥시에틸렌 4 소르비탄 모노스테아레이트, 폴리옥시에틸

렌 20 소르비탄 트리스테아레이트, 및 다른 트윈 계열의 계면활성제, 포스포리피드 및 포스포리피드 지방산 유도체, 예를

들어 레시틴, 지방 아민 옥사이드, 지방산 알칸올아미드,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에스테르 및 모노글리세리드, 예를 들어 수

소첨가된 팜유 모노글리세리드, 수소첨가된 대두유 모노글리세리드, 수소첨가된 팜 스테아린 모노글리세리드, 수소첨가된

식물성 모노글리세리드, 수소첨가된 코코넛 오일 모노글리세리드, 정제 팜유 모노글리세리드, 부분 수소첨가된 대두유 모

노글리세리드, 면실유 모노글리세리드 해바라기유 모노글리세리드, 해바라기유 모노글리세리드, 캐놀라유 모노글리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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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숙시닐화 모노글리세리드, 아세틸화 모노글리세리드, 아세틸화 수소첨가된 식물성 오일 모노글리세리드, 아세틸화 수

소첨가된 코코넛 오일 모노글리세리드, 아세틸화 수소첨가된 대두유 모노글리세리드, 글리세롤 모노스테아레이트, 수소첨

가된 대두유를 가지는 모노글리세리드, 수소첨가된 팜유를 가지는 모노글리세리드, 숙시닐화 모노글리세리드 및 모노글리

세리드, 모노글리세리드 및 평지씨유, 모노글리세리드 및 면실유,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에스테르 소듐 스테아로일 락틸화

실리콘 디옥사이드를 가지는 모노글리세리드, 디글리세리드, 트리글리세리드, 폴리옥시에틸렌 스테로이드성 에스테르, 상

업적 제품에 보다 적은 양으로 존재하는 저 및 고 몰 부가물을 가지며 에틸렌 옥사이드와 중합된 옥틸페놀로부터 제조된

Triton-X 계열의 계면활성제(상품명에서, "100"의 숫자는 구조내 에틸렌 옥사이드 단위수와 간접 관련이 있으며, 예컨대

Triton X-10OTM은 평균 분자량 625로, 분자당 평균 N = 9.5의 에틸렌 옥사이드 단위를 가진다) 및 Igepal CA-630TM 및

Nonidet P-40M(NP-40TM, N-라우로일사코신,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을 비롯한 Triton X-100과 유사

한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등을 포함한다. 상기 임의 계면활성제는 또한 임의적인 첨가 방부제, 예를 들어 부틸화 하이드록

시아니솔 및 시트르산을 포함한다. 또한, 계면활성제 분자내 임의의 탄화수소 쇄는 포화 또는 불포화, 수소첨가 또는 비수

소첨가될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계통의 계면활성제는 에틸렌 옥사이드:프로필렌 옥사이드:에틸렌 옥사이드의 a:b:a 트리블록 코폴리머인

폴록사머 계면활성제이다. "a" 및 "b"는 폴리머 쇄의 각 블록에 대한 모노머 단위의 평균수를 나타낸다. 이들 계면활성제는

BASF Corporation(Mount Olive, New Jersey)로부터 각종 상이한 분자량 및 상이한 값의 "a" 및 "b" 블록으로 상업적으

로 입수가능하다. 예를 들어, Lutrol® F127은 분자량 범위가 9,840 내지 14,600이고, "a"는 약 101이며, "b"는 약 56이고,

Lutrol F87은 분자량이 6,840 내지 8,830이고, "a"는 64이며, "b"는 37이고, Lutrol F108은 평균 분자량이 12,700 내지

17,400이고, "a"는 141이며 "b"는 44이고, Lutrol F68은 평균 분자량이 7,680 내지 9,510이고, "a"는 약 80이며, "b"는 약

27이다.

그밖의 다른 계면활성제는 지방산의 당 에스테르인 당 에스테르 계면활성제이다. 이러한 당 에스테르 계면활성제는 당 지

방산 모노에스테르, 당 지방산 디에스테르, 트리에스테르, 테트라에스테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모노- 및 디-

에스테르가 가장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 당 지방산 모노에스테르는 선형, 측쇄, 또는 포화 또는 불포화 C6-C24 지방산일

수 있는 탄소수 6 내지 24의 지방산이다. C6-C24 지방산은 C6, C7, C8, C9, C10, C11, C12, C13, C14, C15, C16, C17, C18,

C19, C20, C21, C22, C23 및 C24의 부분범위 또는 조합을 포함한다. 이들 에스테르는 바람직하게는 스테아레이트, 베헤나

이트, 코코에이트, 아라키도네이트, 팔미테이트, 미리스테이트, 라우레이트, 카프레이트, 올레에이트, 라우레이트 및 이들

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당 지방산 모노에스테르는 적어도 하나의 사카라이드 단위, 예를 들어 수크로스, 말토스, 글루코스, 프럭토스,

만노스, 갈락토스, 아라비노스, 크실로스, 락토스, 소르비톨, 트레할로스 또는 메틸글루코스를 포함한다. 디사카라이드 에

스테르, 예를 들어 수크로스 에스테르가 가장 바람직하고, 수크로스 코코에이트, 수크로스 모노옥타노에이트, 수크로스 모

노데카노에이트, 수크로스 모노- 또는 디라우레이트, 수크로스 모노미리스테이트, 수크로스 모노- 또는 디팔미테이트, 수

크로스 모노- 및 디스테아레이트, 수크로스모노-, 디- 또는 트리올레에이트, 수크로스 모노- 또는 디리놀레에이트, 수크

로스 폴리에스테르, 예를 들어 수크로스 펜타올레에이트, 헥사올레에이트, 헵타올레에이트 또는 옥토올레에이트 및 혼합

에스테르, 예를 들어 수크로스 팔미테이트/스테아레이트를 포함한다.

이들 당 에스테르 계면활성제의 특히 바람직한 예는 예를 들어 미국 특허 3,480,616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에스테르화도

를 조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수크로스 스테아레이트를 포함하는 여러 모노-, 디- 및 모노/디에스테르 혼합물을

나타내는 Croda Inc(Parsippany, NJ)에서 Crodesta F10, F50, F160 및 F110 상품명으로 시판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

바람직한 당 에스테르 계면활성제는 비오염 과립화 및 타정 용이성에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Mitsubishi 사에서 Ryoto 당 에스테르, 예를 들어 20% 모노에스테르 및 80% 디-, 트리- 및 폴리에스테르로 형성된 수크

로스 베헤네이트에 상응하는 B370로 시판되는 것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Goldschmidt 사에서 "Tegosoft PSE" 명으로

시판되는 수크로스 모노- 및 디팔미테이트/스테아레이트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당 에스테르는 또한 당으로부터 유도되

지 않은 다른 화합물과의 혼합물로 존재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예는 ICI 사에 의해 "Arlatone 2121" 명으로 시판되고 있는

소르비탄 스테아레이트 및 수크로스 코코에이트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른 당 에스테르는 예를 들어, 글루코스 트리올레

에이트, 갈락토스 디-, 트리-, 테트라- 또는 펜타올레에이트, 아라비노스 디-, 트리- 또는 테트랄린올레에이트 또는 크실

로스 디-, 트리- 또는 테트랄린올레에이트,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지방산의 다른 당 에스테르는 메틸글루코스

의 에스테르를 포함하며, Goldschmidt 사에 의해 Tegocaxe 450 명으로 시판되고 있는 메틸글루코스의 디스테아레이트

및 폴리글리세롤-3의 디스테아레이트를 포함한다. 글루코스 또는 말토스 모노에스테르, 예를 들어 메틸 O-헥사데카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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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글루코사이드 및 O-헥사데카노일-6-D-말토스가 또한 포함될 수 있다. 특정의 다른 당 에스테르 계면활성제는 당

및 지방산의 옥시에틸렌화 에스테르를 포함하고, 옥시에틸렌화 유도체, 예를 들어 Amerchol 사에 의해 "Glucamate

SSE20" 명으로 시판되고 있는 PEG-20 메틸글루코스 세스퀴스테아레이트를 포함한다.

고체 계면활성제 및 그의 성질을 보유한 계면활성제의 출처는 McCutcheon's Detergents and Emulsifiers, International

Edition 1979 and McCutcheon's Detergents and Emulsifiers, North American Edition 1979로부터 입수가능하다. 고

체 계면활성제의 성질에 대한 정보의 다른 출처는 BASF Technical Bulletin Pluronic & Tetronic Surfactants 1999 및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factants from ICI America Bulletin 0-1 10/80 5M, and Eastman Food Emulsifiers

Bulletin ZM-1K October 1993을 포함한다.

상기 문헌에 표로 나타내어진 계면활성제 특성중 하나는 HLB 값, 또는 친수성 친유성 발란스 값이다. 이 값은 계면활성제

분자의 상대적인 친수성 및 상대적인 소수성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HLB 값이 높을수록 계면활성제의 친수성이 큰 반

면, HLB 값이 낮을수록 계면활성제의 소수성이 크다. Lutrol® 분자, 예를 들어, 에틸렌 옥사이드 분획은 친수성 부분을 나

타내고, 프로필렌 옥사이드 분획은 소수성 분획을 나타낸다. Lutrol F127, F87, F108, 및 F68의 HLB 값은 각각 22.0,

24.0, 27.0 및 29.0이다. 바람직한 당 에스테르 계면활성제는 약 3 내지 약 15 범위의 HLB 값을 제공한다. 가장 바람직한

당 에스테르 계면활성제, Crodesta F160은 14.5의 HLB 값을 갖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콜린산 및 콜린산 유도체, 예를 들어 데옥시콜린산, 우르소데옥시콜린산, 타우로콜린산, 타우로데옥

시콜린산, 타우로체노데옥시콜린산, 및 이들의 염, 및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며, 가장 일반적인 예는 소듐 도데실

(또는 라우릴)설페이트이다. 즈비터 이온성 또는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일반적으로 음이온으로서 카복실레이트 또는 포스

페이트 그룹 및 양이온으로서 아미노 또는 사차 암모늄 부분을 포함한다. 이들은, 예를 들어 다양한 폴리펩티드, 단백질,

알킬 베타인 및 천연 포스포리피드, 예를 들어 레시킨 및 세팔린, 알킬-베타-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및 2-알킬-이미다졸

린 사차 암모늄염, 및 CHAPS 계열의 계면활성제 (예: Aldrich로부터 입수가능한 3-[3-콜아미도프로필)디메틸암모니올]

-1-프로판설포네이트 하이드레이트) 등을 포함한다.

계면활성제는 전형적으로 응집성이 좋지 않아서 견고한 경질 정제로서 압축되지 않는다. 또한, 계면활성제는 표준 온도 및

조건에서 액체, 페이스트 또는 왁스성 고체의 물리적 형태이며, 타정된 약제학적 제형에 적합치 않다. 상기 언급된 계면활

성제는 놀랍게도, 고 투여량으로 송달된 저 용해성 약물의 용해성 및 잠재적인 생체이용율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계면활성제는 하나의 계면활성제 또는 계면활성제 블렌드로 포함될 수 있다. 계면활성제는 약물의 붕괴 및 용해도를 촉진

시키는 값을 가지도록 선택된다. 특정 약물이 중간 HLB 값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고 HLB 계면활성제를 저 HLB 계면활성제

와 블렌딩하여 이들 사이의 순 HLB 값을 제공할 수 있다. 계면활성제는 송달 약물에 따라 선택되며, 적절한 HLB 그레이드

가 이용된다.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는 송달 기간, 즉 제형의 연속 투여 사이의 시간에 걸쳐 유지되어야 하는 필요한 투여 수준에 따라, 제

형당 1 마이크로그램 내지 1000 mg, 및 보다 전형적으로 약 200 내지 약 600 mg의 양으로 약물층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바람직한 구체예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는 500±50 mg의 아세트아미노펜이다. 일반적으로, 제형내 적재된 화합물은 환

자가 경험한 통증 수준에 따라 대상에 1일 약 3000 mg 이하, 보다 일반적으로 1일 약 1000 내지 2000 mg 이하 범위의 양

으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제공할 것이다.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송달 기간, 즉 제형의 연속 투여 사이의 시간에 걸쳐 유지되어야 하는 필요한 투여 수준에 따라, 약물

층에 제형당 1 마이크로그램 내지 50 mg 및 보다 전형적으로 약 10 내지 약 30 mg의 양으로 제공될 수 있다. 바람직한 구

체예로,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15±5 mg의 하이드로코돈이다. 일반적으로, 제형내 적재된 화합물은 환자가 경험한 통증 수

준에 따라 대상에 1일 약 100 mg 이하, 보다 일반적으로 1일 약 10 내지 600 mg 범위의 양으로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제

공할 것이다.

푸쉬층은 약물층과 직접 또는 간접 접촉 층상 배열로 푸쉬-치환 조성물을 가지는 팽창층이다. 푸쉬층은 일반적으로 수성

또는 생물학적 유체를 흡수하고 팽창하여 장치의 출구 수단을 통해 약물 조성물을 밀어내는 폴리머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유체-흡수 치환 폴리머는 수평균 분자량 1 내지 15 밀리온의 폴리(알킬렌 옥사이드), 전형적으로 수평균 분자량

500,000 내지 3,500,000의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및 폴리(알칼리 카복시메틸셀룰로즈)(여기에서, 알칼리는 소듐, 포타

슘 또는 리튬이다)중에서 선택된 멤버를 포함한다. 푸쉬-치환 조성물 제제에 대한 추가의 폴리머는 하이드로겔을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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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폴리머를 포함하는 오스모폴리머, 예컨대 Carbopole® 산성 카복시폴리머, 폴리알릴 수크로스와 아크릴 가교화된 폴리

머(카복시폴리메틸렌으로도 공지되었다) 및 분자량 250,000 내지 4,000,000의 카복시비닐 폴리머; Cyanamer® 폴리아

크릴아미드; 가교화 수팽창성 인덴말레산 무수물 폴리머; 분자량 80,000 내지 200,000의 Good-rite® 폴리아크릴산; 축합

글루코스 단위로 구성된 Aqua-Keeps® 아크릴레이트 폴리머 폴리사카라이드, 예를 들어 디에스테르 가교화 폴리글루란

등을 포함한다. 하이드로겔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폴리머는 선행기술에 Hartop에 의한 미국 특허 3,865,108; Manning에

의한 미국 특허 4,002,173; Michaels에 의한 미국 특허 4,207,893; 및 Handbook of Common Polymer, Scott and Roff,

Chemical Rubber Co., Cleveland, Ohio에 공지되었다.

외벽 및 서브코트를 통해 삼투압 구배를 나타내는 삼투 용질 및 삼투 효과제로도 알려진 삼투제는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리튬, 황산마그네슘, 염화마그네슘, 황산칼륨, 황산나트륨, 황산리튬, 칼륨산 포스페이트, 만니톨, 우레아, 이노시톨,

마그네슘 숙시네이트, 타르타르산 라피노스, 수크로스, 글루코스, 락토스, 소르비톨, 무기염, 유기염 및 탄수화물로 구성된

그룹중에서 선택된 멤버를 포함한다.

비록 흐름-촉진층(flow-promoting layer)(간단하게 서브코트(subcoat)라고도 부름)이 푸쉬 이동층(push displacement

layer)의 외부 표면까지 확장하여 그를 둘러싸고 접촉할 수 있다 할지라도,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흐름-촉진층은 반투과성 벽(semipermeable wall)의 내부 표면 및 적어도 약물층(drug layer)의 외부표면과 접촉하고 있

다. 벽은 통상적으로 최소한 벽의 내부 표면에 반대쪽인 약물층의 외부표면의 일부분을 둘러쌀 것이다. 흐름-촉진층은 약

물층 및 푸쉬층을 포함하는 압축된 코어(core) 상에 적용된 코팅제로서 형성될 수 있다. 외부의 반투과성 벽은 내부의 흐

름-촉진층을 에워싸서 밀봉한다. 흐름-촉진층은 적어도 약물층의 표면 및 선택적으로, 조밀한 약물층 및 푸쉬 이동층의

전체 외부 표면의 서브코트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투과성 벽이 약물층, 푸쉬층 및 흐름-촉진층으로 형성된 복합

물(composite)의 코트로 형성될 때, 박투과성 벽과 흐름-촉진층의 접촉이 보장된다.

흐름-촉진층이 약물층의 외부 표면과 반투과성 벽(2)의 사이의 마찰력을 감소시켜 본 발명의 제형으로부터의 약물 방출을

촉진시킴으로써, 장치에서 좀 더 완벽한 약물의 송달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고가의 활성 화합물인 경우, 필요한 약물의 최

소량이 송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과량의 약물로 약물층을 적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기 개선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

익을 제공한다.

흐름-촉진층은 통상적으로 0.01 내지 5 mm의 두께를 가질 수 있으며, 0.5 내지 5 mm의 두께를 가지는 것이 더 통상적이

고, 히드로겔, 젤라틴, 저분자량 폴리에틸렌 옥사이드(polyethylene oxide)(예를 들어, 100,000MW 이하), 하이드록시알

킬셀룰로오스(예를 들어, 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 하이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하이드록시이소프로필셀룰로오스,

하이드록시부틸셀룰로오스 및 하이드록시페닐셀룰로오스, 및 하이드록시알킬 알킬셀룰로오스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멤

버 및 그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하이드록시알킬셀룰로오스는 9,500 내지 1,250,000의 수평균분자량(number-average

molecular weight)을 가지는 중합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80,000 내지 850,000 사이의 수평균분자량을 가지는 하이드

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는 유용하다. 흐름-촉진층은 수용성 용매 또는 활성이 없는 유기용매에 상기 물질이 존재하는 통상

적인 용액 또는 현탁액으로 준비될 수 있다. 서브코트 또는 흐름-촉진층에 바람직한 물질은 하이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

스,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오스,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 셀룰로오스, 프로비돈[폴리(비닐피롤리돈)],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 그 혼합물을 포함한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유기용매, 특히 1 내지 8 탄소원자를 가진 저급 알칸올과 같은 유기극성용매

에 준비된 하이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및 포비돈의 혼합물이고, 에탄올, 수용성 용매에 준비된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

오스 및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 셀룰로오스의 혼합물, 및 수용성 용액에 준비된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오스 및 폴리에틸

렌 글리콜의 혼합물도 바람직하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흐름-촉진층이 에탄올에 준비된 하이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및

포비돈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것이다.

편리하게, 이중막 코어에 적용된 흐름-촉진층의 중량은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출속도 분석에서 제형에 남아있

는 잔존약물 및 흐름-촉진층의 두께와 관련될 수 있다. 제조작업 동안, 흐름-촉진층의 두께는 코팅작업에서 이루진 서브

코트의 중량을 조절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흐름-촉진층이, 예를 들어 정제화된 이중막 복합물 약물층 및 푸쉬층 상에

코팅됨으로써, 서브코트로 형성될 경우, 서브코트는 정제화 공정에 의해 이중막 코어 상에 형성된 표면 불균일(surface

irregularity)을 메울 수 있다. 그 결과로 형성된 부드러운 외부 표면이 약물의 분배 동안 이중막 복합물과 반투과성 벽 사

이의 미끄러짐(slippage)을 촉진함으로써, 투여기간 말기에는 장치에 소량의 약물 조성물이 잔존하게 된다. 흐름-촉진층

이 젤-형성 물질로 제조될 경우, 사용되는 환경에서 물과의 접촉은 반투과성 막과 약물층 사이의 미끄러짐을 촉진하고 강

화할 수 있는 점도를 가지는 젤 또는 젤-유사 내부코트(gel-like inner coat)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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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은 물 및 생물학적 유체와 같은 외부 유체의 통과에 대하여 투과성이고, 활성성분(active agent), 삼투제(osmagent), 삼

투중합체(osmopolymer) 및 그 등가물의 통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불투과성인 반투과성 조성물이다. 벽을 형성하기 위

해 사용된, 선택적으로 반투과성인 조성물은 본질적으로 비침식성이고, 약물의 유효기간(life) 동안 생물학적 유체에서 불

용해성이다. 벽은 완전히 반투과성일 필요는 없으나, 푸쉬층이 유체를 흡수하고 사용 동안 팽창하도록, 적어도 벽의 일부

분은 유체가 푸쉬 이동층과 접촉하거나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반투과성이어야 한다. 벽은 셀룰로오스 아실레이트, 셀

룰로오스 디아실레이트, 셀룰로오스 트리아실레이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디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트리

아세테이트, 또는 그 혼합물과 같은 중합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벽 형성 물질은 에틸

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폴리에틸렌, 에틸렌의 공중합체, Engage®(DuPont Dow사의 탄성중합체)와 같은 에틸렌

옥사이드를 포함하는 폴리올레핀, 폴리아미드, 셀룰로오스계 물질(cellulosic material), 폴리우레탄, PEBAX®(Elf

Atochem North America사)와 같은 폴리에테르 블럭 아미드 공중합체,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부틸레이트(cellulose

acetate butyrate) 및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로부터 선택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벽은 셀룰로오스 벽-형성 중합체 60

wt% 내지 100 wt%를 포함하거나, 폴록사머(poloxamer)로 알려진 에틸렌 옥사이드-프로필렌 옥사이드 블록 공중합체

0.01 wt% 내지 10 wt%; 또는 하이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및 하이드록시프로필알킬셀룰로오스, 및 폴리에틸렌 글리콜

5 wt% 내지 15 wt%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셀룰로오스 에테르 1 wt% 내지 35 wt%를 포함할 수 있다. 벽을 이루는 모든

성분의 총 wt%는 100 wt%이다.

벽을 형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중합체는 반투과성 단일중합체(homopolymer), 반투과성 공중합체 및 그 등가물을 포함한

다. 상기 물질은 셀룰로오스 에스테르, 셀룰로오스 에테르 및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에테르를 포함한다. 셀룰로오스계 중

합체는 0 초과 3 이하인 무수글루코즈 유닛(anhydroglucose unit)의 치환도(degree of substitution: DS)를 가진다. 치환

도(DS)는 치환기에 의해 대체되거나 다른 기로 변환되는 무수글루코즈 유닛에 원래 존재하는 수산기 평균수를 의미한다.

무수글루코즈 유닛은 아실기, 알카노일기, 알케노일기, 아로일기, 알킬기, 알콕시기, 할로겐, 카르보알킬기, 알킬카르바메

이트(alkylcarbamate), 알킬카르보네이트, 알킬설포네이트, 알킬설파메이트, 반투과성 중합체 형성기, 및 그 등가물과 같

은 기로 부분적으로 또는 완벽하게 치환될 수 있고, 여기서, 유기적인 부분(organic moiety)은 1 내지 12개의 탄소원자를

함유하는데, 1 내지 8개의 탄소원자를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투과성 조성물은 통상적으로 셀룰로오스 아실레이트, 셀룰로오스 디아실레이트, 셀룰로오스 트리아실레이트, 셀룰로오

스 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디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모노-, 디- 및 트리-셀룰로오스 알카닐레이트, 모

노-, 디- 및 트리-알케닐레이트, 모노-, 디- 및 트리-아로일레이트, 및 그 등가물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중합체는 1.8 내

지 2.3의 DS 및 32% 내지 39.9%의 아세틸기 함량을 가지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1 내지 2의 DS 및 21% 내지 35%의

아세틸기 함량을 가지는 셀룰로오스 디아세테이트; 2 내지 3의 DS 및 34% 내지 44.8%의 아세틸기 함량을 가지는 셀룰로

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및 그 등가물을 포함한다. 더욱 구체적인 셀룰로오스계 중합체는 1.8의 DS 및 38.5%의 프로피오닐

기 함량을 셀룰로오스 프로피오네이트; 1.5% 내지 7%의 아세틸기 함량 및 39% 내지 42%의 아세틸기 함량을 가지는 셀룰

로오스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2.5% 내 3%의 아세틸기 함량, 평균 39.2% 내지 45%의 프로피오닐기 함량, 및 2.8%

내지 5.4%의 하이드록실기 함량을 가지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1.8의 DS, 13% 내지 15%의 아세틸기

함량, 및 34% 내지 39%의 부티릴기 함량을 가지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부티레이트; 2% 내지 29%의 아세틸기 함량,

17% 내지 53%의 부티릴기 함량, 및 0.5% 내지 4.7%의 하이드록실기 함량을 가지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부티레이트;

2.6 내지 3의 DS를 가지는, 셀룰로오스 트리발레레이트(cellulose trivalerate), 셀룰로오스 트리라메이트, 셀룰로오스 트

리팔미테이트, 셀룰로오스 트리촉타노에이트 및 셀룰로오스 트리프로피오네이트와 같은 셀룰로오스 트리아실레이트; 2.2

내지 2.6의 DS를 가지는, 셀룰로오스 디숙시네이트, 셀룰로오스 디팔미테이트, 셀룰로오스 디옥타노테이트, 셀룰로오스

디카프릴레이트, 및 그 등가물과 같은 셀룰로오스 디에스테르; 및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발레레이트, 셀룰로오스 아세테

이트 숙시네이트, 셀룰로오스 프로피오네이트 숙시네이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옥타노에이트, 셀룰로오스 발레레이트

팔미테이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헵타노에이트, 및 그 등가물과 같은 혼합된 셀룰로오스 에스테르를 포함한다. 반투과

성 중합체는 미국특허 4,077,407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Encyclopedia of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Vol. 3,

p.325-354, 인터사이언스 출판사, 뉴욕(1964))에 기재된 과정에 따라 합성할 수 있다.

외부 벽 형성을 위한 부가적인 반투과성 중합체는 셀룰로오스 아세트알데히드 디메틸 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에틸카르바메이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메틸 카르바메이트; 셀룰로오스 디메틸아미노아세테이트; 반투과성 폴리아미

드; 반투과성 폴리우레탄; 반투과성 술폰화 폴리스티렌; 미국특허 3,173,876; 3,276,586; 3,541,005; 3,541,006; 및

3,546,142에 기재된 대로, 음이온 및 양이온의 공동침전에 의해 형성된 가교구조의 선택적 반투과성 중합체; 미국특허

5,133,132에서 Loeb 등에 의해 기술된 반투과성 중합체; 반투과성 폴리스티렐 유도체; 반투과성 폴리(나트륨 스티렌설포

네이트)(poly(sodium styrenesulfonate)); 반투과성 폴리(비닐벤질트리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 및 반투과성 벽을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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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 정수압 또는 삼투압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10-5 내지 10-2(cc. mil/cm hr.atm)의 유체 투과성을 가지는 반투과성

중합체를 포함한다. 상기 중합체는 미국특허 3,845770, 3916899, 및 4160020; 및 Handbook of Common Polymers

(Scott 및 Roff Eds., CRC 출판사, 클리브랜드, 오하이오(197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해당분야에 있어서 공지되어 있다.

벽은 흐름-조절제(flux-regulating agent)를 포함할 수도 있다. 흐름-조절제는 벽을 지나는 흐름 또는 유체 투과성을 조

절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첨가되는 화합물이다. 흐름-조절제는 흐름-촉진제 또는 흐름-감소제일 수 있다. 상기 약제

(agent)는 유체 흐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미리 선택할 수 있다. 물과 같은 유체에 대한 투과성의 현저한 감

소를 야기하는 약제가 본질적으로 소수성인 반면에, 물과 같은 유체에 대한 투과성의 현저한 증가를 야기하는 약제는 대개

본질적으로 친수성이다. 벽 안에 조절인자가 포함된 경우, 조절인자의 양은 통상적으로 중량으로 약 0.01% 내지 약 20%

이거나 그 이상이다. 흐름 조절제(flux regulator agent)는 다가알코올, 폴리알킬렌 글리콜, 폴리알킬렌디올, 알킬렌 글리

콜의 폴리에스테르, 및 그 등가물을 포함한다. 전형적인 흐름 촉진인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300, 400, 600, 1500, 4000,

6000, 및 그 등가물;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폴리부틸렌 글리콜, 및 폴리아밀렌 글리콜과 같은 저분자량 글리콜; 폴리(1,3-

프로파네디올), 폴리(1,4-부타네디올), 폴리(1,6-헥사네디올), 및 그 등가물과 같은 폴리알킬렌디올; 1,3-부틸렌 글리콜,

1,4-펜타메틸렌 글리콜, 1,4-헥사메틸렌 글리콜, 및 그 등가물과 같은 지방성 디올; 글리세린, 1,2,3-부탄트리올, 1,2,4-

헥산트리올, 1,3,6-헥산트리올 및 그 등가물과 같은 알킬렌 트리올; 에틸렌 글리콜 디프로피오네이트, 에틸렌 글리콜 부티

레이트, 부틸렌 글리콜 디프로피오네이트, 글리세롤 아세테이트 에스테르, 및 그 등가물과 같은 에스테르를 포함한다. 현

재 선호되는 흐름 촉진제는 폴록사머(BASF사)로 알려진 프로필렌 글리콜의 이중기능성 블럭-공중합체 폴리옥시알킬렌

유도체의 군(group)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흐름 감소제는 디에틸 프탈레이트, 디메톡시에틸 프탈레이트, 디메틸 프탈레이

트, 및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와 같이 알킬기 혹은 알콕시기로 치환된 또는 알킬기 및 알콕시기 모두로 치환된 프탈

레이트; 트리페닐 프탈레이트 및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와 같은 아릴 프탈레이트; 황산칼슘, 황산바륨, 인산칼슘 및 그 등가

물과 같은 불용해성 염; 티타늄 옥사이드와 같은 불용해성 옥사이드; 폴리스티렌, PMMA(polymethylmethacrylate), 폴리

카르보네이트, 및 폴리설폰과 같은 파우더, 미립 및 그 유사형태의 중합체; 장쇄 알킬기로 에스테르화된 시트르산 에스테

르와 같은 에스테르; 순수하고 실질적으로 불투수성인 충전제(filler); 및 셀룰로오스 기반 벽 형성물질과 양립할 수 있는

수지 및 그 등가물을 포함한다.

벽에 유연성 및 연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른 물질이 반투과성 벽 물질에 포함될 수 있고, 덜 불안정한 벽을 안정되게

만들고, 균열강도(tear strength)를 나타내도록 만들기 위하여, 다른 물질이 반투과성 벽 물질에 포함될 수 있다. 적합한

물질은 디벤질 프탈레이트, 디헥실 프탈레이트, 부틸 옥틸 프탈레이트, 6 내지 11개의 탄소로 구성된 직쇄 프탈레이트, 디

-이소노닐 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 프탈레이트, 및 그 등가물과 같은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포함한다. 상기 가소제는 트

리아세틴, 디옥틸 아젤레이트, 에폭시화 탈레이트, 트리-이소옥틸 트리멜리테이트, 트리-이소노닐 트리멜리테이트, 슈크

로즈 아세테이트 이소부티레이트, 에폭시화 대두유, 및 그 등가물을 포함한다. 벽 안에 가소제가 첨가된 경우, 그 양은 약

0.01 wt% 내지 약 20 wt%이거나 그 이상이다.

삼투성 제형의 제조

간략하게, 이하 상술된 바와 같이, 제형은 하기 기본 단계를 이용하여 제조된다. 하나의 약물층 및 하나의 푸쉬 이동층으로

구성된 이중막 코어가 처음 형성된 후, 흐름-촉진층으로 코팅되고; 코팅된 코어는 건조될 수 있으나, 이는 선택적인 것이

며; 그런 다음, 반투과성 벽이 적용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형성되는 오리피스를 제공하는 택일적인 과정이 사용될 수

있다 할지라도, 오리피스(orifice)는 적절한 과정(예를 들어, 레이저 드릴링)에 의해 제공된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제형은

건조되어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거나, 즉시 방출성 코팅제(immediate release drug coating)로 코팅되도록 준비

된다.

약물층은 비오피오이드 유사체, 오피오이드 유사체 및 결합제, 및 다른 성분을 함유하는 혼합물로 형성된다. 본 발명의 모

드 및 방식에 따라, 통상적으로 화합물을 함유한 코어처럼, 약물층의 제조에 사용된 수반하는 중합체의 크기 및 약물의 크

기를 결정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에 의해서, 약물층은 입자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입자를 생산하기 위한 수

단은 바람직한 미세입자(micron particle) 크기를 만들기 위한 과립화, 분무건조, 체선별(sieving), 동결건조, 파쇄, 분쇄,

제트 밀링(jet milling), 미세화 및 저미기(chopping)를 포함한다. 상기 공정은 미세분쇄기(micropulverizer mill), 유체에

너지 분쇄기(fluid energy grinding mill), 분쇄기(pulverizer mill), 롤러 밀, 해머 밀, 마멸 분쇄기, 체이서 밀, 볼 밀, 진동

볼 밀, 충격 분쇄기(impact pulverizer mill), 원심 분쇄기(centrifugal pulverizer), 거친 파쇄기(coarse crusher) 및 미세

분쇄기(fine crusher)와 같은 크기 감소장치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입자의 크기는 그리즐리 스크린(grizzly screen), 플

랫 스크린(flat screen), 진동 스크린(vibrating screen), 회전 스크린(revolving screen), 진동 스크린(shaking screen),

요동 스크린(oscillating screen) 및 왕복 스크린(reciprocating screen)을 포함하는, 스크리닝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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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및 결합제를 준비하기 위한 공정 및 장치는 Pharmaceutical Science(Remington, 17th Ed., p. 1585-1594(1985);

Chemical Engineers Handbook(Perry, 6th Ed., p. 21-13 내지21-19(1984); Journal of Pharmaceutical Science

(Parrot, Vol. 61(6), p. 813-829(1974); 및 Chemical Engineer(Hixon, p. 94-103(1990))에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의 제형에 유용한 각각의 벽, 층, 코팅제 및 서브코팅제를 제조하기에 적합한 대표적인 용매는, 제형을 제조하기 위

하여 사용된 물질을 역으로 손상시키지 않는 수용성이면서 비활성인 유기용매를 포함한다. 상기 용매는 포괄적으로 수용

성 용매, 알코올, 케톤, 에스테르, 에테르, 지방성 탄화수소, 할로겐화 용매, 환형 지방성 화합물, 방향족 화합물, 이종환형

용매 및 그 혼합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것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용매는 아세톤, 디아세톤 알코올, 메탄올, 에탄올, 이

소프로필 알코올, 부틸 알코올, 메틸 아세테이트, 에틸 아세테이트,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 n-부틸 아세테이트, 메틸 이소

부틸 케톤, 메틸 프로필 케톤, n-헥산, n-헵탄, 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아세테이트, 메틸

렌 디클로라이드, 에틸렌 디클로라이드, 프로필렌 디클로라이드, 사염화탄소 니트로에탄, 니트로프로판 테트라클로로에

탄, 에틸 에테르, 이소프로필 에테르, 환형 헥산, 환형 옥탄, 벤젠, 톨루엔, 나프타, 1,4-디옥산, 테트라하이드로퓨란, 디글

리메(diglyme), 물,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및 그 등가물과 같은 무기염을 함유하는 수용성 용매, 아세톤 및 물, 아세톤 및

메탄올, 아세톤 및 에틸 알코올, 메틸렌 디클로라이드 및 메탄올, 및 에틸렌 디클로라이드 및 메탄올과 같은 혼합물을 포함

한다.

출구(exit orifice)를 제외한 완벽한 제형을 제공하기 위하여, 팬 코팅(pan coating)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상기 팬

코팅 시스템에서, 벽-형성 조성물의 서브코트는 회전하는 팬에서 텀블링(tumbling)에 의해 수반되는 약물층 및 푸쉬층을

포함하는 이중막 코어 상에 각 조성물을 연속적으로 분무함으로써 증착될 수 있다. 팬 코터(pan coater)는 상업적 규모에

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다. 다른 기술은 약물 코어를 코팅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코팅된 제형은 강제

공기오븐(forced air oven)에서 건조될 수 있거나, 용매로 형성된 제형이 없도록 제어된 오븐(controlled oven)의 온도 및

습도에서 건조될 수 있다. 건조 조건은 통상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치, 주위 조건(ambient condition), 용매, 코팅제, 코팅

두께, 및 그 등가물을 기초로 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코팅기술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형의 반투과성 벽 및 서브코트는 에어-서스펜션(air-suspension) 과정을

이용하는 하나의 기술에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과정은, 어떤 공정에서라도 서브코트 및 외부 벽 코트가 이중막 코어에 적

용될 때까지, 기류에서 이중막 코어의 서스펜딩 및 텀블링, 내부 서브코트 조성물 및 외부 반투과성 벽 형성 조성물로 구성

된다. 에어-서스펜션 과정은 제형의 벽을 독립적으로 형성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에어-서스펜션 과정은 미국특허

2,799,241; J. Am. Pharm. Assoc., Vol. 48, p. 451-459(1959); 및 ibid., Vol. 49, p. 82-84(1960)에 기재되어 있다. 예

를 들어, 제형은 공용매로 메틸렌 디클로라이드 메탄올을 사용하는 Wurster® 에어-서스펜션 코터로 코팅될 수 있다.

Aromatic® 에어-서스펜션 코터는 공용매를 이용하여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은 표준적인 기술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형은 습식 과립화 기술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습식

과립화 기술에서, 첫번째 층 또는 약물 조성물을 포함하는 성분 및 약물은 과립화 유체로 변성된 무수에탄올과 같은 유기

용매를 사용하여 혼합된다. 첫번째 층 또는 약물 조성물을 형성하는 성분은 각각 미리 선택된 스크린을 통과한 다음, 혼합

기(mixer)에서 완전하게 혼합된다. 그 다음에, 첫번째 층을 포함하는 다른 성분은 상기 용매와 같은 과립화 유체의 일부분

에서 용해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블렌더에서 계속 혼합하면서, 마지막에 준비된 습식 혼합물(wet blend)을 약물 혼합물

에 천천히 첨가한다. 습식 혼합물이 생길 때까지 과랍화 유체를 첨가하고, 그런 다음, 습식 중량 혼합물(wet mass blend)

오븐 트레이(oven tray) 상으로 미리 선택된 스크린을 지나게 된다. 혼합물은 강제 공기오븐 내의 24 내지 35℃의 온도 조

건하에서 18 내지 24 시간동안 건조된다. 그리고 나서, 건조된 과립은 크기에 따라 분류된다. 다음으로, 마그네슘 스테아

레이트(magnesium stearate)를 약물 과립화 과정에 첨가하여 밀링 자르(milling jar)로 주입하고, 자르 밀(jar mill)에서

10분 동안 혼합한다. 예를 들어, 조성물은 Manesty® 프레스에서 층으로 눌려진다. 프레스의 속도는 20 rpm이 되게 하고,

최대 적재량은 2 톤으로 정한다. 첫번째 층은 두번째 층을 형성하는 조성물에 반하여 눌려지고, 이중막 정제는 Kalian® 건

조 코터 프레스로 공급되어 약물이 없는 코트로 둘러싸이고, 외부 벽이 용매로 코팅된다.

다른 제조에서, 비오피오이드 유사체 및 오피오이드 유사체 및 출구 수단을 마주보는 첫번째 층을 포함하는 다른 성분이

혼합되어 고형층(solid layer)으로 눌려진다. 상기 층은 제형 내에서 층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의 내부 면적에 해당하는 면

적을 가지며, 그것과 함께 접촉 배열(contacting arrangement)을 형성하기 위한 두번째 층에 해당하는 면적도 가질 수 있

다. 약물 및 다른 성분은 용매와 혼합될 수도 있고, 발밀링(ballmilling), 칼렌더링(callendering), 교반(stirring), 또는 롤밀

링(rollmilling)과 같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고체 또는 반고체 형태로 혼합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미리 선택된 모양으로

프레스될 수 있다. 다음, 삼투 중합체 조성물의 층과 같은 팽창층(expandable layer)은 같은 방식으로 약물의 층과 접촉하

도록 놓여진다. 약물 제제의 층쌓기(layering) 및 삼투 중합체 층은 통상적인 이층 프레스(two-layer press) 기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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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될 수 있다. 두 개의 접촉된 층은 먼저 흐름-촉진성 서브코트(flow-promoting subcoat)로 코팅된 다음, 외부 반투과

성 벽으로 코팅된다. 에어-서스펜션 및 에어-텀블링 과정은 첫번째 및 두번째 층이 벽 조성물로 둘러싸일 때까지, 지연된-

형성 조성물(delayed-forming composition)을 함유하는 기류에서 프레스되어 접촉하는 첫번째 및 두번째 층의 서스펜딩

(suspending) 및 텀블링(tumbling)을 포함한다.

구획-형성 조성물(compartment-forming composition)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제조공정은 유동층 조립

기(fluid bed granulator)에서 파우도로된 성분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파우더로 된 성분이 조립기에서 건

조혼합된 다음, 과립화 유체(물에 녹인 폴리(비닐피롤리돈))가 파우더로 분무된다. 그런 다음, 코팅된 파우더는 조립기에

서 건조된다. 상기 공정은 과립화 유체가 첨가되는 동안,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성분을 과립화한다. 과립이 건조된 다음,

스테아릭산 또는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와 같은 활택제는 토테(tote) 또는 V-블렌더를 사용하여 과립화 과정에 첨가된다.

그리고 나서, 과립은 상기 기재된 방식으로 프레스된다.

그 직후, 흐름-촉진층이 프레스된 코어에 적용된다. 반투과성 벽은 프레스된 코어 및/또는 흐름-촉진층의 외부표면 상에

코팅된다. 반투과성 벽 물질은 아세톤 또는 메틸렌 클로라이드와 같은 적절한 용매에서 용해된 다음, 미국특허 4,892,778

및 4,285,987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벽 물질의 용매 기반 용액을 형상(shape)으로 몰딩, 공기 분무, 도금(dipping) 또는 브

러싱(brushing)함으로써, 프레스된 형상에 적용된다. 프레스된 형상이 미국특허 2,799,241에 기재된 바 및 팬 코팅기술

대로, 기류에서 서스펜딩 및 텀블링 되는 경우, 반투과성 벽을 적용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에어 서스펜션 과정을 포함한다.

반투과성 벽을 프레스된 형상에 적용한 다음, 일반적으로 건조단계가 필요하며, 그런 다음, 활성제제를 위한 적합한 출구

(exit) 수단이 반투과성 막을 지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공간(cavity)내의 활성제제와 다른 성분의 성질 및 제형을 위한

바람직한 방출속도에 따라, 활성성분의 송달을 위한 하나 이상의 오리피스가 기계적 드릴링, 레이저 그릴링, 또는 그 등가

물에 의해 반투과성 막을 지나도록 형성된다.

제형의 제조 동안, 또는 사용되는 유동성 환경에서 제형에 의해 약물이 송달되는 동안, 출구 오리피스가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출구 오리피스(exit orifice)"란 표현은 통로(passageway); 구멍(aperture); 오리피스

(orifice); 또는 보어(bore)를 포함한다. 오리피스는 실질적으로 제형의 전체표면을 포함하는 하나의 커다란 오리피스 크기

부터, 반투과성막의 표면상에 선택적으로 위치한 하나 이상의 작은 오리피스 크기까지 다양한 크기를 가질 수 있다. 출구

오리피스는 제형으로부터의 약물 방출에 적합하다면 어떠한 모양(예를 들어, 원형, 삼각형, 사각형, 타원형 등)이라도 가질

수 있다. 제형은 구분된 별개의 관계(spaced apart relation) 또는 제형의 하나 이상의 표면에서 하나 이상의 출구를 가지

도록 제조될 수 있다.

출구 오리피스는 벽에 의해 형성된 구획의 내경의 10% 내지 100%일 수 있고, 30% 내지 100%인 것이 바람직하며, 50%

내지 100%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약물층은 벽에 의해 형성된 구획의 내경의 100%에 이르도록,

최소한 100 mils의 크기를 가진 비교적 큰 오리피스를 통하여 침식성 고체인 제형으로부터 방출되는데, 통상적으로 약

125 내지 185 mils(1인치의 1/1000), 또는 약 3.175 내지 4.7 mm의 크기를 가진다. 약물층의 방출을 더 지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보다 작은 오리피스의 사용이 적용될 수 있다.

출구 오리피스는 외부 코트, 내부 코트 또는 양쪽 모두를 통하도록, 기계적 및 레이저 드릴링을 포함한 드릴링에 의해 수행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구 및 출구를 형성하기 위한 장치는 미국특허 3,845,770 및 3,916,899; 미국특허 4,063,064; 및

미국특허 4,088,864에 기재되어 있다.

출구는, 예를 들어 미국특허 4,200,098 및 4,285,987와 기재된 바와 같이, 출구 오리피스를 형성하기 위한 외부 코트, 벽

또는 내부 코트에서 부식되거나, 용해되거나, 또는 침출되는 물질 또는 중합체로 형성된 오리피스일 수도 있다. 오리피스

의 형성 또는 오리피스의 다양성에 적합한 대표적인 물질은 벽으로부터 침출될 수 있는, 유체-제거성 포어-형성제(예를

들어, 무기 및 유기 염)와 같은 침출성 화합물(leachable compound), 유기 또는 무기 옥사이드, 탄수화물, 침출성 폴리(글

리코릭)산 또는 폴리(락틱)산 중합체와 같은 중합체, 젤라틴 필라멘트, 폴리(비닐 알코올), 침출성 다당류, 소르비톨과 같

은 당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출구 또는 복수개의 출구는 벽에서 유래한, 침출 소르비톨, 락토스, 프럭토스, 글루코즈, 만노

즈, 갈락토즈, 탈로즈,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구연산나트륨 및 만니톨로 형성된다.

또한, 몇몇 구현예에서, 삼투성 제형은 Dong 등의 미국특허 6,491,683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한쪽 또는 양쪽 말단에서 개방

된 압출 튜브(extruded tube)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압출된 튜브 구현예에서, 부수적인 출구 수단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비삼투성 서방성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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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구현예는 약물 방출의 특정 메카니즘을 가지는 제형의 한 타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 자세히 기재된 바

와 같이, 약동학 특성은 원칙적으로 부가적인 비삼투성 경구용 서방성 제형을 사용하여 획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출원일 현재, 통상적으로 경구용 방출제어성 제형으로 사용되는 세 가지 타입이 있다. 상기 타입은 하기 표 1에

정리된, 매트릭스 시스템, 삼투성 펌프, 및 막 조절 기술(membrane controlled system)(저장소 시스템(reservoir

system)으로도 언급됨)을 포함한다. 상기 제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순전히 참고문헌으로 본 명세서에 기재된,

Handbook of Pharmaceutical Controlled Release Technology(ed. D. L. Wise, 마셜 데커사, 뉴욕(1992)) 및 Treatise

on Controlled Drug Delivery, Fundamentals, Optimization, and Applications(ed. A. Kydonieus, 마셜 데커사, 뉴욕

(1992))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 1. 상업용 개발에 적합한 보편적인 경구용 방출제어성 제형

매트릭스 시스템 저장소 시스템 삼투성 시스템

친수성 매트릭스

팽창성

팽창성 및 침식성

소수성 매트릭스

균일성(비다공성)

이질성(다공성)

비활성(획일적)

침식성

분해성

코팅된 비드 또는 정제

미세캡슐화

기본적인 삼투성 펌프

Push-Pull™ 시스템

Push-Layer™ 시스템

Push-Stick™ 시스템

매트릭스 시스템

매트릭스 시스템은 해당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 매트릭스 시스템에서, 약물은 통상적인 첨가제와 함께 방출속도 조절 매

트릭스(release rate controlling matrix)에서 균일하게 분산된다. 상기 매트릭스는 통상적으로 정제를 만들기 위한 압력

조건하에서 압축된다. 약물은 확산 및/또는 부식에 의해 상기 정제로부터 방출된다. 매트릭스 시스템은 상기 Wise 및

Kydonieus에서 상세히 기술된다. 매트릭스 시스템에서, 약물은 입자 또는 분자 분산에 의해 중합체 매트릭스로 포함된다.

후자가 매트릭스 내에 용해된 약물분자를 가진 매트릭스인 반면, 전자는 간단하게 매트릭스에 균일하게 분포한 약물 입자

의 현탁액이다. 약물 방출은 매트릭스 시스템의 확산 및/또는 부식에 의해 야기된다.

친수성 매트릭스에서, 약물방출에 관련된 두 가지 경쟁적 메카니즘, 피키안 확산방출(Fickian diffusional release) 및 이

완방출(relaxational release)이 있다. 확산은 약물이 매트릭스에서 방출되는 유일한 경로가 아니며, 중합체 이완을 수반

하는 매트릭스의 부식이 전반적인 방출에도 기여한다. 전체 방출에 대한 각 성분의 상대적인 기여도는 우선 주어진 약물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친수성 매트릭스에서 난용성 약물의 방출은 팽창에 의해 조절되는 확산 메카니즘을 통

한 물의 동시 흡수 및 약물의 비흡수(deabsorption)를 포함한다. 물이 유리 성질의 중합체 매트릭스로 침투함에 따라, 중

합체는 팽창하고 그의 유리전이 온도는 낮아진다. 그와 동시에, 용해된 약물은 상기 팽창된 탄력부위를 통하여 외부 방출

매질로 확산된다. 상기 타입의 확산 및 팽창이 통상적으로 피키안 확산방출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소수성 비활성 매트릭스 시스템에서, 약물은 장치 표면의 본질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이동에 관여하는 매트릭스를 통하여

분산된다. 균일하면서 획일적인 매트릭스 시스템(homogeneous monolithic matrix system)을 위하여, 방출 동작은 매트

릭스-경계조건을 조건으로 하여, 하구치 방정식(Higuchi equa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타치의 논문(Higuchi, T.,

"Rate of Release of Medicaments from Ointment Bases Containing Drugs in suspension", J. Pharm. Sci., 50:847,

1961)을 참고한다.

다공성인 획일적 매트릭스 시스템(porous monolithic matrix system)으로부터 약물이 방출되는 것은 주변 액체의 지속적

인 침투, 약물의 용해, 및 틈새 채널 또는 포어를 통한 약물의 여과를 포함한다. 매트릭스에서 개구의 부피 및 길이는 좀 더

복잡한 확산 방정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균일하면서 획일적인 매트릭스 시스템과는 대조적으로, 다공성 단일

체에서의 방출은 매트릭스의 약물 농도에 정비례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발명의 매트릭스 제제는 오피오이드 진통제(opiod analgesic), 비오피오이드 진통제(nonopiod analgesic), 및 약학적

으로 수용가능한 중합체를 포함한다. 상기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하이드로코돈 및 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그의 염인 것이

공개특허 10-2006-0120049

- 41 -



바람직하다. 상기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인 것이 바람직하다.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는 제형의 약 60 wt%

내지 약 95 wt%를 차지하고,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약 1 wt% 내지 약 10 wt%를 차지한다. 제형은 약 75 wt% 내지 약 85

wt%의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중합체는 수용성 친수성 중합체이거나, 불수용성 친수성 중합체 또는 비중합체 왁스이다. 적절한

수용성 중합체의 예시는 폴리비닐피롤리딘, 하이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메틸 셀룰

로오스,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다당류(예를 들어, 알지네이트, 산텀 검(xanthum gum) 등),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메

타크릴산 공중합체, 말레산 무수물/메틸 비닐 에테르 공중합체 및 그의 유도체 및 혼합물을 포함한다. 적절한 불수용성 중

합체의 예시는 아실레이트,에틸셀루로오스 또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와 같은 셀룰로오스 유도체, 폴리에틸렌, 메타크릴

레이트, 아크릴산 공중합체 및 고분자량 폴리비닐알코올을 포함한다. 적절한 왁스의 예시는 지방산 및 글리세리드를 포함

한다.

중합체는 하이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및 메틸 셀룰로오스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상기 중합체는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를 포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상기 중합체는 약 4,000 내지

100,000 cps의 점도를 가지는 고 점도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장 바람직한 고 점

도 중합체는 Methocel(Dow Chemical사)이란 상표로 상용화된, 약 15,000 cps의 점도를 가지는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이다. 통상적으로 제형에서 중합체의 양은 다양하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통상적으로 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첨가제를 포함할 수도 있다. 해당분야에서 숙련된 자에게 잘 알려

져 있는 바와 같이, 제약학적 첨가제는 통상적으로 고체 제형에 포함된다. 이는 제형의 수행을 개선시킬 뿐 아니라, 제조공

정을 용이하게 한다. 보편적인 첨가제는 희석제 또는 팽화제(bulking agent), 활택제, 결합제 등을 포함한다. 상기 첨가제

는 상례적으로 본 발명의 제형에 사용된다.

희석제 또는 충전제는 정제 압축에 적합한 크기까지 각 투여량의 질량을 중가시키기 위하여 첨가된다. 적절한 희석제는 파

우더로 된 당, 인산칼슘, 황산칼슘, 결절성 셀룰로오스, 락토오스, 만니톨, 고령토, 염화나트륨, 건조 녹말, 소르비톨 등을

포함한다.

활택제는 다양한 이유로 제제에 포함된다. 활택제는 압축 및 배출(ejection) 동안, 과립화와 다이 벽(die wall) 간의 마찰력

을 감소시킨다. 이는 정제 펀치(tablet punches)로의 과립(granulate)의 접착 방지, 정제 펀치에서의 과립의 배출 촉진, 등

에 관여한다. 적절한 활택제의 예시는 활석(talc), 스테아르산, 식물성 기름, 칼슘 스테아레이트, 아연 스테아레이트, 마그

네슘 스테아레이트, 등을 포함한다.

활제(glidant)도 통상적으로 제제에 포함된다. 활제는 과립형성의 흐름 특징을 개선시킨다. 적절한 활제의 예시는 활석, 이

산화규소, 및 옥수수녹말을 포함한다.

결합제도 제제에 포함될 수 있다. 제형의 제조에 과립형성 단계가 사용된다면, 결합제는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적절한 결

합제의 예시는 포비돈, 폴리비닐피롤리돈, 잔탄 검(xanthan gum),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와 같은 셀룰로오스 검, 메틸

셀룰로오스,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하이드록시셀룰로오스, 젤라틴, 녹말, 및 기-젤라틴화 녹말을 포함한다.

제제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첨가제는 보존제, 항산화제, 또는 제약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다. 제제에 사용되는 첨가제의 양은 통상적으로 매트릭스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양에 상응할 것이다. 첨가제, 충전제,

증량제(extender) 등의 양은 다양하다.

매트릭스 제제는 통상적으로 해당분야에서 공지된 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준비된다. 예를 들어, 매트릭스 제제는 적합한 과

립형성이 획득될 때까지, 중합체, 충전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다름 첨가제를 건조 블렌딩(dry

blending)하고, 적절한 용매를 사용하여 상기 혼합물을 과립형성화함으로써 준비할 수 있다. 상기 과립형성화는 해당분야

에서 공지된 기술로 수행할 수 있다. 습식 과립(wet granule)은 유동층 건조기에서 건조되어, 선별된 다음, 적합한 크기로

미분쇄된다. 최종 제제를 수득하기 위하여, 활택제가 건조된 과립과 혼합된다.

정제, 알약, 또는 과립의 형태로 경구를 통해 투여될 수 있는 본 발명의 조성물은 느슨하게 캡슐로 채워질 수 있다. 정제는

해당분야에서 잘 알려진 기술로 준비될 수 있고, 상기 기술을 통한 정제의 형성에 필요한 만큼, 치료적 유효량의 비오피오

이드 진통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상기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 정제 및 알약은 부가적으로, 산 보호, 용이한 흡수력

(swallow ability), 및 약물방출 조절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장용성 코팅제 및 다른 방출제어성 코팅제로 준비될 수 있

다. 상기 코팅제는 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도료로 착색될 수 있다. 액상 코팅제에서 도료 및 다른 첨가제의 양은 다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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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정제의 연장된 방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액상 코팅제는 통상적으로 하이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하

이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셀룰로오스 에스테르 또는 에테르(예를 들어, 셀루로오스 아세테이트 또는 에틸셀룰로오

스)와 같은 필름 형성 중합체, 아크릴 중합체 또는 중합체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코팅용액은 통상적으로, 프로필렌 글리콜,

소르비탄 모놀레이트, 소르브산,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같은 충전제, 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도료를 더 포함하는 수용성 용

액 또는 유기 용매이다.

저장소 중합체 시스템

Fick의 확산의 제1법칙은 준비상태에서 저장소 중합체 시스템으로부터 약물의 방출 속도를 특징 지우기 위하여 사용된다.

상기 타입의 시스템에서 명백한 영차(zero-order) 또는 유사한 영차(near-zero-order) 방출은 대개 많은 상황에서 방출

제어성 제형에 바람직하다.

개발중인 저장소 중합체 시스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약물 입자의 미세캡슐화, 정제 또는 다중과립

(multiparticulate)의 코팅, 및 정제의 프레스-코팅(press-coating)을 포함한다. 중합체 막(polymeric membrane) 또는

프레스-코팅된 층은 저장소(reservoir)에서 싱크(sink)까지의 약물 확산에 대한 기정된 저항성을 제공한다. 상기 시스템

의 원동력(driving force)는 저장소와 싱크간의 활성 분자의 농도 기울기이다. 필름 코팅제의 경우, 막에 의해 제공된 저항

성은 필름 두께의 기능이고, 주어진 환경에서 이동 종(migrating species) 뿐 아니라 필름 모두의 특징이다. 필름으로 코팅

된 제형에서 약물이 방출되는 메카니즘은 1) 용해 매질로 채워진 모세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약물 수송; 2) 확산에 의해 균

일한 필름 장벽(film barrier)를 지나는 약물 수송; 3) 수화되어 팽창된 필름을 통한 약물의 수송; 및 4) 코팅 매트릭스 내의

금(flaw), 균열(crack) 및 결함(imperfection)을 통한 약물의 수송으로 분류될 수 있다. 참고문헌(Donbrow, M. 및

Friedman, M., "Enhancement of Permeability of Ethyl Cellulose Films for Drug Penetration", J. Pharm.

Pharmacol., 27:633, 1975; Donbrow, M. 및 Samuelov, Y., "Zero Order Drug Delivery form Double-Layered

Porous Films: Release Rate Profiles from Ethyl Cellulose, Hydroxypropyl Cellulose and Polyethylene Glycol

Mixtures", J. Pharm. Pharmacol., 32:463, 1980; 및 Rowe, R. C., "The Effect of the Molecular Weight of Ethyl

Cellulose on the Drug Release Properties of Mixed Films of Ethyl Cellulose and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Int. J. Pharm., 29:37-41, 1986)을 참고한다. 상기 시스템의 예시는 Oshlack의 미국특허 6,387,404에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의 저장소 서방성 시스템(reservoir sustained release system)은 오피오이드 진통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약

학적으로 수용가능한 중합체를 포함한다. 상기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하이드로코돈 및 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그의 염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인 것이 바람직하다.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은 제형의

약 40 wt% 내지 약 90 wt%로 다양하고,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양은 제형의 약 1 wt% 내지 약 10 wt%로 다양하다. 제형은

약 55 wt% 내지 약 75 wt%의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중합체는 소수성 중합체, 친수성 중합체 또는 비중합체 방출속도 조절물질을 포함한다. 적절한 물 친

수성 중합체의 예는 폴리비닐피롤리딘, 하이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메틸 셀룰로오

스, 폴리에틸렌 글리콜,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다당류 (알리그네이트, 크산 검과 같은 것 등),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메타크릴산 공중합체, 말산 무수 화합물/메틸 비닐 에테르 공중합체, 유도체 및 혼합물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물 불용성

중합체의 적절한 예로 아크릴레이트, 에틸셀룰로오스 또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와 같은 셀룰로오스 유도체, 폴리에틸

렌, 메티크릴레이트, 아크릴산 공중합체 및 고 분자량 폴리비닐알콜을 포함한다. 비중합체의 적절한 예로 지방산 및 글리

세리드, 긴 탄소 사슬 지방산 에스테르, 저 분자량 폴리에틸렌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중합체 조절 방출 속도는 흔히 에틸셀룰로오스(Surelease from Colorcon, Aquacoat ECD from FMG), 암모

니오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 메타크릴 에스테르 공중합체(Eudragit RL, RS, NE30D from Rohm America)로부터 선택

된다. 막에서 구멍 형성(pore former)은 흔히 하이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및 폴리

에틸렌 글리콜에서부터 선택된다. 제형의 중합체량은 통상적으로 다양하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통상적으로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첨가제를 포함할 수도 있다. 해당분야에서 숙련된 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제약학적 첨가제는 통상적으로 고체 제형에 포함된다. 이는 제형의 수행을 개선시킬 뿐 아니라, 제조공정

을 용이하게 한다. 보편적인 첨가제는 희석제 또는 팽화제(bulking agent), 활택제, 결합제 등을 포함한다. 상기 첨가제는

상례적으로 본 발명의 제형에 사용된다.

희석제 또는 충전제는 정제 압축에 적합한 크기까지 각 투여량의 질량을 중가시키기 위하여 첨가된다. 적절한 희석제는 파

우더로 된 당, 인산칼슘, 황산칼슘, 결절성 셀룰로오스, 락토오스, 만니톨, 고령토, 염화나트륨, 건조 녹말, 소르비톨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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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택제는 다양한 이유로 제제에 포함된다. 활택제는 압축 및 배출(ejection) 동안, 과립 형성와 다이 벽(die wall) 간의 마

찰력을 감소시킨다. 이는 정제 펀치(tablet punches)로의 과립(granulate)의 접착 방지, 정제 펀치에서의 과립의 배출 촉

진, 등에 관여한다. 적절한 활택제의 예는 활석(talc), 스테아르산, 식물성 기름, 칼슘 스테아레이트, 아연 스테아레이트, 마

그네슘 스테아레이트, 등을 포함한다.

활제(glidant)도 통상적으로 제제에 포함된다. 활제는 과립형성의 흐름 특징을 개선시킨다. 적절한 활제의 예는 활석, 이산

화규소, 및 옥수수녹말을 포함한다.

결합제도 제제에 포함될 수 있다. 제형의 제조에 과립형성 단계가 사용된다면, 결합제는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적절한 결

합제의 예는 포비돈, 폴리비닐피롤리돈, 잔탄 검(xanthan gum),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와 같은 셀룰로오스 검, 메틸 셀

룰로오스,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하이드록시셀룰로오스, 젤라틴, 녹말, 및 기-젤라틴화 녹말을 포함한다.

제제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첨가제는 보존제, 항산화제, 또는 제약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다. 제제에 사용되는 첨가제의 양은 통상적으로 매트릭스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양에 상응할 것이다. 첨가제, 충전제,

증량제(extender) 등의 양은 다양하다.

정제 또는 비드(bead) 형태의 저장소 제제는 일반적으로 당업계에서 잘 공지된 사용 기술에 의해 제조된다. 예를 들어, 정

제 코어(tablet core)는 적합한 과립형성이 획득될 때까지, 중합체, 충전제, 비오피오이드계 진통제,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및 다름 첨가제를 건조 블렌딩(dry blending)하고, 적절한 용매를 사용하여 상기 혼합물을 과립 형성함으로써 준비할 수

있다. 당업계에서 공지된 방법에 의해 과립 형성이 일어난다. 습식 과립(wet granule)은 유동층 건조기에서 건조되어, 선

별된 다음, 적합한 크기로 미분쇄된다. 최종 제제를 수득하기 위하여, 활택제가 건조된 과립과 혼합된다. 코팅 기질로 사용

되는 비드는 비-페릴 시드(non-peril seed) 또는 과립 형성 기술의 사용하여, 정출/원심형(spheronization)에 의해 흔히

제조된다.

중합체 조절 속도로 비드 또는 정제의 필름 코팅은 팬 코팅(pan coating) 또는 유동층 건조기와 같은 당업계에서 잘 공지

된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다른 코팅 기술은 타정기(tablet machine)를 사용한 압축 코팅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오피오이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비례적 방출을 수득하기 위해, 오피오이드 및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분리

된 코팅은 단일 단위 제형(정제, 캡슐) 또는 사용한 층이 있는 정제 형태의 정제 코어의 부분적 코팅을 이들과 결합함에 따

라 수행된다. 저장소 시스템은 저장소 시스템으로부터 방출하는 약의 이중 조종을 제공하는 압출 코팅 또는 필름에 사용하

는 매트릭스 정제 코어의 코팅에 의해 또한 제조될 수 있다.

정제, 알약, 또는 과립의 형태로 경구를 통해 투여될 수 있는 본 발명의 조성물은 느슨하게 캡슐로 채워질 수 있다. 본 발명

의 조성물은 캡슐에 느슨하게 채울 수 있는 과립, 정제 및 알약 형태로 경구 투여될 수 있다. 정제는 해당분야에서 잘 알려

진 기술로 준비될 수 있고, 상기 기술을 통한 정제의 형성에 필요한 만큼, 치료적 유효량의 비오피오이드계 마취제, 오피오

이드계 마취제 및 상기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 정제 및 알약은 부가적으로, 산 보호, 용이한 흡수력(swallow ability), 및

약물방출 조절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장용성 코팅제 및 다른 방출제어성 코팅제로 준비될 수 있다. 상기 코팅제는 약학

적으로 허용되는 도료로 착색될 수 있다. 액상 코팅제에서 도료 및 다른 첨가제의 양은 다양할 수 있고, 정제의 연장된 방

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액상 코팅제는 통상적으로 하이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 셀

룰로오스, 셀룰로오스 에스테르 또는 에테르(예를 들어, 셀루로오스 아세테이트 또는 에틸셀룰로오스)와 같은 필름 형성

중합체, 아크릴 중합체 또는 중합체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코팅용액은 통상적으로, 프로필렌 글리콜, 소르비탄 모놀레이

트, 소르브산,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같은 충전제,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도료를 더 포함하는 수용성 용액 또는 유기 용매이

다.

부가된 구체예를 보면 임상적 시험에서 시험한 삼투성 제형(osmotic dosage form)과 동일하게 생체내 활동을 얻도록 의

도되어진 디자인된 저장소 시스템, 다양한 매트릭스 또는 시스템(예를 들어 삼투성 제형)의 단일 형태에 제한하지 않는다.

이런 디자인은 층이 있는 매트릭스 정제(layer matrix tablet)(실시예 8 내지 12, 20 참조), 다-단위 매트릭스 정제(multi-

unit matrix tablet)(실시예 13 내지 14 참조), 코팅된 매트릭스 정제(coated matrix tablet) 압축(실시예 15 참조) 및 다-

단위 저장소 정제(multi-unit reservoir tablet)(실시예 16 내지 19 참조)를 포함한다. 이런 실시예는 또한 일부 경우의 처

리 조건 및 변경된 제제 조성물에 의해 제조될 수 있는 고체 복용량의 부가적인 형태로부터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

펜의 방출을 알 수 있다.

당업계의 상황은 인체 내에서 동일한 생체내 활동으로 항상 옮겨질 수 없는 디자인의 다른 형태와 유사한 시험관내의 약제

방출과 같은 것이다. 또한, 많은 형태의 시스템으로부터의 약제 방출은 시험 방법론 및 조건화가 다양하게 공지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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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삼투성 제형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생체내 동일 활동을

획득 하기 위해(실시예 8 내지 20에 예시된 것이나, 이에 제한하지는 않는다.), 생체내 제제의 활동을 결정하는 실시예 5

내지 7에 기술된 교차 연구 디자인(cross-over study design)을 이용한 인체내 삼투성 제형의 속도와 유사한 시험관내 방

출 속도를 갖는 제제를 선택하여 시험한다(예를 들어, 약물동력학 계수, 효능 등의 결과). 다양한 시스템의 생체내/시험관

내 변경(correction)에 대한 정보의 부재에서 생체내와 동일한 연구 결과는 하기를 포함한다; (1) 시험 제제는 삼투성 제형

과 동일하다; (2) 시험제제는 삼투성 제형보다 빠르게 활성제제를 방출한다; (3) 시험 제제는 삼투성 제형보다 느리게 활성

제제를 방출한다.

상기 결과 (2)에서, 생체내 동일성을 달성하기 위해 시험관내 방출 속도를 늦춘 시험 제제 내에서 제제 조절을 한다. 이러

한 조절은 제제(예를 들면, 글리세롤 비히네이트(glyceryl behenate), 에틸셀룰로오스 등)내에서 방출 조절 물질의 비율

을 증가 및 매트릭스 내 또는 코팅 필름 내에서 수용성 부형제(예를 들면, 락토오즈, HPC 등)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포

함하나 이에 제한하지는 않는다.

상기 결과 (3)에서, 생체내 동일성을 달성하기 위해 시험관내 방출 속도를 빠르게 하여 제제 조절을 한다. 이러한 조절은

제제(예를 들면, 글리세롤 비히네이트(glyceryl behenate), 에틸셀룰로오스 등)내에서 방출 조절 물질의 비율을 감소 및

매트릭스 내 또는 코팅 필름 내에서 수용성 부형제(예를 들면, 락토오즈, HPC 등)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하나 이

에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실시예 8 내지 20은 삼투성 제형 속도보다 빠르거나 느리거나 또는 유사한 시험관내 약제 방출 속도의 범위를

얻기 위한 다른 형태의 시스템의 능력을 알려준다. 따라서 생성 제형 내에서 허용도(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은 삼투성 제형

의 동일한 생체내 활동을 일으킬 수 있다.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다양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는 기본으로 매일 두 번씩 필요에 따라 환자에게 주는 진통제의 서방성을 제공하는 제형인 적

합한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불완전한 수용성 진통제는 광범위한 기

간 동안의 통증완화를 위해 고부하(high loading)에서 사용될 수 있다.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예로 아세트아미노펜, 아미

노벤조에이트 포타슘, 아미노벤조에이트 소듐이 예가 되는 불완전한 수용성 진통제 파라-아미노페놀 유도체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이다. 비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복용은 전형적으로으로 0.5 내지 600mg

이나, 통상적으로 약 1 내지 1000mg의 범위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300 내지 500mg 이다.

오피오이드 진통제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통상적으로 하기의 것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는 않는다 : 알페타닐, 알릴프로딘, 알파프로딘, 아

닐레리딘, 벤질모르핀, 베지트라미드(bezitramide), 뷰프레노르핀, 뷰토파놀, 클로니타젠, 코데인, 시클라조신, 데스모르

핀, 덱스트로모르아미드, 데조신, 디암프로미드, 디하이드로코데인, 디하이드로모르핀, 디메녹사돌, 다이메펩타놀, 다이메

틸티암부텐, 디옥사페틸 부티레이트, 다이피파논, 엡타조신, 에토헵타진, 에틸메틸티암부텐, 에틸몰핀, 에토니타젠 펜타

닐, 헤로인, 하이드로코돈, 하이드로모르폰, 하이드록시페티딘, 이소메타돈, 케토베미돈, 레발로로판, 레보르파놀, 레보펜

아실 모르핀, 로펜타닐, 메페리딘, 메타지놀, 메타조신, 메타돈, 메타폰, 모르핀, 미로핀, 날부핀, 나르세인, 니코모르핀, 노

르레보파놀, 노르메타돈, 날로르핀, 노르모르핀, 노르피페논, 아편, 옥시코돈, 옥시모르폰, 파파베레툼, 펜타조신, 페나독

손, 페나모르판, 페나조신, 페노페리딘, 피미노딘, 피리트라미드, 푸로헵타진, 프로메돌, 프로페리딘, 프로피람, 프로폭시

펜, 수펜타닐, 트라마돌, 틸리딘, 그와 관련된 염 및 그와 관련된 혼합물. 특히, 바람직한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하이드로코

돈, 하이드로모르폰, 코데인, 메타돈, 옥시모르폰, 옥시코돈 및 모르핀을 포함한다.

사용 방법

상기 기술된 제형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형은 통증 치료를 위한 인간 환자의 혈장 내의 비오피

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효과적인 농도를 제공하는 방법, 환자 통증 치료 완화 방법, 비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서방성을 제공하는 방법 및 그와 관련된 것을 필요로 하는 인간 환자내 통증치료를 위한 진통제

조성물의 효능적인 양을 제공하는 방법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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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5 내지 6의 상세한 기술에 따라, 임상시험은 4시간 마다 복용하는 즉시 방출 제형(immediate release dosage)

(NORCO®10/325)의 생물학적 동등성뿐 아니라 여기에서 기술된 서방성 제형의 생체 이용률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한다.

환자 내에서 생성된 약물동력학 파라미터는 표 2 내지 4에 있고 하기에 또한 기술하였다.

첫번째 임상적 연구에서, 즉시 방출 제형(NORCO®10/325, 하나의 정제를 4시간마다 3번씩)과 함께 여러 개의 대표적 제

형의 생체 이용률 및 이들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알게 되었다. 약 6,8 및 10의 T90을 유발하는 다양한 방출 속도를 가진 제

형이 시험 되었다. 표 2 내지 4 및 도 8A 및 B는 4시간마다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를 포함한 즉

시 방출 제형의 투여 후 및 약 6,8 및 10의 T90을 갖는 대표적 제형의 투여 후에 관찰된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

의 평균 생체내 혈장 특성 사이의 평균을 비교한 것을 보여준다. 이런 도를 보면, 실시예 1의 과정에 따라 제조된 세 가지

제형의 각각의 2개 제형을 받는 자원자(volunteer)는 시간 제로(time zero)에서 경구 투여 후의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

아미노펜의 혈장 농도에 빠른 증가를 보여준다. 제형은 매일 2번 복용하는데 적절한 광범위한 시간 동안에 환자의 혈장내

에서 치료적으로 효과적인 수준을 제공하기 충분한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서방성에 따라 하이드로코돈 및 아

세트아미노펜의 혈장 수준에 빠른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초기 방출에 이어서, 제형의

서방성은 환자에게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지속적인 방출을 제공한다.

레지멘 A,B 및 C에서의 모든 3가지 제형은 하이드로코돈의 상승된 혈장 특성을 생산하며(도 8A 참조), 반면 레지멘 A만

아세트아미노펜의 상승된 혈장 특성을 생산한다. 레지멘 B 및 C에서 제약의 방출에서 이들의 느린 속도를 갖는 것과 함께

이 제약의 대사로 인해 아세트아미노펜의 내려간 혈장 특성 또는 영차(zero order)을 만들어낸 속도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을 제공한다. 따라서 제약 및 환자 개개인의 대사의 약물동력학 특성에 따라 생체내에서 제약의 상승한 방출 속도는 생체

내에서 내려간 혈장 특성 또는 영차 상승으로 발현될 수 있다.

시험 레지멘 A(6 시간 방출 기본형(prototype)), B(8 시간 방출 기본형) 및 C(10 시간 방출 기본형)는 0.80 내지 1.25 범

위를 포함하는 생물학적동등성 평가의 90% 신뢰 구간 때문에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 모두 AUC에 대하여 참조

레지멘 D(NORCO®)와 동일하다. 시험 레지멘 A는 0.80 내지 1.25 범위를 포함하는 생물학적동등성 평가에 90% 신뢰 구

간 때문에 하이드로코돈의 Cmax에 대하여 참조 레지멘 D와 동일하다. 레지멘 D와 비교했을 때, 레지멘 B 및 C의 하이드로

코돈 Cmax 중심 값(central value)은 16 내지 25% 낮고, 레지멘 A, B 및 C의 아세트아미노펜 Cmax 중심 값은 9 내지 13%

낮다. 서방성 제형에 의해 제공된 AUC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에 Cmax의 감소는 이전 것의 결과와 덜 같을 수 있는 제형을

제공한다.

두번째 임상 시험에서, 실시예 6에서 기술한 것처럼,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서방성 제형은 8시간의 T90을 갖

는 제형을 바탕으로 첫번째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도 9 내지 11은 0, 4 및 8 시간마다 복용한 즉시

방출 제형과 비교했을 때, 1, 2 또는 3 개의 대표적인 제형 투여 후에 하이드로코돈,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모르폰 각

각의 생체내 혈장 농도를 보여준다. 도 9 및 10을 보면, 실시예 2의 과정에 따라 제조된 8시간의 T90을 갖는 제형의 1 내지

3 개의 정제를 받는 자원자(volunteer)는 시간 제로(time zero)에서 경구 투여 후에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농도에 빠른 증가를 보여준다.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농도는 제약 코팅으로부터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방출로 인해 초기 최고점에 도달한다. 도 9 및 10에 나타난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 혈장 수준

의 유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초기 방출 이후에 제형의 서방성은 환자에게 하이드로

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지속적인 방출을 제공한다. 하이드로코돈의 대사물, 하이드로모르폰의 혈장 농도는 도 11 및 상

기 언급한 표 2 내지 4에서 볼 수 있다. 전과 마찬가지로,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특성이 모든 복용량에서 영차(zero

order) 또는 하강하지만 반면 하이드로코돈의 혈장 특성은 모든 복용량에서 영차 또는 상승한다. 하이드로모르폰 수준은

복용 간격 동안 실질상 영차이다.

전반적으로, 두번째 임상적 시험에서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 농도의 서방성 제형은 1, 2 및 3 개의 정제의 비율

적 복용량이다. 예를 들어, 도 12 및 13을 보면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표준적인 복용량의 Cmax 및 AUC∞(±

표준 편차)의 평균은 이 실험하는 동안 관찰된다.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 Q12H의 서방성 제형의 항정상태(steady state)는 24시간이 지나 달성되며; 통계학적으

로 중요하지않지만 모노토닉(monotonic) 증가 시간 효능은 24 내지 72 시간 동안 측정한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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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최저치 농도에서 관찰된다. 축적은 한 번 복용량의 투여에 따라 달성되는 농도의 25% 많은 것보다 적은 아세트아미노

펜 및 50% 보다는 적은 하이드로코돈의 항정상태의 최고점 농도만큼의 최소량이다. 하이드로모르폰 수준은 통계학적으로

유사하게 36 및 72 시간 동안의 하이드로모르폰 최저치 농도만큼 투여한 둘째 날에 항정상태에 도달했다.

이런 한정상태 결과는 도 14 내지 17에서 볼 수 있다. 도 14는 4시간마다 복용한 즉시 방출 제형 및 12시간마다 복용한 대

표적 제형에 대한 한정상태(± 표준 편차)에서의 하이드로코돈 혈장 농도-시간 특성 평균을 보여주며, 도 15는 한정상태

(± 표준 편차)에서의 하이드로코돈 최저치 혈장 농도-시간 특성 평균을 보여준다. 도 16은 4시간마다 복용한 즉시 방출

제형 및 12시간마다 복용한 대표적 제형에 대한 한정상태(± 표준 편차)에서의 아세트아미노펜 혈장 농도-시간 특성 평균

을 보여주며, 도 17는 한정상태(± 표준 편차)에서의 아세트아미노펜 최저치 혈장 농도-시간 특성 평균을 보여준다.

한정상태 결과를 통해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즉시 방출 제제를 4시간 마다 복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서방성

제형을 환자가 복용하였을 때 혈장내의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변동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또한 통상적으로 최소 농도의 3.5배보다는 적은 아세트아미노펜의 최고치 농도 및 통상적으로 최소 농도의 2배보다는 적

은 하이드로코돈의 최고치 농도를 알려준다.

시험 레지멘 B(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서방성 제형의 한번 복용량은 2개의 정제)는 AUC에 대하여 참조 레지

멘 D(NORCO®, 4시간 마다 1개 정제를 3번씩)와 동일하며;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AUC 중심 값의 비율은

90% 신뢰 구간으로 0.80 내지 1.25 범위를 포함한다. 레지멘 B 내지 레지멘 D 의 Cmax 중심 값의 비율은 하이드로코돈이

0.79 및 아세트아미노펜이 0.81이 되도록 측정하며 둘다 특정된 비율이 통계학적으로 1.0보다 낮게 되도록 측정한다. 하

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비율에 대한 90% 신뢰구간의 범위보다 낮은 것은 0.80 이하로 떨어진다. 또한, 서방성

제형에 의해 제공된 AUC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에 Cmax의 감소는 이전 것의 결과와 다른 제형을 제공한다.

시험 레지멘 E(한번 복용량이 2개인 정제 Q12H의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서방성 제형)는 한정상태에서 참조

레지멘 F(NORCO®, 1개 정제 Q4H))와 동일하며;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Cmax 중심 및 AUC의 비율은 90%

신뢰 구간으로 0.80 내지 1.25 범위를 포함한다.

이들의 결과를 통해 비교측정기를 통해 서방성 제형에 의해 제공된 혈장 특성의 향상을 알 수 있다. Cmax 에 범위는 효능를

유지하는 동안 오피오이드 조합 생성물의 이전 것의 특성을 제한하는데 도움을 준다. 현재 즉시 방출 제제는 이전 것과 관

련될 수 있는 높은 Cmax 값을 생성해낸다. 또한 제형에 의한 농도 증가의 속도 및 최고점 농도의 제한에 의해, 이들의 생성

물보다 "높게" 만들 수 있는 즉시 방출 생성물과 동일한 양만큼의 조합 생성물의 남용 특성(abuse profile)을 제한할 수 있

다.

서방성 제형에 의해 생성된 AUC 값은 특히 급성 간 독성과 같은 이전 사건 및 통증 해소의 가능성의 제한을 고려한 AUC

의 값은 거의 아래쪽 끝 값이다. 제형은 또한 효능을 유지하는 동안에 이전사건을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약 50%보다 적은

오피오이드 변동 평균을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혈장 수준이 최소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 그 때의 생성물이 효과적이

며, Cmax 의 범위가 이 같은 수준 이상으로 제한될 때 이전 것의 속도는 최소화된다.

발명자의 지식에 따라 하이드로코돈/아세트아미노펜의 조합의 혈장 농도 및 약물동력학의 효능 관계는 본 연구 전에는 확

립되지 않았고, 환자에 제형을 시험하기 이전에, 특히 혈장 농도 특성 결과(Cmax, Cmin , AUC , DFL(변동의 정도 또는 변

동), Tmax 등)와 같은 것은 확실하지 않았다. 또한 혈장 특성이 이전 사건의 감소 또는 혈장 특성을 유지함으로서 목적한

효과(통증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았다. 사실, 적어도 한 번의 시험에서, 제조된 방출 생성물의 알려진 효능성

및 안전성은 즉시 방출 생성물이 확정되지 않은 혈장 농도 및 약물동력학 사이의 관계를 조절 가능한 체(regulatory body)

에서 요구된다.

본 발명의 이점은 다양한 환자의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킨 것과 관련 있다. 통증 조절은 흔히 구조 약제

(rescue medication)와 함께 만성적 통증 약제의 조합을 포함한다. 만성적 통증 약제는 환자의 통증의 바닥 수준(base

level)으로 치료하는데 사용되며, 구조 약제는 통증을 해소하는데 치료시 사용된다(진통제 수준의 통증 완화는 만성적 통

증 약제에 의해 완화된다.).

통증 해소를 위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만성적 통증 하에서 사용할 때 구조적으로 동일한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는 통증 치료 및 환자의 전반적인 치료의 보존적 조절(conservative managemnet)시 구조 약제로 전환하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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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제약-제약 상호작용(drug-drug interaction)을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본 발명에서 발명

한 제형을 의사가 투여시 구조 약제로서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및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제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조 약제의 바람직한 구체 예는 Vicodin®이다.

구조 약제으로서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및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제형의 사용은 24시간 이상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의 양에 대한 상한이다. 한계는 통상적으로 4000mg/day 정도를 허용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Vicodin® 는 아세트아미노펜의 양을 시험시에, 24시간 동안 8개의 정제를 초과하지 않고 4 내지 6시간 마다 1 내지 2개의

정제를 복용하도록 권장된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에 대한 아세트아미노펜 중량 비율이 100:1인 것을 발견할 수 있

었다. 8개의 정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의 4000mg/day 양과 일치한다. 일부 환자에서 Vicodin®는 하루 제한량 8개의 정제를

가능한한 초과하지 않고 24시간 내내 복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디자인된 제형은 하루 동안의 통증 완화를 위해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및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며, 발

명가는 적절한 통증 완화를 지속하는 동안 환자에게 제공된 아세트아미노펜의 기준선 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명가는 예상치 않게 통증 치료시 효능을 지속시키는 보다 많은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및 발명

한 제형에서 보다 적은 아세트아미노펜을 갖도록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의 양의 재조정(rebalance)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실시예 7 참고). 따라서, 여기에 기재된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수준,

방출 속도, 방법 및 제형의 신규성 및 자명성(unobviousness)은 아세트아미노펜의 복용을 감소하면서 효과를 제공하는 수

준, 속도, 방법 및 제형에 대한 것으로 이는 이들의 유용성에 대한 이유중 하나이다.

효능을 유지하는 동안에 재조정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을 투여시 권장하는 하루 제한량 이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기술한 발명된 제형을 조합한 치료 레지멘에서 구조 약제(rescue medication)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및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통상적인 제형의 예상 외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은 환자의 통증 치

료를 향상시키고 당업계의 진보를 나타낸다.

따라서, 여기에 기술된 제형은 또한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Vicodin®과 같은 즉시 방출 제형은 그것의 필요에 따라 환자에

게 부가적 구조 약제의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며, 여기에 기술된 서방성 제형의 투여를 포함한 통증 치료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법은 환자가 인지하는 통증에 따른 급성 및 만성 통증을 다룰 때 유용하게 사용되며, 수술 후 통증과 같은 급성

통증의 치료시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실시예 5 내지 7에 기술된 것처럼 복용하였을 때, 여기 기술된 서방성 제형

의 아세트아미노펜이 1000 내지 3000mg/day에서만 이용 가능한 통증 조절 기준선 내의 환자 안전 경계를 증가시켜준다.

그러므로, 여기 기술된 통증 치료 방법은 부가적 구조 약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높은 안정성과 함께 통증 완화를 제공한다.

또한, 제형은 구조 약제가 부재시에도 만성 통증 환경에 노출된 아세트아미노펜의 높은 안정성 경계를 제공한다.

모든 임상적 시험에서 얻은 약물동력학 결과는 하기 표 2 내지 5에서 볼 수 있다. 표 2는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의 약물동력학 파라미터를 나타내며, 표 3은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의 복용량을

계산한 약물동력학 파라미터를 나타내며, 표 4는 특징적으로 두 번의 최고점 농도를 갖는 혈장 특성을 보이는 환자의 약물

동력학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표 5는 바람직한 구체예의 다양한 복용량에 의해 생성된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의 약물동력학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표 2.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의 약물동력학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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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의 복용량에 대해 계산한 약물동력학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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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x 는 ng/mL이고, AUC는 투여한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의 mg에 대한 ng*hr/mL이고 Cmax 는 ㎕/mL 또는

AUC는 투여한 아세트아미노펜의 mg에 대한 ㎕*hr/mL이다.)

표 4. 2개의 피크농도(two peak concentrations)로 특징되는 혈장 특성을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약물동력학적 매개변수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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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시예 6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 바이타르트레이트의 약물동력학적 파라미터

서방성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상기 표들에 제시된 바와 같은, 하이드로코돈과 그 대사물인 하이드로몰

폰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특성을 만든다. 바람직한 측면은 이하의 문단에 기재된다. 추가적인 측면에서, 서방성 하이

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또한 상기 표들에 제시된 추가적인 약물동력학적 값들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그러한

약물동력학적 값들은 부분적으로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유도될 수 있는데 매개변수로는 예컨대 C정상상태, 최대값

(Csteady state, max) (ng/ml); C 정상상태, 최소값(Csteady state, min) (ng/ml); Ct, 최소값(Ct, min) (ng/ml); t 정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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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최대값(t steady state, max) (시간); 즉시방출형 비교체(immediate release comparator)에 대하여 서방성 제제로 얻

어진 C최대값(Cmax)의 비, AUC 등; 변동(fluctuation) (%) (C 정상상태, 최소값의 백분율로 표현된, C정상상태, 최대값과

C정상상태, 최소값 사이의 차이로서 표현됨); T정상상태 (일), 및 이들의 조합이 있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서방성 제제는 인간 환자들에 있어서 이들 혈장 특성을 만들거나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이

들 약물동력학적 파라미터 중 임의의 하나 또는 모두는 본 발명의 범위 및 첨부된 청구범위 내에 명백히 포함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 있어서, 환자의 혈장 농도 특성은 단일 투약 후 약 0.6 ng/mL/mg 내지 약 1.4 ng/mL/mg 사이의 하이

드로코돈에 대한 Cmax 및 2.8 ng/mL/mg 내지 7.9 ng/mL/mg 사이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Cmax로 특징지어진다. 혈

장 농도 특성은 또한 단일 투약 후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약 0.4 ng/mL/mg의 최소 Cmax 및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약 1.9

ng/mL/mg의 최대 Cmax 및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약 2.0 ㎍/mL/mg의 최소 Cmax 및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약 10.4

ng/mL/mg 의 최대 Cmax로 특징지어진다. 혈장 농도 특성은 또한 단일 투약 후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약 0.8±0.2 ng/mL/

mg 의 Cmax 및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약 4.1±1.1 ㎍/mL/mg 의 Cmax로 특징지어진다.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은 단일 투약 후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약 1.9±2.1 내지 약 6.7±3.8 시간의 Tmax로

특징지어진다.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은 또한 단일 투약 후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약 4.3±3.4 시간의 Tmax

로 특징지어진다.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은 또한 단일 투약 후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약 6.7±3.8 시간의

Tmax로 특징지어진다.

혈장 농도 특성은 단일 투약 후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약 0.9±0.8 내지 약 2.8±2.7 시간의 Tmax로 특징지어진다. 혈장

농도 특성은 또한 단일 투약 후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약 1.2±1.3 시간의 Tmax로 특징지어진다.

본 투약 형태는 단일 투약 후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약 9.1 ng*hr/mL/mg 내지 약 19.9 ng*hr/mL/mg의 AUC 및 아세트아

미노펜에 대한 약 28.6 ng*hr/mL/mg 내지 약 59.1 ng*hr/mL/mg의 AUC로 특징되는 혈장 농도 특성을 만든다. 혈장 농

도 특성은 또한 단일 투약 후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약 7.0 ng*hr/mL/mg의 최소 AUC 내지 약 26.2 ng*hr/mL/mg의 최대

AUC 및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약 18.4 ng*hr/mL/mg의 최소 AUC 내지 약 79.9 ng*hr/mL/mg의 최대 AUC로 특징지

어진다. 혈장 농도 특성은 또한 단일 투약 후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약 15.0±3.7 ng*hr/mL/mg의 AUC 및 아세트아미노펜

에 대한 약 41.1±12.4 ng*hr/mL/mg의 AUC로 특징지어진다.

본 투약 형태는 단일 투약 후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약 0.6 ng/mL/mg 내지 약 1.4 ng/mL/mg 사이의 Cmax 및 아세트아미

노펜에 대한 약 2.8 ng/mL/mg 내지 약 7.9 ng/mL/mg 사이의 Cmax로, 그리고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약 9.1 ng*hr/mL/

mg 내지 약 19.9 ng*hr/mL/mg 사이의 AUC 및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약 28.6 ng*hr/mL/mg 내지 약 59.1 ng*hr/mL/

mg 사이의 AUC로 특징되는 혈장 농도 특성을 만든다.

본 투약 형태는 30 mg 하이드로코돈의 단일 투약 후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약 19.4 내지 42.8 ng/ml의 Cmax로 특징되는

혈장 농도 특성을 만든다. 혈장 농도 특성은 30 mg 하이드로코돈의 단일 투약 후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약 12.7 ng/ml의

최소 Cmax 및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약 56.9 ng/ml의 최대 Cmax로 특징지어진다. 혈장 농도 특성은 또한 30 mg 하이드

로코돈의 단일 투약 후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약 25.3±5.7ng/ml의 Cmax로 특징지어진다.

본 투약 형태는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의 단일 투약 후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약 3.0 내지 약 7.9 ㎍/ml의 Cmax로 특

징되는 혈장 농도 특성을 만든다. 혈장 농도 특성은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의 단일 투약 후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약

2.0 ㎍/ml의 최소 Cmax 및 약 10.4 ㎍/ml의 최대 Cmax로 특징지어진다. 혈장 농도 특성은 또한 1000 mg 아세트아미노

펜의 단일 투약 후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약 4.1±1.1㎍/ml의 Cmax로 특징지어진다.

서방성 본 투약 형태는 30 mg 하이드로코돈 바이타르트레이트의 단일 투약 후 농도 시간 커브 아래의 면적이 약 275 내지

약 562 ng*hr/ml인 것으로 특징되는 혈장 농도 특성을 만든다. 혈장 농도 특성은 30 mg 하이드로코돈 바이타르트레이트

의 단일 투약 후 농도 시간 커브 아래의 최소 면적이 약 228 ng*hr/ml이고 농도 시간 커브 아래의 최대 면적이 약 754

ng*hr/ml인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혈장 농도 특성은 또한 30 mg 하이드로코돈 바이타르트레이트의 단일 투약 후 농도 시

간 커브 아래의 면적이 약 449±113 ng*hr/ml 인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본 투약 형태는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의 단일 투약 후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농도 시간 커브 아래의 면적이 약 28.7

내지 약 57.1 ㎍*hr/ml인 것으로 특징되는 혈장 농도 특성을 만든다. 혈장 농도 특성은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의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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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후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농도 시간 커브 아래의 최소 면적이 약 22.5 ㎍*hr/ml이고 농도 시간 커브 아래의 최대 면

적이 약 72.2 ㎍*hr/ml인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혈장 농도 특성은 또한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의 단일 투약 후 아세트

아미노펜에 대한 농도 시간 커브 아래의 면적이 약 41.1±12.4 ㎍*hr/ml인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본 투약 형태는 비부족성(non-poor) CYP2D6 메타볼라이저(metabolizer) 인간 환자에 대한 30 mg 하이드로코돈 단일

투약 후 하이드로몰폰에 대한 약 0.12 내지 약 0.35 ng/ml의 Cmax로 특징되는 혈장 농도 특성을 만든다.

인간 환자에 대한 30 mg 하이드로코돈 바이타르트레이트의 단일 투약 후 12시간에서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혈장 농도

(C12)는 약 11.0 내지 약 27.4 ng/ml이다. 인간 환자에 대한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의 단일 투약 후 12시간에서의 아세

트아미노펜에 대한 혈장 농도(C12)는 약 0.7 내지 2.5 ㎍/ml이다.

본 투약 형태는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중간 높이에서의 폭의 값이 약 6.4 내지 19.6시간인 것으로 특징되는 혈장 농도 특성

을 만든다.

본 투약 형태는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중간 높이에서의 폭의 값이 약 0.8 내지 12.3시간인 것으로 특징되는 혈장 농도 특

성을 만든다.

본 투약 형태는 인간 환자에 대하여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과 30 mg 하이드로코돈을 함유하는 단일 투약량의 경구 투

여 후 1시간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중량비가 약 114.2 내지 284인 것으로 특징되는 혈장 농도 특성

을 만든다. 혈장 농도 특성은 인간 환자에 대하여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과 30 mg 하이드로코돈을 함유하는 단일 투약

량의 경구 투여 후 6시간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중량비가 약 70.8 내지 165.8인 것으로 특징지어진

다. 혈장 농도 특성은 또한 인간 환자에 대하여 1000 mg 아세트아미노펜과 30 mg 하이드로코돈을 함유하는 단일 투약량

의 경구 투여 후 12시간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의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중량비가 약 36.4 내지 135.1인 것으로 특징지어진

다.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환자들에 있어서, 본 투약 형태의 일부 구체예들은 인간 환자에 대한 경구 투여 후 약 1 내지 2

시간 내에 나타나는 제1 피크 농도(Cmax1) 및 경구 투여 후 약 5 내지 약 9시간에 나타나는 제2 피크 농도(Cmax2)로 특

징되는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을 만든다. 본 투약 형태의 그러한 구체예들은 인간 환자에 대한 경구 투여 후

약 1시간 내에 나타나는 제1 피크 농도(Cmax1) 및 경구 투여 후 약 4 내지 약 8시간에 나타나는 제2 피크 농도(Cmax2)로

특징되는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을 만든다.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은 인간 환자에 대한 경구

투여 후 약 0.4 내지 약 2.5시간에 나타나는 Tmax1 시간에서 나타나는 제1 피크 농도 및 경구 투여 후 약 2.9 내지 약

11.4시간에 나타나는 Tmax2 시간에서 나타나는 제2 피크 농도로 특징지어진다.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은

인간 환자에 대한 경구 투여 후 약 1.6±0.9시간에 나타나는 Tmax1 시간에서 나타나는 제1 피크 농도 및 경구 투여 후 약

9.0±2.4시간에 나타나는 Tmax2 시간에서 나타나는 제2 피크 농도로 특징지어진다.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은 인간 환자에 대한 경구 투여 후 약 0.5 내지 약 1.8시간에 나타나는 Tmax1 시간에서 나타나는 제1 피크 농도 및

경구 투여 후 약 1.7 내지 약 11.9시간에 나타나는 Tmax2 시간에서 나타나는 제2 피크 농도로 특징지어진다. 아세트아미

노펜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은 인간 환자에 대한 경구 투여 후 약 0.7±0.2시간에 나타나는 Tmax1 시간에서 나타나는 제

1 피크 농도 및 경구 투여 후 약 7.7±4.2시간에 나타나는 Tmax2 시간에서 나타나는 제2 피크 농도로 특징지어진다.

본 투약 형태는 인간 환자에 대한 경구 투여 후 Cmax1과 Cmax2 사이의 최소 농도(Cmin)로 또한 특징되는 하이드로코돈

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을 만들 수 있다.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Cmax1은 약 15.8 ng/mL 내지 약 35.4 ng/mL이다. 하이드

로코돈에 대한 최소 Cmax1은 약 5.4 ng/mL이고, 최대 Cmax1은 약 41.7 ng/mL이다.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Cmax2는 약

16.2 ng/mL 내지 약 40.5 ng/mL이다.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최소 Cmax2는 약 12.7 ng/mL이고, 최대 Cmax2는 약 56.9

ng/mL이다.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Cmin은 약 10.1 ng/mL 내지 약 23.5 ng/mL이다. 하이드로코돈에 대한 최소 Cmin은

약 5.2 ng/mL이고, 최대 Cmin은 약 30.9 ng/mL이다.

본 투약 형태는 인간 환자에 대한 경구 투여 후 Cmax1과 Cmax2 사이의 최소 농도(Cmin)로 또한 특징되는 아세트아미노

펜에 대한 혈장 농도 특성을 만들 수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Cmax1은 약 2.9 ㎍/mL 내지 약 7.9 ㎍/mL이다. 아세

트아미노펜에 대한 최소 Cmax1은 약 1.6 ㎍/mL이고, 최대 Cmax1은 약 10.2 ㎍/mL이다.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Cmax2는 약 1.5 ㎍/mL 내지 약 5.6 ㎍/mL이다.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최소 Cmax2는 약 1.0 ㎍/mL이고, 최대 Cmax2

는 약 8.8 ㎍/mL이다.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Cmin은 약 1.2 ㎍/mL 내지 약 3.8 ㎍/mL이다.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최소

Cmin은 약 0.7 ㎍/mL이고, 최대 Cmin은 약 4.5 ㎍/m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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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급성 통증 연구에서, 엄지건막류절제술을 겪는 환자에 있어서 실시예 2에 기재된 본 투약 형태의 효능을 테스트하기 위

한 임상 시험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관찰된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약물동력학은 실시예 5 및 6에 기재

되고 상기에서 테이블화된 처음 두개의 약물동력학적 연구에서 기재된 것들과 유사하였다. 급성 통증 연구의 결과는 실시

예 7에서 제시된다.

환자에게 정제 한 개, 정제 두 개 또는 플라시보 정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치료계획의 효능은 본 명세서에 기재

된 바와 같이 결정되었다. 통증 강도의 합(SPI)이 연구 의약의 각각 투약 이후 각각 12-시간 기간으로 평가되었다(즉, 5개

의 투약후 12-시간 기간). 범주별(categorical) 및 VAS 점수 양자 모두에 기초하여, 처음 2개의 투약후 기간동안 플라시

보와 정제 한 개(15 mg 하이드로코돈 바이타르트레이트/500 mg 아세트아미노펜)의 치료계획 사이에, 그리고 5개의 모든

기간동안 플라시보와 정제 두 개(30 mg 하이드로코돈 바이타르트레이트/1000 mg 아세트아미노펜)의 치료계획 사이에,

본 서방성 투약 형태를 받은 환자들에 있어서 더 낮은 평균 점수들(더 적은 통증을 나타냄)을 갖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관찰되었다. 연구 의약의 5개의 투약 각각에 뒤이은 통증 강도 점수(범주별 및 VAS)의 합에 대한 요약은 실시예 7의

표 15에 나타내었다.

요컨대, 본 제제는 수술후 안정에 있어서 훌륭한 생체내 효능(통증 완화)을 보였다. 게다가, 본 제제는 12-시간 기간에 걸

쳐 하이드로코돈 바이타르트레이트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유효한 혈장 농도를 제공하였고, 비교되는 즉시방출형 제제에 의

해 제공되는 것보다 감소된 혈장 변동(봉우리 및 골)을 보였으며, 그에 의해, 시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일정하고 통증 완

화에 효과적인 진통제의 혈장 농도를 제공한다. 이러한 진통제의 일정하고 효과적인 농도는, 진통제의 혈장 농도를 일정하

고 효과적인 혈장 농도의 범위로 유지하지 않는 즉시방출형 제제의 비교 투약에 비하여, 보다 큰 통증 완화에 대한 가능성

을 제공한다. 게다가, 이러한 진통제의 일정하고 효과적인 농도는, 비교되는 즉시방출형 진통 제제에 비하여 더 적은 양의

진통제를 사용하는 효과적인 통증 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또한 증가된 안전성을 제공한다. 끝으로, 하루에 두 번

투약하는 편리함은 물론 일관된 통증 완화로 인하여, 처방된 투약계획에 대하여 더 큰 환자 순응도가 있을 수 있다.

본 발명이 그 바람직한 특정 구체예들과 함께 설명되었지만, 상기 설명은 물론 이하의 실시예들은 예시적으로 의도될 뿐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르게 지적되지 않는 한, 본 발명의 실시는 유기화학, 고분자

화학 및 약제학적 제제 등의 통상적인 기법들을 적용할 것이며, 이들은 당 분야의 기술 내에 있다.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

는 다른 측면들, 이점들 및 변형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에게 명확할 것이다. 이러한 기법들은 문헌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

본 명세서에 전후 언급된 모든 특허들, 특허출원들 및 간행물들은 여기에서 참조로서 도입된다.

실시예

다음의 실시예들에서, 사용된 숫자(양, 온도 등)에 대하여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실험적 오차 및 편차를

고려해야만 한다. 다르게 지적되지 않는 한, 온도는 섭씨 단위이고 압력은 대기압이거나 그 근처이다. 모든 용매는 HPLC

급으로 구매되었으며, 다르게 지적되지 않는 한, 모든 반응은 아르곤의 불활성 분위기 하에서 통상적으로 수행되었다. 다

르게 지적되지 않는 한, 사용된 시약들은 다음의 공급원들로부터 입수되었다: 유기 용매, Aldrich Chemical Co.,

Milwaukee, Wis. ; 가스, Matheson, Secaucus, N. J.

약어:

APAP: 아세트아미노펜

HBH: 하이드로코돈 바이타르트레이트

HC: 하이드로코돈

HEC: 히드록시에틸셀룰로스

HM: 하이드로몰폰

HPMC: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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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C: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PEO: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PVP: 폴리비닐피롤리돈

PR 통증 완화

TOTPAR 총 통증 완화

PI 통증 강도

SPI 통증 강도 합

실시예 1

500 mg 아세트아미노펜 및 15 mg 하이드로코돈을 함유하는 투약 형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의약층 과립의 제조

25 kg 양의 의약층을 중위 유동층 과립기(mFBG)를 사용하여 과립화하였다. 실험적 스케일 업 작업동안 확립된 바와 같

이, 5% 제조 과량의 하이드로코돈 바이타르트레이트 (HBH)를 가하여 표적 의약량을 압축된 코어 내로 유지하였다. 포비

돈을 정제수에 용해시켜 7.5 중량% 용액으로 만듦으로써 바인더 용액을 제조하였다.

특정된 양의 APAP,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200 K (polyox N-80), 크로스카멜로스 소듐 (Ac-di-sol), 및 폴록사머

(poloxamer) 188을 FBG 용기 내에 채웠다. 베드를 유동화시키고, 그 후 즉시 바인더 용액을 살포하였다.

1000 g의 바인더 용액을 계량하여 용기 내에 투입하고, 과립화 공정을 멈추고, 그 다음에 미리 계량된 HBH를, 과립기 내

의 구멍 안에 위치시키고 덮음으로써, 용기 내에 투입하였다. 이 기법은 여과 백을 통해 손실되는 의약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미리 정해진 바인더 용액의 양을 살포한 후, 살포기 전원을 끄고 목적하는 수분 함량이 얻어질 때까지 과

립을 건조시켰다. 그 다음, 10-메쉬 스크린이 장착된 유동 공기 분쇄기(Fluid Air Mill)를 사용하여 2250-rpm의 분쇄속도

로 과립을 분쇄하였다.

그 후, 분쇄된 BHT를 가하여, 공정 동안 과립 내의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및 폴록사머로부터 손실된 BHT를 대체하였다.

점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및 폴록사머 내에는 BHT가 요구된다. 원료물질은 40-메쉬 스크린을 통해

손으로 체질하였다. Gemco 블렌더를 사용하여 적절한 양의 BHT를 블렌더 내의 과립의 상부 내로 분산시키고, 혼합물을

다음 10분간 블렌드하고, 이어서 같은 블렌더를 사용하여 스테아르산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를 과립 내로 1분간 블렌

딩하였다. 스테아르산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는 블렌더 내의 물질에 블렌드되기 전에 40-메쉬 스크린을 통해 크기를

선별하였다. 이것들은 코어 압축 동안 코어들이 다이를 빠져 나오기 쉽게 하기 위해 첨가되었다.

삼투압성 푸쉬층(Push Layer) 과립의 제조

소듐 클로라이드(NaCl)와 산화철(ferric oxide)의 응집체를 21-메쉬 스크린이 장착된 Quadro Comil로 분쇄하였다. 폴리

에틸렌 옥사이드, 분쇄 NaCl, 및 분쇄 산화철의 특정된 양을 토트(tote) 내에 깔았다.

폴리에틸렌 옥사이드의 약 절반을 바닥에 놓고, 물질들의 나머지를 중간에 두었다. 남은 폴리에틸렌 옥사이드를 상부에 놓

았다. 이 샌드위치 효과는 NaCl이 재응집하는 것을 방지한다. 포비돈을 정제수에 용해시켜 13% 고형분의 바인더 용액을

만들었다. 적절한 양의 바인더 용액이 과립을 만들기 위해 제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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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 내의 건조 성분들을 FBG 용기 내에 채웠다. 베드를 유동화시키고, 원하는 불활성 공기 온도가 달성되자 마자 바인더

용액을 살포하였다. 유동화 공기흐름은, 최대 공기흐름이 40003/시간에 이를 때까지 약 3분 살포마다 500㎥/시간씩 증가

되었다. 미리 정해진 양(48.077 kg)의 바인더 용액이 살포된 후, 살포기 전원을 끄고 목적하는 수분 함량까지 과립을 건조

하였다. 그 후 7-메쉬 스크린이 장착된 유동 공기 분쇄기를 사용하여 1530 L 토트 내로 과립을 분쇄하였다.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및 폴록사머 과립의 손상(degradation)을 막기 위해 분쇄된 BHT를 가하였다. 원료물질은 40-메쉬

스크린을 통해 손으로 체질하였다. 다음으로 적절한 양의 BHT를 토트 내의 과립 상부 내에 분산시켰다. 토트 텀블러

(tumbler)를 사용하여, 혼합물을 10분간 8 rpm으로 혼합하고, 이어서 토트 텀블러를 사용하여 과립 내에 스테아르산을 1

분간 8 rpm으로 혼합하였다. 스테아르산은 토트 내의 물질에 블렌드되기 전에 40-메쉬 스크린을 통해 크기를 선별하였

다. 이것은 압축 동안 정제들이 다이를 빠져 나오기 쉽게 하기 위해 첨가되었다.

2층 코어 압축

의약층 과립과 삼투압성 푸쉬 과립은 표준 압축 절차를 이용하여 2층 코어로 압축되었다. 2층의 세로로 압축된 정제(LCT)

를 제조하기 위해 Korsch 프레스가 사용되었다. 프레스는 둥글고 깊은 오목 펀치 및 다이를 갖춘 1/4인치 LCT 펀치 및 다

이로 준비되었다. 과립을 퍼올려서, 프레스 내의 적절한 위치 또는 스테이션에 이르는 호퍼에 투입하였다. 적절한 양의 의

약층 과립이 다이에 가해졌고, 프레스의 제1압축 스테이션 상에 가볍게 다져졌다. 다음으로 푸쉬 과립이 가해졌고, 정제가

압축되어 프레스의 제2 스테이션 상의 주압축 롤 하에서 최종 정제 두께로 되었다.

정제화 매개변수의 초기 조정(의약층)이 수행되어, 각 정제당 전형적으로 330 mg의 APAP와 10 mg의 하이드로코돈을 함

유하는 413 mg의 균일한 표적 의약층 무게를 갖는 코어를 생산한다. 의약층을 삼투압성 층에 결합하는 정제화 매개변수

의 제2층 조정(삼투압성 푸쉬층)이 수행되어, 균일한 최종 코어 무게, 두께, 경도 및 무름성(friability)을 갖는 코어를 생산

한다. 상기 파라미터는 채우는 공간 및/또는 힘 설정을 달리함으로써 조정될 수 있다.

정제 질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프레스는, 다이의 채움 깊이를 바꿈으로써 과립의 채움량을 조정하는, 압축력에 기초한 자

동 채움 조절기를 갖는다. 압축력 및 프레스 속도는 만족스러운 물성을 갖는 정제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조정되

었다. 의약층 표적 중량은 413 mg이고, 푸쉬층 표적 중량은 138 mg이었다. 코어 품질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조정된

예비-압축력은 60 N이었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조정된 최종 압축은 6000 N이었다. 프레스 속도는 13 rpm이었고, 14개

의 스테이션이 존재하였다.

서브코트(subcoat) 용액 및 서브코팅된 시스템의 제조

압축된 코어는 17 mg/코어의 표적 서브코트 질량으로 코팅되었다. 6 중량%의 고형분을 함유한 서브코팅 용액이 스테인레

스 스틸 혼합 용기 내에서 제조되었다. 고형분(95% 히드록시에틸셀룰로스 NF 및 5% 폴리에틸렌글리콜 3350)을 100%

물에 용해시켰다. 적정량의 물이 먼저 혼합 용기 내로 옮겨졌다. 물을 혼합하면서, 적정량의 폴리에틸렌글리콜을 혼합 용

기 내에 투입하고, 다음으로 히드록시에틸셀룰로스를 투입하였다. 모든 고형분이 녹을 때까지 물질들을 용기 내에서 함께

혼합하였다.

코팅 절차를 위해 벡터 하이-코우터(Vector Hi-Coater)가 사용되었다. 코우터를 가동시키고, 표적 배출 온도가 얻어진

후에, 2층 코어(명목상 로트당 9 kg)를 코우터 내에 위치시켰다. 그 후 즉시 코팅 용액을 회전하는 정제 베드 상에 살포하

였다. 코팅 공정 전체에 걸쳐 규칙적인 시간간격으로, 중량 획득을 측정하였다. 원하는 습윤 중량 획득(코어당 17 mg)이

달성되었을 때, 코팅 공정을 멈추었다.

속도 조절막 및 막 코팅된 시스템의 제조

2층 코어 내로의 원하는 물 투과 속도를 얻기 위해, 막 코팅 용액은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398-10 및 폴록사머 188을 다양

한 비율로 함유하였고, 원하는 중량 획득을 얻기 위해 하기 A, B 및 C에 기재된 바와 같이 코어 상에 코팅되었다. 중량 획

득은 방출 속도 시험에서 다양한 두께의 막에 대한 T90과 상관될 수 있다. 충분한 양의 용액이 공급되면, 원하는 T90에 대

하여 원하는 막 중량 획득의 달성에 의해 편리하게 결정되는 것과 같이, 막 코팅 공정이 중지된다.

코팅 용액은 5 중량%의 고형분을 함유하며, 20 갤런의 폐쇄 자켓형 스테인레스 스틸 혼합 용기 내에서 제조되었다. 고형

분(6 또는 8시간의 T90을 갖는 투약 형태용으로 하기 A 및 B에 기재된 75%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398-10 및 15% 폴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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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188, 또는 10시간의 T90을 갖는 투약 형태용으로 하기 C에 기재된 80%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398-10 및 20% 폴록사

머 188, 양자 모두 추적량의 BHT 0.0003%를 함유함)을 99.5% 아세톤 및 0.5% 물 (중량/중량)로 이루어진 용매에 녹였

고, 적정량의 아세톤 및 물은 혼합 용기 내로 옮겨졌다. 혼합하면서, 용기를 25℃ 내지 28℃로 가열하였고, 그 후 뜨거운 물

공급을 차단하였다. 적정량의 폴록사머 188,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398-10 및 BHT를, 예비 가열된 아세톤/물 용액을 담

고 있는 혼합 용기 내에 투입하였다. 모든 고형분이 녹을 때가지 물질들을 용기 내에서 함께 혼합하였다.

서브코팅된 2층 코어(로트당 약 9 kg)를 벡터 하이-코우터 내에 위치시켰다. 코우터를 작동시키고, 표적 배출 온도가 얻어

진 후에, 코팅 용액을 회전하는 정제 베드 상에 살포하였다. 코팅 공정 전체에 걸쳐 규칙적인 시간간격으로, 중량 획득을

측정하였다. 원하는 습윤 중량 획득이 달성되었을 때, 코팅 공정을 멈추었다.

특정 T90값을 갖는 코팅된 코어를 얻기 위하여, 하기 A, B 및 C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하는 막 중량 획득이 얻어질 때까지

적절한 코팅 용액이 회전하는 정제 베드에 균일하게 도포되었다. 코팅 공정 전체에 걸쳐 규칙적인 시간간격으로, 중량 획

득을 측정하였고, 코팅된 단위에 대한 T90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예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막 코팅된 단위의 시료에 대하

여 방출 속도 시험을 테스트하였다.

40 mg의 중량 획득이 되도록 2층 코어 상에 막이 코팅되었으며, 방출 속도 시험에서 약 6시간의 T90을 갖는 투약 형태를

수득하였다(즉, 의약의 약 90%가 6시간 내에 본 투약형태로부터 방출됨).

59 mg의 중량 획득이 되도록 2층 코어 상에 막이 코팅되었으며, 방출 속도 시험에서 결정된 바, 약 8시간의 T90을 갖는 투

약 형태를 수득하였다.

60 mg의 중량 획득이 되도록 2층 코어 상에 막이 코팅되었으며, 방출 속도 시험에서 약 10시간의 T90을 갖는 투약 형태를

수득하였다.

막 코팅된 시스템의 드릴링(drilling)

하나의 배출 포트(exit port)가 막 코팅된 시스템의 의약층 말단 내에 드릴링되었다

드릴링 공정 동안, 구멍 크기, 위치 및 배출 포트의 수에 대하여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체크하였다.

드릴링된 코팅된 시스템의 건조

건조에 앞서, 필요에 따라 짝지어지고 부서진 시스템들을 배치로부터 제거하였다. 정제들을 수동으로 천공된 트레이에 통

과시켜, 짝지어진 시스템을 골라내고 제거하였다. LCT 레이저를 사용하여 코팅된 코어 내에 하나의 배출 포트를 드릴링하

였다. 배출 포트 직경은 4.5 mm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는 막-코팅된 코어의 의약층 돔 상에 드릴링되었다. 드릴링 공정 동

안, 주기적으로 구멍 크기를 측정하여 3개의 정제들을 제거하였다. 허용가능한 품질 한계(AQL) 검사를 또한 수행하였다.

상기와 같이 제조된 드릴링된 코팅된 시스템을 천공된 오븐 트레이 상에 위치시키고, 이를 45℃ 및 45% 상대 습도 하의 상

대 습도 오븐 내의 랙 위에 놓고, 72시간 동안 건조하여 잔류 용매를 제거하였다. 습기 건조 후에 45℃ 및 주위 상대 습도

하에서 적어도 4시간의 건조를 행하였다.

의약 코팅의 활용

상기 설명된 드릴링된 투약 형태에 대하여, 의약 코팅이 제공된다. 코팅은 HPMC 2910 (Dow 제공) 및 코포비돈

(Kollidon® VA64 BASF 제공)의 블렌드로 형성된 6.6 중량%의 필름 형성제를 포함하였다. HPMC는 의약 코팅의 3.95

중량%에 해당되었고, Kollidon® VA64는 의약 코팅의 2.65 중량%에 해당되었다. 의약 코팅은 또한 HPC (Klucel® MF)

를 점도 증강제로서 포함하였다. HPC는 의약 코팅의 1.0 중량%에 해당되었다. APAP 및 HBH가 의약 코팅에 포함되었으

며, 두 의약은 의약 코팅의 92.4 중량%에 해당되었다. APAP는 의약 코팅의 90 중량%에 해당되었고, HBH는 의약 코팅의

2.4 중량%에 해당되었다.

의약 코팅을 형성하기 위해, 정제수 USP를 용매로 사용하여 수성 코팅 배합물이 만들어졌다. 이 코팅 배합물은 고형분 함

량20 중량% 및 용매 함량 80 중량%를 포함한다. 코팅 배합물에 들어간 고형분은 완료된 의약 코팅을 형성했던 것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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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형분들은 완료된 의약 코팅 내에 함유된 것과 같은 상대비로 코팅 배합물 내에 들어갔다. 두개의 별도 중합체 용액을

혼합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두개의 스테인레스 스틸 용기가 사용되었고, 그 후, HBH 및 APAP를 가하기 전에 중합체 용액

들을 한데 모았다. 코포비돈은 24 kg의 물 (전체 물의 2/3)을 담고 있는 제1용기 내에서 용해되었고, 이 후 HPMC E-5가

추가되었다. 이 용기는 두개의 믹서를 구비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용기 상부에 설치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용기 바닥의 측

면에 위치시켰다. Klucel MF (HPC)는 1200 g의 물 (필요한 물의 1/3)을 담고 있는 제2용기 내에서 용해되었다. 두 중합

체 용액을, 용액들이 맑게 될 때까지 믹싱하였다. 다음으로, HPC/물 용액을, 코포비돈/HPMC/물을 담고 있는 용기로 옮겼

다. 그 다음에, HBH를 가하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혼합하였다. 끝으로, APAP (및 임의로 Ac-di-sol)를 중합체/HBH/물

용액에 가하였다. 균질한 현탁액이 얻어질 때까지 혼합물을 연속적으로 교반하였다. 이 현탁액은 살포되는 동안 혼합되었

다.

코팅 배합물을 형성한 후에, 두개의 마스터플렉스 페리스태틱(Marsterflex peristattic) 펌프 헤드를 갖춘 24-인치 하이-

코우터 (CA# 66711-1-1)를 사용하여 드릴링된 투약 형태 상에 의약 코팅을 형성하였다. 3개의 로트 모두 195 mg/코어

(199.7 mg의 평균 코팅 중량)의 동일한 표적 중량 획득으로 코팅되었다.

색상 및 투명 오버코트

선택적인 색상 또는 투명 코팅 용액을 덮개달린 스테인레스 스틸 용기 내에서 제조하였다. 색상 코팅용으로는, 88 부의 정

제수와 12부의 Opadry II를 용액이 균질해질 때 까지 혼합하였다. 투명 코팅용으로는, 90 부의 정제수와 10부의 Opadry

Clear를 용액이 균질해질 때 까지 혼합하였다. 상기 제조된 건조 코어를 회전하는 천공 팬 코팅 유닛 내에 위치시켰다. 코

우터를 작동시키고, 코팅 온도(35-45℃)가 얻어진 후에, 색상 코팅 용액을 회전하는 정제 베드에 균일하게 도포하였다. 충

분한 양의 용액이 공급되었을 때, 원하는 색상 오버코트 중량 획득이 얻어졌을 때 편리하게 결정되는 바와 같이, 색상 코팅

공정이 중지되었다. 다음으로, 투명 코팅 용액을 회전하는 정제 베드에 균일하게 도포하였다. 충분한 양의 용액이 공급되

었을 때, 또는 원하는 투명 코팅 중량 획득이 달성되었을 때, 투명 코팅 공정이 중지되었다. 투명 코팅 적용 후에, 흐름제

(예컨대, 카르누보 왁스(Carnubo wax))가 정제 베드에 임의로 도포될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된 본 투약 형태를 구성하는 성분들을 중량 백분율 조성으로서 하기 표 6에 제시한다.

표 6: 하이드로코돈 바이타르트레이트/아세트아미노펜 정제용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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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5 CA398-10/플루로닉 F68이 6 시간 및 8 시간 시스템에 대해 사용되었다.

*80/20 CA398-10*80/20 CA398-10/플루로닉 F68이 10 시간 시스템에 대해 사용되었다.)

전술한 방법에 따라 제조된 제형을 실시예 4에 기재된 방출 속도 분석법에 따라 시험하였고, 실시예 5에 기재된 임상 시험

에서 인간에 대해 시험하였다.

실시예 2

일부 성분을 다르게 하여, 실시예 1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별도의 제형을 제조하였다.

상기 제형에 사용된 성분을 중량%로 표 7에 나타냈다.

표 7.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아세트아미노펜의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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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을 실시예 1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고, 상기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제형을 실시예 4에 기재된 방출 속도 분석

법에 따라 시험하였고, 실시예 6에 기재된 임상 시험에서 인간에 대해 시험하였다.

실시예 3

결합제의 양을 다르게 하여, 실시예 1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추가 제형을 제조하였다. 특히, 실시예 1의 제형과 동일한 조

성을 가지되 다음의 예외를 가지는 4 개의 제형을 제조하였다:

약물층 조성물을 아세트아미노펜 (Ph Eur Fine Powder)의 파이너 등급 (finer grade)을 사용하고, 더 작은 양의 폴리에틸

렌 옥사이드, NF, 303, 7000K, TG, LEO (61.3%), 및 추가적으로 3% 글리세릴 베헤네이트, NF, Ph Eur,를 이용하며, 서

브코트에 다른 등급의 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즈 (NF, Ph Eur, 250 LPH)를 이용하고, 다른 양 및 등급의 아세트아미노펜

(87.584%, Ph Eur micronized)과 더 작은 양의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2.576%)을 함유하는 약물 코팅을 이용하

여 전술한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고;

약물층 조성물을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대신 2.55% 하이드록시프로필셀룰로즈 EXF, 더 작은 양의 파이너 등급 아세트아

미노펜 (78.787%) (Ph Eur (Fine Powder), 더 작은 양의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2.383%), 1.375% 스테아르산,

NF, 0.5% 콜로이드 실리콘 디옥사이드, NF, 및 0.375%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를 사용하고, 61.3% 폴리에틸렌 옥사이

드, NF, 303, 7000K, TG, LEO, 및 추가의 3% 히드로프로필셀룰로즈를 함유하는 푸쉬 이동층, 및 다른 양 및 등급의 아세

트아미노펜 (87.584%, Ph Eur micronized) 및 더 작은 양의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2.576%)을 함유하는 약물 코

팅을 이용하여 전술한 방법으로 제조하였으며;

약물층 조성물을 폴리옥시 N-80 대신 4.55% 하이드록시프로필셀룰로즈 EXF, 더 작은 양의 아세트아미노펜 (76.845%,

Fine Powder), 2.325%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1.375% 스테아르산, NF, 0.5% 콜로이드 실리콘 디옥사이드, NF,

및 0.375%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를 사용하고, 61.3%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NF, 303, 7000K, TG, LEO, 및 추가의 3%

히드로프로필셀룰로즈를 함유하는 푸쉬 이동층, 및 다른 양 및 등급의 아세트아미노펜 (87.584%, Ph Eur micronized) 및

더 작은 양의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2.576%)을 함유하는 약물 코팅을 이용하여 전술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약물층 조성물을 폴리옥시 N-80 대신 2.55% 하이드록시프로필셀룰로즈 EXF, 아세트아미노펜 (78.56%, Fine Powder),

2.38%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1.5% 스테아르산, NF, 0.5% 콜로이드 실리콘 디옥사이드, NF, 0.5% 마그네슘 스

테아레이트 및 0.01% BHT를 사용하고, 61.3%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NF, 303, 7000K, TG, LEO, 및 추가의 3% 히드로

프로필셀룰로즈를 함유하는 푸쉬 이동층, 및 아세트아미노펜 (90.0%, Ph Eur micronized) 및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

이트 (2.56%), 코포비돈 (2.56%), HPMC (3.88%) 및 HPC (1.0%)를 함유하는 약물 코팅을 이용하여 전술한 방법으로 제

조하였다. 약물 코팅의 총 중량은 194 mg이고, 약물층의 중량은 420 mg이며, 푸쉬 이동층 중량은 140 m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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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가 제형 중 처음 세개의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의 방출 속도를 도 4a 및 4b에 나타냈다. 그래프는 상기

제형이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에 대해 유사한 방출 특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 그래프는 2개의

약물이 활성제제의 실질적 완전 송달과 함께 상대적 비례 속도로 방출되는 것을 보여준다.

실시예 4

전술한 제형의 약물의 방출 속도를 다음의 표준화된 분석법에 의해 결정되었다. 상기 방법은 900 ml 산성화된 물 (pH 3)

내에 방출계를 포함하였다. 방출 속도 용액의 일부를 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하여 특정 시험 기간 동안 방출된 약물의 양을

정량하였다. 약물을 C18 컬럼에서 분할하고, UV 흡수(아세트아민펨에 대해 254 nm)에 의해 검출하였다. 적어도 5개의

표준 점을 가지는 표준 곡선으로부터 피크 면적을 선형 회귀 분석하여 정량하였다.

샘플을 USP 타입 7 인터벌 방출 기구 (USP type 7 interval release apparatus)에 사용하기 위해 샘플을 제조하였다. 각

각의 시험 제형을 칭량한 뒤, 뾰족한 말단을 가지는 플라스틱 막대에 붙이고, 각 막대를 방출 속도 디퍼 암 (release rate

deeper arm)에 부착하였다. 각 방출 속도 디퍼 암을 상/하 왕복 교반기 (USP 타입 7 인터벌 방출 기구)에 고정하고, 약 3

cm의 강도로 사이클 당 2 내지 4초로 작동하였다. 이어서, 막대 끝을 부착된 시스템과 함께 37℃±0.5℃로 조절되는 항온

수조로 평형화된 50 ml의 산성화된 H2O (인산으로 pH 3.00±0.05로 산성화)를 함유하는 50 ml의 눈금 튜브에 담구었다.

90 분의 각 시간 간격 끝에, 제형을 신선한 산성화된 물을 함유하고 있는 다음 열의 시험 튜브로 옮겼다. 방출이 완료될 때

까지 공정을 소망하는 간격 수만큼 반복하였다. 그 후, 방출된 약물을 함유하는 용액 튜브를 제거하고, 실온으로 냉각시켰

다. 냉각 후, 각 튜브를 산성화된 물로 50 ml 표지까지 채우고, 각 용액을 완전히 혼합한 뒤 고압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 분석을 위한 샘플 바이알로 옮겼다. 약물을 표준 용액을 5 ㎍ 내지 약 400 ㎍ 범위를 포함하도록 증가하는 농도로

제조하였고, HPLC에 의해 분석하였다. 표준 농도 곡선을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방출 시험으로부터 얻은

약물 샘플을 HPLC에 의해 분석하고, 약물 농도를 선형 회귀 분석에 의해 결정하였다. 각 방출 간격 중에 방출된 약물의 양

을 계산하였다.

본 발명의 다양한 제형에 대한 방출 속도 분석 결과를 도 2-7에 나타냈다.

중량 59 mg의 75/25 CA398-10/플루로닉 F68의 막 코팅을 가지는 제형은 도 2a 및 2b에서와 같이 약 8 시간의 T90을 보

였고, 누적 방출 속도 그래프를 도 3 및 도 5a-d에 나타냈다. 도 2 및 3에서 알수 있듯이, 제형은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

드로코돈을 상승한 속도로 방출함으로써, 시간에 대한 함수로써 방출된 퍼센트 약물은 일정한 방출 속도를 나타내는 대신

약물의 약 80% 내지 90%가 방출될 때 까지 시간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였다.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의 방출 속

도의 증가는 약물층이 팽창함에 따라 푸쉬 이동층의 삼투 활성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이는 약물 코팅의 존재 및 부재하에

관찰되었다. 도 2a, 2b 및 5a에서와 같이, 약물 코팅을 가지는 제형은 또한 방출의 상승한 속도를 나타내었고, 약물 코팅으

로부터 총 약물의 약 1/3의 초기 방출을 나타냈다. 제형을 방출 분석을 위한 수성 환경에 도입한 후, 초기 피크 하이드로코

돈 방출 속도는 1 시간 이내에 관찰되었고, 제 2 피크 방출 속도가 약 5 내지 7 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것을 관찰되었다. 도

5c는 또한 약물 코팅으로부터 아세트아미노펜의 초기 방출에 이어 약 7 시간이 될 때까지 방출 속도가 조금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누적 약물 방출을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각각 도 5b 및 5d에 나타냈고, 초기 약물 방출에 이

어 방출 속도가 조금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중량 40 mg의 75/25 CA398-10/플루로닉 F68의 막 코팅을 가지는 제형은 도 2a, 2b 및 6a-d에서와 같이 약 6 시간의

T90을 보였다. 도 6a에서와 같이, 약물 코팅을 가지는 약물 코팅으로부터 하이드로코돈의 총 투여량의 약 1/3의 초기 방출

을 나타냈고, 이어서 하이드로코돈의 방출 속도가 제 2 피크 방출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약 4 내지 6 시간 이내에 발생하였

다. 도 6c는 약물 코팅으로부터의 아세트아미노펜의 초기 방출에 이어 약 5-6 시간 동안 방출 속도가 조금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누적 약물 방출을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각각 도 6b 및 6d에 나타냈고, 초기 약물 방출에 이

어 방출 속도가 조금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중량 60 mg의 80/20 CA398-10/플루로닉 F68의 막 코팅을 가지는 제형은 도 2a, 2b 및 7a-d에서와 같이 약 10 시간의

T90을 보였다. 이 제형은 보다 편평한 방출 특성을 나타냈고, 6 및 8 시간의 T90 값을 특징으로 하는 앞의 시스템 보다 제

로 차수 방출 속도를 더 닮았다. 도 7a에서와 같이, 약물 코팅을 가지는 약물 코팅으로부터 하이드로코돈의 총 투여량의 약

1/3의 초기 방출을 나타냈고, 이어서 하이드로코돈의 방출 속도가 제 2 피크 방출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약 7 내지 8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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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발생하였다. 도 7c는 약물 코팅으로부터의 아세트아미노펜의 초기 방출에 이어 약 5-6 시간 동안 방출 속도가 조

금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누적 약물 방출을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각각 도 7b 및 7d에 나타냈고, 초

기 약물 방출에 이어 방출 속도가 조금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실시예 1의 샘플 A, B 및 C에 대해 수행된 방출 속도 분석 결과를 표 8 및 9에 나타냈다.

표 8. 아세트아미노펜의 방출 패턴 (% 방출)

표 9. 하이드로코돈의 방출 패턴 (% 방출)

실시예 5

실시예 1에서 제조한 제형의 생체내 효과 및 안정성을 다음과 같이 시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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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의 건강한 자원자 (남성 12명, 여성 12명)을 오픈 라벨 무작위 4 기간 크로스오버 연구 디자인(open label

randomized four period corssover study design)의 페이스 I 임상 시험에 등록하였다. 동수의 남성 대상 및 여성 대상을

네 그룹 중의 하나로 함께 짝지웠다. 각 성별 카테고리 내의 대상을 순서 치우침 (sequence bias) 및 순서 및 성별의 교란

을 방지하기 위해 후술하는 일련의 4개 레지멘(regimen)에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연구 1일 째에 단일 치료 레지멘을 투여하여, 4개의 치료 옵션을 순서대로 시험하였다. 투여 일을 분리하기 위해 적어도 6

주의 배출(wash out) 기간을 포함하였다. 각 치료 그룹은 연구 기간 동안 아래의 표 10에서와 같이 4개 치료를 각각 받았

고, 한가지 예외가 있었다. 예외는 약동학적 파라미터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4 기간 각각에 대해, 대상은 경구 투여에 의

해 4개 치료 옵션 중 하나를 받았다:

약 6 시간의 표적 T90 값을 가지는, 실시예 1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제조된 조절된 방출 HBH/APAP 생산물 (정제 2개, 총

30 mg HBH 및 1000 mg APAP) (레지멘 A);

약 8 시간의 표적 T90 값을 가지는, 실시예 1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제조된 조절된 방출 HBH/APAP 생산물 (정제 2개, 총

30 mg HBH 및 1000 mg APAP) (레지멘 B);

약 10 시간의 표적 T90 값을 가지는, 실시예 1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제조된 조절된 방출 HBH/APAP 생산물 (정제 2개,

총 30 mg HBH 및 1000 mg APAP) (레지멘 C); 또는

12 시간 동안 4 시간 마다 총 3회 투여한, 10 mg HBH 및 325 mg APAP를 함유하는 HBH 및 APAP의 즉시 방출 제형인

참조 약물 NORCO® (레지멘 D).

표 10. 레지멘 순서

용법 A-C의 조절된 방출 생산물 및 레지멘 D의 제 1 투여량이 엄격히 금식된 조건 하에 연구 1일째에 투여됐다. 투여 후

약동학적 샘플링을 위해 치료 레지멘 A-C를 받은 각 대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적절한 시간에 혈액 샘플을 수집하였다:

0, 0.25 시간, 0.5 시간, 0.75 시간, 1 시간, 2 시간, 3 시간, 4 시간, 6 시간, 8 시간, 10 시간, 12 시간, 16 시간, 20 시간,

24 시간, 36 시간,48 시간. 치료 레지멘 D를 받은 대상에 대해, 제 1 투여량 투여 후 다음과 같은 적절한 시간에 혈액 샘플

을 수집하였다: 0, 0.25 시간, 0.5 시간, 0.75 시간, 1 시간, 2 시간, 4 시간, 4.25 시간, 4.5 시간, 5 시간, 6 시간, 8 시간,

8.25 시간, 8.5 시간, 9 시간, 10 시간, 12 시간, 16 시간, 20 시간, 24 시간, 36 시간, 48 시간.

추가 분석을 위해 혈액 샘플을 처리하여 혈장을 분리하였고,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농도를 유효한

HPLC/MS/MS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였으며, 하이드로코돈은 0.092 및 92 ng/mL 사이로,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5 및

10,000 ng/mL 사이로 정량되었다.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약동학적 파라미터에 관한 값은 논컴파트먼트(noncompartment) 방법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혈장 농도를 약동학적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해 효능(potency)에 대해 조절되었다.

관찰된 최고 혈장 농도 (Cmax) 및 Cmax에 이르는 시간 (피크 타임, Tmax)을 혈장 농도-시간 데이타로부터 직접 결정하

였다. 터미날 페이스(terminal phase) 제거 속도 상수 값 (p)을 특성의 터미날 로그-선형 페이스로부터 혈장 농도의 로그

값 대 시간 데이타의 최소 제곱 선형 회귀(the least squares linear regression) 기울기로부터 얻었다. 터미날 로그-선형

페이스는 WinNonlin-ProfessionalTM, Version 4.0.1 (Pharsight Corporation, Mountain View, CA) 및 visual

inspection을 이용해서 확인하였다. 3개 농도-시간 데이타 점의 최소값은 β를 결정하는데 사용하였다. 터미날 페이스 제

거 반감기 (t1/2)는 ln(2)/β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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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0 부터 최종 측정 가능 농도(AUCt) 시간 까지의 혈장 농도-시간 곡선(AUC)하 면적을 선형 사다리꼴 규칙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AUC는 최종 측정 가능 혈장 농도 (Ct)를 β로 나눔으로써 무한 시간에 대해 외삽되었다. AUC의 외삽된 부

분을 AUCext로 표시하였고, 시간 0 부터 무한 시간(AUC∞) 까지의 AUC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AUC∞ = AUCt + AUCext

전체 AUC∞에 대한 외삽된 AUC (AUCext)의 기여 퍼센트를 AUCext를 AUC∞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겉보

기 경구 청소율 값 (CL/F, 여기에서 F는 생체이용률)은 투여된 용량을 AUC∞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각 대상 및 레지멘에 대한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농도를 약동학적 파라미터 값과 함께 표로 만들었고,

각각의 샘플링 시간 및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 간단히 통계 계산하였다.

IR 레지멘에 대한 각 CR 레지멘의 생체이용률을 AUC의 자연 로그 분석에서 얻은 90% 신뢰 구간의 투 원-사이디드(two

one-sided) 검정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상기 분석을 효능에 대해 조절된 약동학적 파라미터에 대해 수행하였다.

결과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농도를 전술한 표 2-5 및 도 8a 및 8b에 나타냈다. 상기 도면이 나타내듯이, 실시

예 1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3개의 제형을 각각 2 정제씩 복용한 자원자는 시간 0에서 경구 투여한 후에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농도가 증가함을 나타냈다.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농도는 약물 코팅으로부터 하

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방출에 의해 초기 피크에 도달했다.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초기 방출에 이

어, 제형의 서방성 방출은 환자에게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지속된 방출을 제공하였다.

생물학적 동등성을 평가하기 위한 90% 신뢰 구간이 0.80 내지 1.25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시험 레지멘 A (6 시간 방출 프

로토타입), B (8 시간 방출 프로토타입) 및 C (10 시간 방출 프로토타입)는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 모두에 대한

AUC와 관련하여 참조 레지멘 D (NORCO®)와 동등하다.

시험 레지멘 A는 생물학적 동등성을 평가하기 위한 90% 신뢰 구간이 0.80 내지 1.25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하이드로코돈

Cmax와 관련하여 참조 레지멘 D와 동등하다. 레지멘 D와 비교하여, 레지멘 B 및 C에 대한 하이드로코돈 Cmax 중간 값은

16% 및 25% 낮았다. 레지멘 D와 비교하여, 레지멘 A, B 및 C에 대한 아세트아미노펜 CmaX 중간 값은 9% 내재 13% 낮

았다.

실시예 6

실시예 2에 기재된 대로 제조한 추가 제형의 생체내 효율 및 안정성을 제 2 임상 시험에서 시험하였다. 연구 프로토콜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법:

44 명의 건강한 자원자 (남성 22명, 여성 22명)를 오픈 라벨, 무작위, 용량 비례 및 정상 상태 연구 디자인(open label,

randomized, dose-propotionality and steady state study design)의 페이스 I 투-파트, 단일-용량 및 다중-용량, 금식

및 비금식 연구에 등록하였다. 2명의 남성 대상 및 2명의 여성 대상을 총 24 대상에 대한 크로스오버 디자인의 코호르트 I

(Cohort I)의 6개의 일련의 그룹 중 하나에 함께 짝지웠다. 5명의 남성 대상 및 5명의 여성 대상을 총 20 대상에 대한 코호

르트 II의 2개 그룹 중 하나에 함께 짝지웠다. 각 성별 카테고리 내의 대상을 순서 치우침 (sequence bias) 및 순서 및 성별

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후술하는 코호르트 I 및 II 내의 6개의 일련의 레지멘에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코호르트 I에대해, 4개의 치료 옵션을 순서대로 시험하였고, 단일 투여 레지멘을 연구 1일에 투여하였다. 적어도 5일의 배

출 기간을 포함하였다. 연구 기간 중에 후술하는 표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치료 그룹은 4개 치료를 각각 받았다. 4 기

간 각각에 대해, 대상은 4개 치료 중의 하나를 경구 투여에 의해 다음과 같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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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 시간의 T90 값을 가지는, 실시예 2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제조된 조절된 방출 HBH/APAP 생산물 (정제 1개, 총 15

mg HBH 및 500 mg APAP) (레지멘 A);

약 8 시간의 표적 T90 값을 가지는, 실시예 2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제조된 조절된 방출 HBH/APAP 생산물 (정제 2개, 총

30 mg HBH 및 1000 mg APAP) (레지멘 B);

약 8 시간의 표적 T90 값을 가지는, 실시예 2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제조된 조절된 방출 HBH/APAP 생산물 (정제 3개, 총

45 mg HBH 및 1500 mg APAP) (레지멘 C); 또는

12 시간 동안 4 시간 마다 총 3회 투여한, 10 mg HBH 및 325 mg APAP를 함유하는 HBH 및 APAP의 즉시 방출 제형인

참조 약물 NORCO® (레지멘 D).

표 11. 레지멘 순서

용법 A-C의 조절된 방출 생산물 및 레지멘 D의 제 1 투여량이 엄격히 금식된 조건 하에 연구 1일에 투여되었다. 투여 후

약동학적 샘플링을 위해 치료 레지멘 A-C를 받은 각 대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적절한 시간에 혈액 샘플을 수집하였다:

0, 0.25 시간, 0.5 시간, 0.75 시간, 1 시간, 2 시간, 3 시간, 4 시간, 6 시간, 8 시간, 10 시간, 12 시간, 16 시간, 20 시간,

24 시간, 36 시간, 48 시간. 치료 레지멘 D를 받은 대상에 대해, 제 1 투여량 투여 후 다음과 같은 적절한 시간에 혈액 샘플

을 수집하였다: 0, 0.25 시간, 0.5 시간, 0.75 시간, 1 시간, 2 시간, 4 시간, 4.25 시간, 4.5 시간, 5 시간, 6 시간, 8 시간,

8.25 시간, 8.5 시간, 9 시간, 10 시간, 12 시간, 16 시간, 20 시간, 24 시간, 36 시간, 48 시간.

추가 분석을 위해 혈액 샘플을 처리하여 혈장을 분리하였고,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농도를 결정하였다.

또한, 대사 저하자 및 대사 비저하자 (CYP2D6, 유전형)를 확인하기 위한 약물 유전학 분석을 위해 혈액 샘플을 시험하였

다. 분석 방법은 유효한 HPLC/MS/M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하이드로코돈은 0.092 및 92 ng/mL 사이로, 아세트아미

노펜에 대해 5 및 10,000 ng/mL 사이로, 히드로모르폰에 대해 0.1 및 100 ng/mL 정량되었다. 대상 한명이 약동학적 파라

미터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CYP2D6 대사 저하자는 히드로모르폰 약동학 파라미터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코호르트 II에 대해, 치료 옵션을 연속하여 시험하였고, 단일 투여 레지멘을 1일에 투여하였다. 2개 연구 기간의 투여일을

분리하기 위해 적어도 5일의 배출 기간이 포함되었다. 각 치료 그룹은 연구 기간 동안 아래의 표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각 2개의 치료를 받았고, 제 1 기간 동안 제외된 그룹 VIII의 개인 2명은 제외하였다. 2 기간 각각에 대해, 경구 투여에 의

해 2개 치료 옵션 중 하나를 개체에 다음과 같이 주었다:

8 시간의 T90 값을 가지는 실시예 2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제조된 조절된 방출 HBH/APAP 생산물 (정제 2개, 총 30 mg

HBH 및 1000 mg APAP)을 연속 3일 동안 1일 2회, 총 6회 투여하거나 (180 mg 하이드로코돈 및 6000 mg 아세트아미

노펜, 레지멘 E); 10 mg HBH 및 325 mg APAP을 함유하는 즉시 방출 제형인 참조 약물 NORCO® (레지멘 D)을 연속 3일

동안 4시간 간격으로 총 18회 투여하였다(180 mg 하이드로코돈 및 5850 mg 아세트아미노펜, 레지멘 F).

표 12. 레지멘 순서

공개특허 10-2006-0120049

- 67 -



용법 E의 조절된 방출 생산물 및 레지멘 F의 제 1 투여량이 엄격히 금식된 조건 하에 연구 1일에 투여되었다. 투여 후 약동

학적 샘플링을 위해 치료 레지멘 E를 받은 각 대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적절한 시간에 혈액 샘플을 수집하였다: 24 시간

(예비-투여(pre-dose) 3); 36 시간 (예비-투여 4), 48 시간 (예비-투여5), 48.5 시간, 49 시간, 50 시간, 52 시간, 54 시

간, 56 시간, 58 시간, 60 시간 (예비-투여 6), 60.5 시간, 61 시간, 62 시간, 64 시간, 68 시간, 72 시간, 84 시간, 및 96 시

간. 약동학적 샘플링을 위해 치료 레지멘 F를 받은 각 대상으로부터 투여 후 다음과 같은 적절한 시간에 혈액 샘플을 수집

하였다: 24 시간 (예비-투여 7); 36 시간 (예비-투여 10), 48 시간 (예비-투여 13), 48.5 시간, 49 시간, 50 시간, 52 시간,

52.25 시간, 52.5 시간, 53 시간, 54 시간, 56 시간, 56.25 시간, 56.5 시간, 57 시간, 58 시간, 60 시간 (예비-투여 16),

60.5 시간, 61 시간, 62 시간, 64 시간, 68 시간, 72 시간, 84 시간, 및 96 시간. CYP2D6 대사 저하자는 히드로모르폰 ㅇ약

동학적 파라미터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1일 2회 투여되는 2개의 15 mg 하이드로코돈/500 mg 정제 투여량은 약물 코팅에 함유된 10 mg 하이드로코돈 및 340

mg 아세트아미노펜을 방출하도록 디자인되었고, 코어는 연장된 기간동안 다른 20 mg 하이드로코돈 및 660 mg 아세트아

미노펜을 방출하도록 디자인되었다. 1 및 3 정제 용량이 또한 용량 비례를 평가하기 우해 연구되었다.

실시예 5에 기재된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농도의 약동학적 분석은 효능 교정(potency correction)이 수

행되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기재된대로 수행되었다.

결과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농도를 전술한 표 2-4 및 도 9, 10, 및 12-17에 나타냈다. 도 9 및 10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실시예 2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8 시간의 T90을 가지는 제형의 1 내지 3개의 정제를 받은 자원자는 시간 0에서

의 경구 투여 후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농도의 빠른 증가를 보였다.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장 농도는 약물 코팅으로부터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방출에 의해 초기 피크에 도달하였다.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초기 방출에 이어서, 제형의 서방성 방출은 도 9 및 10에서와 같이 연장된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

미노펜 혈장 수준으로 나타내어지듯이 환자에게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연장된 방출을 제공하였다. 히드로모

르폰의 플라증마 농도, 하이드로코돈의 대사체,를 전술한 표 2 및 4와 도 11에 나타냈다.

레지멘 E 및 F에 관한 연구에서, 정상 상태 혈장 농도를 2 및 도 14-17에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

아미노펜의 즉시 방출 제형을 4 시간 마다 투여한 경우와 비교하여, 조절된 방출 제형을 투여받은 환자의 경우에 혈장 하

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변동이 감소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 결과는 하이드로코돈에 대해 피크 농도는 일

반적으로 최소 농도의 2배 이하이고,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피크 농도는 일반적으로 최소 농도의 3.5배 이하인 것을 나타

낸다.

종합하면, 상기 임상 시험에서,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 농축물의 서방성 제형은 1, 2 및 3 정제에 대해서 용량 비

례하였다.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 Q12H의 서방성 제형에 대한 정상 상태는 24 시간 내에 이루어졌고; 24 내지 72 시간에

측정된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 최저 농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단조 증가 시간 효과(monotonic rising time

effect)는 관찰되지 않았다. 단일 투여 후에 얻어지는 것에 비해, 하이드로코돈의 정상상태 피크 농도가 50% 작고, 아세트

아미노펜의 정상상태 피크 농도가 25% 작기 때문에 축적(accumulation)은 최소였다. 36 시간 및 72 시간 히드로모르폰

최종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으므로, 히드라모르폰 수준은 투여 2일 사이에 정상상태에 도달하였다.

시험 레지멘 B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서방성 제형의 단일 용량, 2 정제)는 AUC와 관련하여 레지멘 D

(NORCO, 4시간 마다 3회 투여, 1 정제)와 동등하고;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AUC 중앙 값 비율에 대한

90% 신뢰 구간은 0.80 내지 1.25 범위내에 포함된다. 레지멘 D Cmax 중앙 값에 대한 레지멘 B의 비율은 하이드로코돈에

대해 0.79,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0.81로 측정되었고, 두개 모두 측정된 비율은 통계적으로 1 미만이었다.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 Cmax 중앙값에 대한 90% 신뢰 구간의 하한은 0.80 밑이다.

시험 레지멘 E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서방성 제형, 2 정제 Q12H)는 정상상태에서 참조 레지멘 F

(NORCO®; 1 정제 Q4H)와 동등하고;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AUC 및 Cmax 중앙 값 비율의 90% 신뢰

구간은 0.80 내지 1.25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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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7

실시예 2에 기재된 대로 제조한 제형의 생체내 효능을 시험하기 위해 급성 통증 연구를 실시하였다. 생체내 효능은 엄지검

막류절제 수술을 받는 환자의 제 3 임상 시험에서 연구되었다. 연구 프로토콜 및 결과를 후술하였다.

방법:

엄지검막류절제 수술을 받은 212명의 자원자를 무작위, 더블 블라인드 페이스 II 단일 및 다중-용량 연구(randomized,

double blind Phase II single and multiple-dose study)에 등록하였다.

대상에게 다음과 같은 3개 제형 중 하나를 경구 투여에 의해 주었다:

(1) 8 시간의 T90을 가지는 실시예 2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제조된 조절된 방출 HBH/APAP 생산물 (정제 1개, 총 15 mg

HBH 및 500 mg APAP), 및 5회 용량의 대응 플라시보 (정제 한개) Q12H (레지멘 1);

(2) 5 투여량에 대한 8 시간 Q12H의 T90 값을 갖는 실시예 2(30 mg HBH 및 1000 mg APAP을 합하여 2개의 정제)에 기

재된 방법에 의해 제조된 제어 방출 HBH/APAP 생성물 (레지멘 2); 또는

(3) 5 투여량에 대한 2개의 플라시보 정제 Q12H (레지멘 3).

혈액 샘플을 0, 1 hr, 2 hr, 4hr, 8 hr, 48 hr 및 60 hr에 따라 투여 후, 근접 시간에서, 약물동력학 샘플링을 위한 대상의 약

1/2로부터 수집하였다. 혈액 샘플을 약 0,48 hr 및 60 hr에서 잔존 대상으로부터 수집하였다. 혈액 샘플을 추가적 분석을

위해 혈장을 분리하여 가공하고, 하이드로코돈,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몰폰의 혈장 농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공정을

하이드로코돈 0.092 내지 92 ng/mL, 아세트아미노펜 5 및 10,000 ng/mL 및 하이드로몰폰 0.1 및 100 ng/mL의 양의 측

정에 의해, 검증된 HPLC/MS/MS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범주형(categorical) 통증 완화, 의미있고 감지할 수 있는 통증 완화, 통증 강도 (범주형 시각 통증 등급(categorical and

visual analog scale)) 및 대상 전면적 평가를 포함하는 효능 평가가 대상에 의해 완료되고 기록되었다. 통증 완화의 측정

은 하기 정의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PR (통증 완화) : 평가에서 통증 완화;

TOTPAR (전체 통증 완화) : 통증 완화의 시간 간격 가중된 합계;

PI (통증 강도): 평가에서 관찰된 통증 강도;

SPI (통증 강도의 합): 통증 강도의 시간 간격 가중된 합계.

첫번째 효능 평가는 연구 1일째 연구 약물의 초기량에 따른 0 내지 12 시간 동안의 TOTPAR 점수였다. TOTPAR 점수는

치료 동안 누적 통증을 측정한 것이었다. 두번째 측정은 각 투여 간격의 마지막에 SPI였다.

결과: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약물동력학은 상기 실시예 5 및 6에 기재된 약물동력학 연구에 기재된 것과 유사하였

다. 결과를 표 13에 나타내었다.

표 13. 약물동력학적 파라미터에 대한 평균 ± SD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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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약물의 초기 투여 후, 12-시간 간격 동안 통증 완화 (TOTPAR) 점수의 시간 간격 합계의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성 있는 차이를 레지멘 3와 비교하여 레지멘 1 및 2에서 관찰하였고, 레지멘 1 및 2에서, 더 높은 평균 TOTRAR 점수 (개

선된 통증 완화를 지시)를 가졌다. 추가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레지멘 1 및 2 사이에서 관찰되었는데, 레지멘

2 than 레지멘 1보다 레지멘 2에서 개선된 통증 완화가 입증되었다. 최초 연구 약물 투여 후, 0-12 시간 간격 동안의 평균

(표준오차, SE) TOTPAR 점수를 표 14에 나타내었다.

표 14. 구조 의약 사용 후의 통증 평가를 제외한, 최초 연구 약물 투여에 따른 평균 (SE) TOTPAR (0-12 시간) AUC 통증

점수의 분석 (데이터세트 처리 의도)

(SE = 표준 오차

* 치료 및 연구자를 위한 인자로 이원변량분석(2-way ANOVA)를 사용하는, 레지멘 3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p

≤ 0.05) 차이.

† 치료 및 연구자를 위한 인자로 이원변량분석(2-way ANOVA)를 사용하는, 레지멘 2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p

≤ 0.05) 차이.

a 상호작용 없이 이원변량분석(2-way ANOVA)으로부터 최소 제곱 평균(least square mean).)

통증 강도의 합(SPI)을 연구 약물의 각 투여에 따른 각 12-시간(즉, 투여 기간 후 5번의 12-시간) 동안 측정하였다. 범주

형(categorical) 및 VAS 점수 모두에 기초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첫번째 2 투여 후 기간 동안 레지멘 3 및

레지멘 1 사이에서, 및 모든 5 기간 동안 레지멘 3 및 레지멘 2 사이에서, 관찰되었고,레지멘 1 및 2에서 더 낮은 평균 점수

(더 경미한 통증을 지시)를 가졌다. 연구 약물의 각각의 5 투여량에 따른 통증 강도 점수 (범주형 및 VAS)의 합을 표 15에

나타내었다.

표 15. 연구 약물의 각 투여량에 따른 평균 통증 강도 점수 (데이터세트 처리를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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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표준 오차

* 치료 및 연구자를 위한 인자로 이원변량분석(2-way ANOVA)를 사용하는, 레지멘 3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p

≤ 0.05) 차이.

† 치료 및 연구자를 위한 인자로 이원변량분석(2-way ANOVA)를 사용하는, 레지멘 2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p

≤ 0.05) 차이.

a 범주형 통증 강도 점수: 0 = 없음, 1 = 경도, 2 = 중도, 3 = 최중도

b 상호작용 없이 이원변량분석(2-way ANOVA)으로부터 최소 제곱 평균(least square mean).

c VAS 통증 강도 스케일: 0 내지 100 (100-mm VAS).)

이 제제는 수술 후의 경우에, 우수한 생체 내 효능(통증 완화)을 나타냈다. 추가로, 상기 및 실시예 5 및 6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이 제제는 12-시간에 걸쳐,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유효한 혈장 농도를 제공하였고, 비교

가능한 즉시 방출 제제에 의해 제공되는 것보다 감소된 혈장 변동(최고치 및 최저치)을 나타내었으며, 그로 인해, 시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정한 통증 완화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인 진통제의 혈장 농도를 제공하였다. 그러한 일정하고 유효한 진

통제의 농도는, 일정하고 유효한 혈장 농도의 범위에서 진통제의 혈장 농도를 유지하지 않는 즉시 방출 제제의 비교가능한

투여량과 비교할 때, 더 큰 통증 완화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추가로, 그러한 일정하고 유효한 진통제의 농도는, 보다 소량

의 진통제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통증 완화의 가능성을 제공하며, 비교가능한 즉시 방출 진통제 제제와 비교할 때, 추가로

증가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1일 2회 투여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일정한 통증 완화로 인해, 처방된 제제

레지멘에 대한 더 큰 환자 적응성의 가능성이 있다.

실시예 8

500 mg 아세트아미노펜 (APAP) 및 15 mg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HB)의 즉시 방출 및 서방성을 제공하는 적층

매트릭스 정제

적층 매트릭스 정제는 즉시 방출 (IR) 층, 서방성 (SR) APAP 층(SR APAP) 및 서방성 HB 층(SR HB)으로 구성된다. 정제

의 즉시 방출 부분은 APAP 및 HB으로 구성된다. 타정하기 전에, APAP 및 HB의 건조 산제를 프로솔브(Prosolv) SMCC

90 (규산화 미정질 셀룰로스), 락토스, 클루셀(Klucel) EXF (하이드록시프로필 셀룰로스, HPC), 크로스포비돈 및 마그네

슘 스테아레이트와 5 분간 직접 혼합하여, 혼합물을 제조하였다. 3중층 정제 중의 IR 층의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성분 정제당 함량 (mg)

아세트아미노펜 (APAP) 100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HB) 3

프로솔브 SMCC 90 70.9

클루셀 E XF 7

락토스 (무수) 10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0.6

크로스포비돈 2.5

정제당 총중량 194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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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APAP 층 혼합물을 또한 건조 혼합 방법에 의해 제조하였다. 혼합물을 5 분간 APAP과 프로솔브 SMCC 90, 락토스, 클

루셀 EXF, 에토셀(Ethocel) FP 10 (에틸셀룰로스, EC), 유드라짓 EPO (아미노알킬 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소듐 도데

실 설페이트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를 직접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그 후에, 타정 전에 연합, 분쇄 및 20 메쉬 스크린을

통하여 통과시켰다.

3중층 매트릭스 정제 중의 SR APAP 층의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성분 정제당 함량 (mg)

아세트아미노펜 (APAP) 400

프로솔브 SMCC 90 68

클루셀 EXF 23

락토스 (무수) 88

에토셀 FP 10 10

유드라짓 E PO 15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 (SDS) 5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2

정제당 총중량 611 mg

SR HB 혼합물을 약 70 ℃, 용기에서, 컴프리톨(Compritol) 888 ATO (글리세릴 베헤네이트)을 처음에 용해시켜 제조하였

다. 그 후, 혼합하면서, HB, 프로솔브(Prosolv) SMCC 90 및 락토스를 가하였다. 실온에서 응고시킴에 따라, 과립을 20 메

쉬 스크린을 통하여 통과시켰다. 생성물을 기초로, HPC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의 양을 가하고, 5 분간 혼합하였다.

3중층 매트릭스 정제 중의 SR HB 층의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성분 정제당 함량 (mg)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HB) 12

프로솔브 SMCC 90 136.4

클루셀 EXF 10

락토스 (무수) 23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0.6

컴프리톨 888 ATO 80

정제당 총중량 262 mg

IR, SR APAP 및 SR HB 혼합물의 제조 후에, 3중층 정제를 카르베르 프레스(Carver Press) 상에서 제조하였다. 타정시,

7/16 인치 (1.09 mm) 직경 평면 원형 압형(flat face round tooling)을 사용하였다. IR 혼합물을 가벼운 탬플링으로 다이

공동(cavity)에 놓았다; 그 후, SR APAP 혼합물을 가하고, 가볍게 탬플링하며, 결국 최종 타정 전의 SR HB 혼합물을 형성

하였다. 사용된 타정력에 따라, 다른 정제 경도가 수득되었다. 방출 어레이에 사용된 3중층 정제를 ~3900 Lbs의 최종 타

정력 하에서(경도~35 강한-Cobb 단위 (SCU)) 제조하였다.

방출 어레이를 USP 기구 II (패들법)을 사용하여, 각각 -37 ± 0.5 ℃에서 O.OlN HC1 (pH~2) 및 pH 6.8 포스페이트 버퍼

용액의 900 ml 중에서 수행하였다. 싱커가 사용되었다. 패들 속도를 50 rpm으로 정하고, 10 ml 샘플을 각 샘플링 지점에

서 취하고, HPLC로 분석하였다.

방출 결과를 하기 표 16 및 17에 나타내고, 적층 매트릭스 시스템을 삼투성 제형 (상기, 실시예 4의 샘플 B)과 비교하였다.

비교는 삼투성 제형의 시험관 내 약물 방출이 사용되는 시험 매체 및 상태에 독립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에 근거

한다.

방출 특성 간의 유사점을 무어 및 플래너(Moore and Flanner) [Pharmaceutical Technology, 20: 64-74,1996]에 의해

제안된 유사성 인자 f2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f2 값은 두 방출 특성 간의 유사성의 측정이고, 0-100 범위이다. FDA 가이

드라인 [Guidance for Industry, 1997. Modified release solid dosage forms: scale-up and post-approval changes: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in vitro release testing, and in vivo bioequivalence documentation]에 의

해, f2가 50 및 100 사이에 있을 때, 약물 방출 특성이 유사성에 따라 정의된다. 2가지 타입의 시스템의 방출 특성 간의 그

러한 분석이, pH 6.8 포스페이트 버퍼 중에서 APAP 및 HB에 대해, 각각 60.8 및 67.5, 및 0.01N HC1 중에서 APAP 및

공개특허 10-2006-0120049

- 72 -



HB에 대해, 각각 44.1 및 82.6의 f2 값을 산출하였다. 0.O1 NHC1 중의 APAP의 다소 낮은 f2 값은 우선적으로, 삼투성 제

형과 비교할 때, IR 방출 부분에서 약물의 더 빠른 방출 및 더 많은 양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래서, 유사성은 매트릭스 시스

템 또는 제제 조성물의 SR에 대한 IR의 비율을 변화시켜 개선시킬 수 있다(하기 실시예 9 참조).

표 16. pH 6.8 포스페이트 버퍼 중의 적층 매트릭스 정제 대 삼투성 제형으로부터의 누적 방출 (n=3)

표 17. 0.01N HCl 중의 적층 매트릭스 정제 대 삼투성 제형 (n=3)

실시예 9

실시예 8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타입의 디자인을 사용하여, 500 mg 아세트아미노펜 (APAP) 및 15 mg 하이드로코돈 비

타르트레이트 (HB)의 즉시 방출 및 서방성을 제공하는 매트릭스 정제를 제조하였다. 정제의 IR 부분은 APAP 및 HB 모두

로 구성된다. 혼합물을 타정 전에 5분간, APAP 및 HB의 건조 산제를 아비셀 PH 102 (미정질 셀룰로스), 락토스, 클루셀

EXF,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와 직접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3중층 매트릭스 정제 중에 IR 층의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성분 정제당 함량 (mg)

아세트아미노펜 (APAP) 100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HB) 3

아비셀 PH 102 63.4

클루셀 EXF 7

락토스 (무수) 20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0.6

정제당 총중량 194 mg

SR APAP 층 혼합물을 또한 건조 혼합 방법에 의해 제조하였다. 혼합물을 5 분간 APAP과 아비셀 PH 102, 락토스, 클루셀

EXF, 에토셀(Ethocel) FP 10, 유드라짓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를 직접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그 후에, 타정 전에 연합,

분쇄 및 20 메쉬 스크린을 통하여 통과시켰다.

3중층 매트릭스 정제 중의 SR APAP 층의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성분 정제당 함량 (mg)

아세트아미노펜 (APAP) 400

아비셀 PH 102 78

클루셀 EXF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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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토스 (무수) 88

에토셀 EP 10 10

유드라짓 E PO 10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2

정제당 총중량 611 mg

SR HB 혼합물을 약 70 ℃, 용기에서, 컴프리톨(Compritol) 888 ATO (글리세릴 베헤네이트)을 처음에 용해시켜 제조하였

다. 그 후, 혼합하면서, HB, 아비셀 PH 102 및 락토스를 가하였다. 실온에서 응고시킴에 따라, 과립을 20 메쉬 스크린을

통하여 통과시켰다. 생성물을 기초로, HPC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의 양을 가하고, 5 분간 혼합하였다. 3중층 매트릭스

정제 중의 SR HB 층의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3중층 매트릭스 정제 중의 SR HB 층의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성분 정제당 함량 (mg)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HB) 12

아비셀 PH 102 124.4

클루셀 EXF 10

락토스 (무수) 23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0.6

컴프리톨 888 ATO 92

정제당 총중량 262 mg

IR, SR APAP 및 SR HB 혼합물의 제조 후에, 3중층 정제를 카르베르 프레스(Carver Press) 상에서 제조하였다. 타정시,

7/16 인치 (1.09 mm) 직경 평면 원형 압형(flat face round tooling)을 사용하였다. IR 혼합물을 가벼운 탬플링으로 다이

공동(cavity)에 놓았다; 그 후, SR APAP 혼합물을 가하고, 가볍게 탬플링하며, 결국 최종 타정 전의 SR HB 혼합물을 형성

하였다. 이들 정제를 제조하는데 사용된 타정력은 25001bs였다.

실시예 8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방법을 0.01N HCl (pH-2) 및 pH 6.8 포스페이트 버퍼 중에서, 각각 매트릭스 정제로부터

두가지 활성물질의 방출 속도를 시험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유사성 인자(f2)를 참고적으로 삼투성 제형(실시예 4의 표 8의

샘플 B로부터)의 방출 특성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80% 이상(> 80%) 방출의 단지 하나의 데이터 지점이 산출에 사용되

었다. 시험 결과를 표 18에 기록하였으며, 이는 매트릭스 정제로부터 APAP 및 HB 모두의 방출은 f2 값으로 정의된 바와

같이 삼투성 제형(실시예 4의 샘플 B)의 방출과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표 18. 0.01N HCl 및 pH 6.8 포스페이트 버퍼 중에서 3중층 제형으로부터 방출 데이터(n=3).

실시예 10

실시예 8의 연구 동안, 정제 경도가 타정 후 저장시 증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방출 속도에 대한 이러한 변화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새롭게 제조되어 3일간 봉쇄된 유리병 중에서 주변온도에서 저장된 정제의 동일한 집단의 방출 연구를 실

시예 8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방출 조건 하에서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저장에 따라 증가된 정제 경도에도 불구하고 방출

속도가 본래대로 남아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정제 경도 및 방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표 19. 방출에 대한 저장/경도 변화의 효과(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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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1

실시예 8에 존재하는 3중층 매트릭스 정제의 방출 속도에 대한 타정력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2가지 타정력을 사용하여

동일한 혼합물을 사용하는 정제를 제조하였다. 정제는 pH 6.8 0.05 M 포스페이트 버퍼가 방출 매체로 사용된다는 점을 제

외하고는, 실시예 8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방출 조건 하에서 시험하였다. 결과는 조사된 범위 내에서 APAP의 방출 속도는

타정력을 조절하여 변화시킬 수 있지만, HB의 방출속도는 타정력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방출 데이터를

하기 표에 기록하였다.

표 20. 방출에 대한 타정력의 효과 (n=3)

실시예 12

3중층 매트릭스 정제 중의 APAP 및 HB의 방출 속도는 또한 각 층에서 조성물을 변화시켜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제제를

동일한 제조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실시예 8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방출 조건 하에서 시험하였다. 그 결과는 다른 방

출 특성은 제제 조성물을 조절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3중층 매트릭스 제제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표 21. 실시예 8의 3중층 매트릭스 정제 및 상기 표로부터 제조된 정제의 방출 데이터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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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3

500 mg 아세트아미노펜 및 15 mg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의 즉시 방출 및 서방성을 제공하는 다-단위(Multi-unit)

제형

이러한 타입의 제형에서 다 단위는 마이크로미터부터 밀리미터에 이르는 크기로 소형 정제, 펠렛 또는 비드로서 존재할 수

있다. 시험된 다-단위(multi-unit) 제형은 단일 캡슐에 캡슐화된 3가지 타입의 정제로 이루어져 있다. 3가지 타입의 소형

정제는 IR 정제, SR APAP 매트릭스 정제 및 SR HB 매트릭스 정제이다.

즉시 방출성 정제는 APAP 및 HB 모두로 이루어져 있다. 정제의 제조에서 건조 혼합 및 직접 타정을 사용하였다. 타정에

앞서 2분간, APAP 및 HB 건조 산제와 아비셀 PH 102, 락토스, 클루셀 EXF, 소듐 스타치 글리콜레이트 및 마그네슘 스테

아레이트를 혼합하여 혼합물을 제조하였다. IR 정제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성분 정제당 함량 (mg)

아세트아미노펜 (APAP) 50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HB) 1.5

아비셀 PH 102 30

클루셀 EXF 5

락토스 (무수) 30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0.5

소듐 스타치 글리콜레이트 3

정제당 총중량 120 mg

SR APAP 정제 혼합물을 약 70 ℃, 용기에서, 컴프리톨(Compritol) 888 ATO를 처음에 용해시켜 제조하였다. 그 후, 혼합

하면서, APAP, 아비셀 PH 102, 락토스, 유드라짓EPO, 및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SDS)를 가하였다. 실온에서 응고시킴에

따라, 과립을 20 메쉬 스크린을 통하여 통과시켰다. 생성물을 기초로, 타정 전에, HPC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의 양을

가하고, 5 분간 혼합하였다.

SR APAP 매트릭스 정제의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성분 정제당 함량 (mg)

아세트아미노펜 (APAP) 90

아비셀 PH 102 15.4

클루셀 EXF 5

락토스 (무수) 11

유드라짓 EPO 5

컴프리톨 888 ATO 13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 (SDS) 0.2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0.4

정제당 총중량 140 mg

SR HB 혼합물을 약 70 ℃, 용기에서, 컴프리톨(Compritol) 888 ATO를 처음에 용해시켜 제조하였다. 그 후, 혼합하면서,

HB, 프로솔브(Prosolv) SMCC 90 및 락토스를 가하였다. 실온에서 응고시킴에 따라, 과립을 20 메쉬 스크린을 통하여 통

과시켰다. 생성물을 기초로, 타정 전에, 크루셀 EXF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의 양을 가하고, 5 분간 혼합하였다. SR HB

정제의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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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정제당 함량 (mg)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HB) 6.75

프로솔브 SMCC 90 73.3

클루셀 EXF 5.6

락토스 (무수) 13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0.35

컴프리톨 888 ATO 49

정제당 총중량 148 mg

IR, SR APAP 및 SR HB 혼합물의 제조 후에, 정제를 카르베르 프레스(Carver Press) 상에서 9/32 인치 (0.703 mm) 직경

원형 요면 압형(round concave tooling)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IR, SR APAP 및 SR HB 정제의 중량은 각각 120 mg,

140 mg 및 148 mg였다. IR 정제(1 정제)는 10%의 총 HB 및 APAP 단위 용량을 포함하고; SR APAP 정제(5 정제)는

90%의 총 APAP 단위 용량을 포함하며; SR HB 정제(2 정제)는 또한 90%의 총 HB 단위 용량을 포함한다. 방출 연구에 앞

서, 1 IR 정제, 5 SR APAP 정제 및 2 SR HB 정제를 캡슐에 충전시켰다.

캡슐화 후에, 방출 시험을 실시하였다. 방출 시험은 ~37 ± 0.5 ℃에서, 900 ml의 0. 01N HC1 (pH ~ 2)로 USP 기구 II

(패들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패들 속도는 50 rpm으로 정하였고, 10 ml 샘플을 각 샘플링 시점에서 취하여 HPLC로

분석하였다. 방출 시험에는 싱커를 사용하지 않았다. 본원의 다-단위 제형의 방출 데이터는 하기 표에 나타내었다. 각 타

입 단위의 경도는 다음과 같다 :IR~8. 1 SCU; SR HB~6.4 SCU, SR APAP~5.6 SCU.

표 22. 다-단위 제형의 방출 데이터 (n=3).

실시예 14

실시예 12에 존재하는 정제의 방출에 있어서 방출 매체 pH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정제의 동일한 집단을 0.01N HC1

(pH-2) 또는 0.05 M 포스페이트 버퍼 (pH 6.8 PBS) 중 하나에서, 실시예 12에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상태 하에서 시험하

였다. 그 결과는 HB의 방출 속도가 pH에 기본적으로 독립적인데 반하여, APAP의 방출 속도는 통상 약물 방출의 50% 이

상에 대해서 pH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방출 데이터를 하기 표에 기록하였다.

표 23. 0.01N HCl 및 pH 6.8 포스페이트 버퍼에서 다-단위 제형의 방출 데이터 (n=3).

실시예 15

500 mg 아세트아미노펜 및 15 mg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의 즉시 방출 및 서방성을 제공하는 압축 코팅 정제.

압축 코팅 정제는 압축에 의해 제조된 즉시 방출 외층 중에 둘러싸인 서방성 코어 정제로 이루어져 있다. SR 코어는 SR

APAP 층 및 SR HB 층을 포함하는 이층정이다. 압축 코팅층은 APAP 및 HB 모두를 포함하는 즉시 방출 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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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혼합물: 즉시 방출 혼합물은 APAP 및 HB를 아비셀 PH 102, 락토스, 클루셀 EXF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와 5 분간

건조 혼합시켜 제조하였다. IR 압축층의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성분 정제당 함량 (mg)

아세트아미노펜 (APAP) 100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HB) 3

아비셀 PH 102 379.4

클루셀 EXF 7

락토스 (무수) 4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0.6

정제당 총중량 494 mg

SR APAP 혼합물: 실시예 8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혼합물이 사용되었다.

SR HB 혼합물: 실시예 8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혼합물이 사용되었다.

압축 코팅 정제의 제조는 2단계로 구성된다. 첫번째로, 이층 코어 정제는 7/16 인치 (10.9 mm) 직경 평면 원형 압형(flat

face round tooling)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이것은 611 mg의 SR APAP 혼합물을 가벼운 탬플링으로 다이 공동(cavity)

에 가한 후, 정제로 타정하기 전에 262 mg의 SR HB 혼합물을 가하여 수행되었다. 사용된 타정력은 6000 lbs였다. 두번째

단계에서, 압축 코팅 정제를 9/16 인치 (14.l mm) 직경 원형 요면 압형(round concave tooling)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이것은 ~25%의 IR 혼합물을 적재한 후, 이층 코어 정제 (첫번째 단계에서 제조된 것)를 다이 공동의 중앙에 놓고, 타정 전

에 최종적으로 잔존하는 75% IR 혼합물을 가하여, 수행되었다. 압축 코팅 층의 총중량은 정제당 494 mg이었다. 사용된 타

정력은 1000 lbs였다.

압축 코팅 정제의 방출 시험은 ~37 ± 0.5 ℃에서, 900 ml의 0. 01N HC1 (pH ~ 2)로 USP 기구 II (패들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패들 속도는 50 rpm으로 정하였고, 10 ml 샘플을 각 샘플링 시점에서 취하여 HPLC로 분석하였다. 방출 시험

에는 싱커를 사용하지 않았다. 압축 코팅 정제의 방출 데이터는 하기 표에 기록하였다.

표 24. 0.01N HCl 중의 압축 코팅 정제의 방출 데이터 (n=3).

실시예 16

500 mg 아세트아미노펜의 즉시 방출 및 서방성을 제공하는 다-단위(Multi-unit) 제형

이러한 타입의 제형에서 다 단위는 마이크로미터부터 밀리미터에 이르는 크기로 소형 정제, 펠렛 또는 비드로서 존재할 수

있다. 상업적 제형을 얻기 위해, 소 단위는 캡슐에 충전되거나 IR 및 SR 단위와 혼합될 수 있다. 소형 SR 단위는 또한 부형

제 및 활성성분의 IR 부분과 혼합한 후, 붕해성 정제로 타정할 수 있다. 또한, IR 부분은 SR 부분으로 코팅될 수 있다.

제조된 다-단위(multi-unit) 제형은 2가지 타입의 소형 정제로 구성된다. 이들 단위는 필요에 따라 캡슐화될 수 있다. 2가

지 타입의 소형 단위는 IR APAP 정제 및 SR APAP 정제이다. 실시예 12에 존재하는 SR APAP 정제와는 달리, 에틸셀룰

로스의 서방성 필름 코팅이 APAP 코어 정제에 적용되어, SR APAP 정제를 수득하였다.

직접 타정법이 IR 정제 제조시 사용되었다. APAP를 아비셀 PH 102, 락토스, 소듐 스타치 글리콜레이트와 3 분간 혼합하

여 혼합물을 제조하였다; 그 후,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를 가하고, 추가적 3분간 혼합하였다. IR APAP 혼합물을 제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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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정제를 카르베르 프레스(Carver Press) 상에서 9/32 인치 (0.703 mm) 직경 원형 요면 압형(round concave

tooling)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IR APAP 정제의 중량은 200mg이었다. 이들 정제의 제조에 사용된 타정력은 1000 lbs

였다. IR 정제의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성분 정제당 함량 (mg)

아세트아미노펜 (APAP) 150

아비셀 PH 102 22.5

락토스 (무수) 22.5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1

소듐 스타치 글리콜레이트 4

정제당 총중량 200 mg

SR APAP 코어 정제가 또한 직접 타정에 의해 제조되었다. APAP를 아비셀 PH 102 및 락토스와 3 분간 혼합하여 혼합물

을 제조하였다; 그 후,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를 가하고 추가적 3분간 혼합하였다. 정제를 카르베르 프레스(Carver

Press) 상에서 9/32 인치 (0.703 mm) 직경 원형 요면 압형(round concave tooling)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IR APAP

정제의 중량은 140 mg이었다. 이들 정제의 제조에 사용된 타정력은 600 lbs였다. IR APAP 정제 및 SR APAP 코어 정제

는 각각 30% 및 70%의 총 APAP 중량을 포함한다.

SR APAP 코어 정제를 에틸셀룰로스의 필름 코팅을 사용하여 코팅시켜 서방성을 달성하였다. 코팅 용액은 에틸셀룰로스

(에토셀 7FP), 클루셀 EXF, 트리에틸 시트레이트 및 아세톤을 포함한다. 코팅 용액의 조성물을 하기 표에 기록하였다. 코

팅 용액은 모든 고체가 용액상에 될 때까지, 교반하면서, 에토셀 7FP, 클루셀 EXF 및 트리에틸 시트레이트를 아세톤에 가

하여 제조하였다. 코팅은 목적 중량 증가를 얻을 때까지, 담금 및 건조 사이클의 반복을 통하여, 정제에 얇은 필름을 적용

함으로써 행해졌다. 정제의 중량 증가는 3.1 %였다. SR APAP 코어 정제의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성분 정제당 함량 (mg)

아세트아미노펜 (APAP) 87.5

아비셀 PH 102 9.5

락토스 (무수) 42.25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0.75

정제당 총중량 140 mg

코팅 용액의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성분 배치(batch)당 함량 (g)

에토셀 7FP 9

클루셀 EXF 6

트리에틸 시트레이트 3

아세톤 232

코팅 용액의 총중량 250 g

IR APAP 및 lSR APAP 정제의 제조 후에, 1개의 IR APAP 정제 및 4개의 SR APAP 정제의 조합을 방출 연구에서 시험하

였다. 방출은 ~37 ± 0.5 ℃에서, 900 ml의 0. 01N HC1 (pH ~ 2)로 USP 기구 II (패들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패들

속도는 50 rpm으로 정하였고, 5 ml 샘플을 각 샘플링 시점에서 취하여 UV로 분석하였다. 방출 시험에는 싱커를 사용하지

않았다. IR 정제 (1 정제)는 30%의 총 APAP 단위 용량을 포함하고; SR APAP 정제 (4 정제)는 70%의 총 APAP 단위 용

량을 포함한다. 다-단위 제형의 방출 데이터는 하기 표 25에 나타내었다.

표 25. 0.01N HCl에서 다-단위 제형의 방출 데이터 (n=3).

공개특허 10-2006-0120049

- 79 -



실시예 17

500 mg 아세트아미노펜의 즉시 방출 및 서방성을 제공하는 다-단위(multi-unit) 제형

이러한 타입의 제형에서 다 단위는 마이크로미터부터 밀리미터에 이르는 크기로 소형 정제, 펠렛 또는 비드로서 존재할 수

있다. 상업적 제형을 얻기 위해, 소 단위는 IR 및 SR 단위를 혼합하여 캡슐에 충전할 수 있다. 소형 SR 단위는 또한 부형제

및 활성성분의 IR 부분과 혼합한 후, 붕해성 정제로 타정할 수 있다. 또한, IR 부분은 SR 부분으로 코팅될 수 있다.

실시예 16에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제형의 디자인을 사용하여, APAP의 방출 특성은 IR 정제 중의 APAP 적재량, SR

APAP 정제, 및 서방성 코팅의 양을 변화시켜 맞춰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APAP의 SR에 대한 IR의 다른 비율(실시예 16

과 비교)을 사용하였다. 실시예 16에 설명된 것과 동일한 정제 제조 공정 및 시험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시예 16에 존재하

는 APAP IR 제제와 다르게, 총 APAP의 10%만을 본 실시예의 IR APAP 정제 중에 사용하였다.

IR APAP 및 SR APAP 정제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타정압은 각각 1000 lbs 및 3000 lbs였다. 동일한 코팅 용액 및 코팅

공정을 적용시켜, SR APAP 정제를 제조하였다. 또한, IR 부분을 SR 부분에 코팅시킬 수 있다. 코팅 중량 증가는 2.9%였

다. 약물 방출을 실시예 16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하였다. 이들 정제의 방출 데이터는 하기 표 26에

나타내었다.

APAPIR 정제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성분 정제당 함량 (mg)

아세트아미노펜 (APAP) 50

아비셀 PH 102 22.5

락토스 (무수) 22.5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1

소듐 스타치 글리콜레이트 4

정제당 총중량 100 mg

SR APAP 정제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성분 정제당 함량 (mg)

아세트아미노펜 (APAP) 112.5

아비셀 PH 102 9.5

락토스 (무수) 42.25

클루셀 EXF 5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0.75

정제당 총중량 170 mg

표 26. 다-단위 제형의 방출 데이터 (n=3)

실시예 18

15 mg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의 즉시 방출 및 서방성을 제공하는 다-단위(multi-unit)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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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의 즉시 방출 및 서방성을 제공하는 다-단위 제형을 본 연구에서 제조하였다. 이러한 타입의 제형에서 다 단위는 마이

크로미터부터 밀리미터에 이르는 크기로 소형 정제, 펠렛 또는 비드로서 존재할 수 있다. 상업적 제형을 얻기 위해, 소 단

위는 IR 및 SR 단위를 혼합하여 캡슐에 충전할 수 있다. 소형 SR 단위는 또한 부형제 및 활성성분의 IR 부분과 혼합한 후,

붕해성 정제로 타정할 수 있다. 또한, IR 부분은 SR 부분으로 코팅될 수 있다.

실시예 16에 설명된 것과 동일한 정제 제조 공정 및 시험 방법을 사용하였다. IR HB 및 SR HBH 코어 정제의 타정압은 각

각 300 lbs 및 600 lbs였다. IR HB 정제 및 SR HB 코어 정제는 각각 30% 및 70%의 총 HB 양을 포함한다. 실시예 6과 동

일한 코팅 용액 및 코팅 공정을 적용시켜, SR HB 정제를 제조하였다. 코팅 중량 증가는 20%였다. 각 단위 용량은 하나의

IR HB 정제 및 하나의 SR HB 정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방출 샘플을 HPLC로 분석하고 이들 정제의 데이터를

하기에 기록하였다.

IR HB 정제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성분 정제당 함량 (mg)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HB) 4.5

아비셀 PH 102 18.5

락토스 (무수) 60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1

클루셀 EXF 4

소듐 스타치 글리콜레이트 2

정제당 총중량 90 mg

SR HB 코어 정제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성분 정제당 함량 (mg)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HB) 10.5

아비셀 PH 102 14

락토스 (무수) 109.8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0.7

정제당 총중량 135 mg

약물 방출을 실시예 16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하였다. 다-단위 제형의 방출 데이터는 하기 표 27에

나타낸다:

표 27. 다-단위(multi-unit) 제형의 방출 데이터 (n=4).

실시예 19

500 mg 아세트아미노펜 및 15 mg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의 즉시 방출 (IR) 및 서방성 (SR)을 제공하는 다-단위

(multi-unit) 제형

이러한 타입의 제형에서 다 단위는 마이크로미터부터 밀리미터에 이르는 크기로 소형 정제, 펠렛 또는 비드로서 존재할 수

있다. 상업적 제형을 얻기 위해, 소 단위는 IR 및 SR 단위를 혼합하여 캡슐에 충전할 수 있다. 소형 SR 단위는 또한 부형제

및 활성성분의 IR 부분과 혼합한 후, 붕해성 정제로 타정할 수 있다. 또한, IR 부분은 SR 부분으로 코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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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의 IR 및 SR을 제공하는 다-단위 제형은 실시예 16 또는 실시예 17의 정

제를 실시예 18의 정제와 함께 단순히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다. 보다 특히, 제형은 3가지 타입의 소형 정제를 단일 캡슐로

캡슐화시켜 얻을 수 있다:(1) IR 정제, (2) SR APAP 정제 및 (3) SR HB 정제. 실시예 16 및 18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제제

및 방법을 각각 IR 정제, SR APAP 정제 및 SR HB 정제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와 같이, 다음의 조합을 방출 어레이에서 시험할 수 있다 :

총 APAP 단위 투여량의 30%를 포함하는 IR 정제 1개;

총 HB 단위 투여량의 30%를 포함하는 IR 정제 1개;

총 APAP 단위 투여량의 70%를 포함하는 SR APAP 정제 4개;

총 HB 단위 투여량의 70%를 포함하는 SR HB 정제 1개.

정제의 캡슐화 후에, 방출 시험을 실시예 16 또는 18에 기재된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각 타입의 정제로부터 방출된

약물 간에는 상호작용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정제로부터의 약물 방출은 서로 독립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

구를 수행할 경우, 실시예 16 및 18에 주어진 개개의 APAP 및 HB 특성의 중첩의 결과가 될 APAP 및 HB의 약물 방출 특

성을 얻는 것이 기대될 수 있다. 제형은 추가로 실시예 13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IR APAP 및 IR

HB를 단일 정제로 통합시켜 단순화시킬 수 있다.

실시예 20

500 mg 아세트아미노펜 및 7.5 mg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의 즉시 방출 및 서방성을 제공하는 적층 매트릭스 정

제.

본 실시예에서, 제제 고안은 7.5 mg HB 및 500 mg APAP의 조합이 3중층 정제에 사용된 점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8의 고

안과 동일하다.

정제의 즉시 방출 부분은 APAP 및 HB 모두고 이루어져 있다.

혼합물은 타정 전에, 5분간, APAP 및 HB를 프로솔브 SMCC 90, 락토스, 클루셀 EXF, 소듐 스타치 글리콜레이트 및 마그

네슘 스테아레이트를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3중층 정제 중의 IR 층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성분 정제당 함량 (mg)

아세트아미노펜 (APAP) 100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HB) 1.5

프로솔브 SMCC 90 70.9

클루셀 EXF 7

락토스 (무수) 11.5

소듐 스타치 글리콜레이트 2.5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0.6

정제당 총중량 194 mg

SR APAP 층은 5분간 APAP를 프로솔브 SMCC 90, 락토스, 클루셀 EXF, 에토셀 FP10, 유드라짓 E PO, 및 마그네슘 스

테아레이트와 직접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3중층 정제 중의 SR APAP 층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성분 정제당 함량 (mg)

아세트아미노펜 (APAP) 400

프로솔브 SMCC 90 68

클루셀 EXF 23

락토스 (무수) 88

에토셀 FP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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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드라짓 E PO 20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2

정제당 총중량 611 mg

SR HB 혼합물을 약 70 ℃, 용기에서, 컴프리톨(Compritol) 888 ATO를 처음에 용해시켜 제조하였다. 그 후, 혼합하면서,

HB, 프로솔브(Prosolv) SMCC 90 및 락토스를 가하였다. 실온에서 응고시킴에 따라, 과립을 20 메쉬 스크린을 통하여 통

과시켰다. 생성물을 기초로, 클루셀 EXF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의 양을 가하고, 5 분간 혼합하였다. 3중층 매트릭스 정

제 중의 SR HB 층의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성분 정제당 함량 (mg)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 (HB) 6

프로솔브 SMCC 90 136.4

클루셀 EXF 10

락토스 (무수) 29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0.6

컴프리톨 888 ATO 80

정제당 총중량 262 mg

실시예 16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정제 제조 및 방출 방법에 대한 공정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최종 타정력은 4200 lbs였다.

3중층 매트릭스 정제의 방출 데이터를 하기 표 28에 나타내었다.

표 28. 3중층 정제에 대한 방출 데이터.

상기 기재된 예시적 구체예는 본 발명을 한정하기 보다는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으로 의도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당해

분야의 당업자에 의해 본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다양한 변화 및 수정을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

및 수정은 하기 청구항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범위 및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제형의 하나의 구체예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도 2a 및 2b는 몇몇 대표적 제형으로부터 각각 하이드로코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누적 시험관 내 방출 속도를 도시한다.

도 3은 대표적인 제형으로부터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의 누적 시험관 내 방출 속도를 도시하고,

제형으로부터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의 비례적인 방출을 나타낸다.

도 4a 및 4b는 몇몇 대표적 제형으로부터 각각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의 누적 시험관 내 방출 속도를 도시한다.

도 5a-d는 약 8 시간의 T90을 가진 대표적인 제형으로부터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의 시험관 내

방출 속도 및 누적 방출을 도시한다.

도 6a-d는 약 6 시간의 T90을 가지는 대표 제형으로부터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의 시험관내

(in vitro) 방출 속도 및 누적 방출을 나타낸다.

도 7a-d는 약 10 시간의 T90을 가지는 대표 제형으로부터 아세트아미노펜 및 하이드로코돈 비타르트레이트의 시험관내

(in vitro) 방출 속도 및 누적 방출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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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a 및 b는 대표 제형의 단일 투여 및 0, 4 및 8 시간에 투여된 즉시 방출 제형의 투여 후 48 시간 동안 얻은 하이드로코

돈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평균 생체내 (in vivo) 혈장 특성의 비교를 각각 나타낸다.

도 9a 및 b는 0, 4 및 8 시간에 투여된 1, 2 또는 3의 대표 제형 및 즉시 방출 제형의 단일 투여 후에 농도 또는 로그 농도로

도시한 하이드로코돈의 생체내 혈장 농도 비교를 각각 나타낸다.

도 10a 및 b는 0, 4 및 8 시간에 투여된 대표 제형 및 즉시 방출 제형의 단일 투여 후에 농도 또는 로그 농도로 도시한 아세

트아미노펜의 생체내 혈장 농도 비교를 각각 나타낸다.

도 11a 및 b는 0, 4 및 8 시간에 투여된 대표 제형 및 즉시 방출 제형의 단일 투여 후에 농도 또는 로그 농도로 도시한 히드

로모르폰의 생체내 혈장 농도 비교를 각각 나타낸다.

도 12a 및 b는 대표 제형을 투여한 후에 얻은 하이드로코돈의 평준화된 투여에 대해 환자로부터 관찰된 평균 Cmax 및

AUC∞ (±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도 13a 및 b는 대표 제형을 투여한 후에 얻은 아세트아미노펜의 평준화된 투여에 대해 환자로부터 관찰된 평균 Cmax 및

AUC∞ (±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도 14는 12 시간 마다 투여한 대표 제형 및 4 시간 마다 투여한 즉시 방출 제형에 대한 지속상태에서의 평균 하이드로코돈

혈장 농도-시간 특성을 나타낸다.

도 15는 12 시간 마다 투여한 대표 제형 및 4 시간 마다 투여한 즉시 방출 제형에 대한 지속상태에서의 평균 하이드로코돈

최저 혈장 농도-시간 특성 (± 표준편차)을 나타낸다.

도 16는 12시간 마다 투여한 대표 제형 및 4시간 마다 투여한 즉시 방출 제형에 대한 지속상태에서의 평균 아세트아미노

펜 혈장 농도-시간 특성을 나타낸다.

도 17는 12시간 마다 투여한 대표 제형 및 4시간 마다 투여한 즉시 방출 제형에 대한 지속상태에서의 평균 아세트아미노

펜 최저 혈장 농도-시간 특성 (± 표준편차)을 나타낸다.

도면

공개특허 10-2006-0120049

- 84 -



도면1

공개특허 10-2006-0120049

- 85 -



도면2

도면3

공개특허 10-2006-0120049

- 86 -



도면4a

도면4b

공개특허 10-2006-0120049

- 87 -



도면5a

도면5b

공개특허 10-2006-0120049

- 88 -



도면5c

도면5d

공개특허 10-2006-0120049

- 89 -



도면6a

도면6b

공개특허 10-2006-0120049

- 90 -



도면6c

도면6d

공개특허 10-2006-0120049

- 91 -



도면7a

도면7b

공개특허 10-2006-0120049

- 92 -



도면7c

도면7d

공개특허 10-2006-0120049

- 93 -



도면8a

공개특허 10-2006-0120049

- 94 -



도면8b

공개특허 10-2006-0120049

- 95 -



도면9

공개특허 10-2006-0120049

- 96 -



도면10

공개특허 10-2006-0120049

- 97 -



도면11

공개특허 10-2006-0120049

- 98 -



도면12

공개특허 10-2006-0120049

- 99 -



도면13

도면14

공개특허 10-2006-0120049

- 100 -



도면15

도면16

공개특허 10-2006-0120049

- 101 -



도면17

공개특허 10-2006-0120049

- 102 -


	문서
	서지사항
	요약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a
	도면4b
	도면5a
	도면5b
	도면5c
	도면5d
	도면6a
	도면6b
	도면6c
	도면6d
	도면7a
	도면7b
	도면7c
	도면7d
	도면8a
	도면8b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특허청구의 범위 2
명세서 17
 발명의 상세한 설명 18
  발명의 목적 19
 도면의 간단한 설명 83
도면 84
 도면1 85
 도면2 86
 도면3 86
 도면4a 87
 도면4b 87
 도면5a 88
 도면5b 88
 도면5c 89
 도면5d 89
 도면6a 90
 도면6b 90
 도면6c 91
 도면6d 91
 도면7a 92
 도면7b 92
 도면7c 93
 도면7d 93
 도면8a 94
 도면8b 95
 도면9 96
 도면10 97
 도면11 98
 도면12 99
 도면13 100
 도면14 100
 도면15 101
 도면16 101
 도면17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