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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약제학적 제제 및 그 제조방법

(57) Abstract: A pharmaceutical preparation of the present invention comprises an active ingredient and a release controlling agent
for controlling the release of the active ingredient, wherein the active ingredient i s at least one selected from mirabegron and a pharma-
ceutically acceptable salt thereof; the release controlling agent i s a hydrogel forming polymer; and the hydrogel forming polymer i s at
least one selected from polyethylene oxide,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hydroxypropyl cellulose,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and hydroxyethyl cellulose, and has an average molecular weight of 100,000 to 8,000,000. The present invention has advantages of
suppressing the generation of impurities in a preparation and effectively controlling the release of at least one selected from mirabegron
and a pharmaceutically acceptable salt thereof.

(57) 요약서 ：본 발명의 약제학적 제제는 활성성분과 활성성분의 방출을 조절하는 방출제 어제를 포함하고, 활성성분은
미라베그론 및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증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이고, 방출제 어제는 하이드로겔 형성 고분
자이며, 하이드로겔 형성 고분자는 폴리에틸렌옥시드,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를로오스, 히드록시 프로필 셀를로오스, 카
르복시메틸셀를로오스나트륨, 및 히드록시에틸셀를로오스 증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이고, 평균 분자량은 10 만 내지
800 만이다. 본 발명은, 제제 증 불순물 생성은 억제하고, 미라베그론 및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증에서 선
택된 적어도 하나의 방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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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 약제 학적 제제 및 그 제조방법
기술분야

[I] 본 발명은 약제학적 제제 및 그 제조방법 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미라베그론 또는 그의 약학적 으로 허용가능한 염의 방출제 어가 용 이하고

안정성을 확보한 약제학적 제제 및 그 제조방법 에 관한 것이다 .

배경기술
[2] (R)-2-(2- 아미노티아졸-4- 일)-4'-[2-[(2- 히드록시 -2- 페닐에틸)아미노]에틸]아세

트산아닐 리드는 아스텔라 스사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 인슐린 분비 촉진

작용과 인슐린 감수성 증강 작용을 더불어 갖고, 항비만 작용 및 항고지혈증

작용을 가지며 , 당뇨병의 치료에 유용한 화합물인 것이 보고되어

있다(국제 특허공개공보 제WO1999/020607 호 참조).

[3] 또한, 동 화합물은 과민성 방광 환자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절박뇨, 빈뇨 및/또는
절박요실금 증상의 치료제로서 유용한 것이 보고되어 있다(국제 특허공개공보

제WO2004/041276 호 참조).

[4] (R)-2-(2- 아미노티아졸-4- 일)-4'-[2-[(2- 히드록시 -2- 페닐에틸)아미노]에틸]아세

트산아닐 리드는 통상 미라베그론 (Mirabegron) 이라고 칭하며 , 현재 과민성 방광
환자의 치료 효과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제품명 베타미가 서방정으로 시판

중 이다 .
[5] 국제특허공개공보 제WO2010/038690 호 에는 , 미라베그론의 소실반 감기는 약

18 내지 24시간으로 길어 혈중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출을 조절할

필요성 이 크지 않으나, 통상의 속방 제제는 식 이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 그와

같은 영향을 피하기 위한 제제를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동 일 문헌에는 4시간 이상 지속적인 약물 방출이 가능한 제제가 식 이의 영향을

감소시 킬 수 있고, 제제 내부에 물을 침입시키기 위한 첨가제 및 하 이드로겔을

형성하는 고분자 물질을 적용한 제제가 그에 해당함이 알려져

있었다 (국제 특허공개공보 제WO2010/038690 호 참조).

[6] 본 발명자들은 이와 같은 미라베그론 제제에 관한 연구 중 , 개선 필요성 을
인지하게 되었다.

[7] [선 행기술문헌]

[8] [특허 문헌]

[9] (특허 문헌 1) 국제특허공개공보 제WO1999/02060 7호 , 명세서

[10] (특허 문헌 2) 국제특허공개공보 제WO2004/041276 호 , 명세서

[II] (특허문헌 3) 국제특허공개공보 제WO2010/038690 호 ,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12]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개선된 약제학적 제제를 제공하는 것 이다 .
[13] 또한,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개선된 약제학적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 이다 .

[14] 본 발명의 과제는 상 기에 언급된 과제로 제한되지 않으며 ,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과제들은 아 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 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 이다 .

과제 해결 수단
[15] 본 발명자들은 미라베그론 제제에 관한 연구 중 , 국제특허공개공보

제WO2010/038690 호 에 개시된 방출 제어 의 약 조성물과 같은 경우 , 불순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 그와 같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한 결과, 본

발명의 해결 수단을 제공하게 되었다.

[16]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인 약제학적 제제는 활성성분과 상 기 활성성분의 방출을

조 절하는 방출제 어제를 포함하고, 상 기 활성성분은 미라베그론 및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 이고 , 상 기 방출제 어제는

하 이드로겔 형성 고분자 이며 , 상 기 하 이드로겔 형성 고분자는

폴 리에틸렌옥 시드 , 히드록시프로 필메틸셀를로 오스,

히드록시 프로필 셀를로 오스, 카르복 시 메틸셀를로 오스나 트륨, 및
히드록시 에틸셀를 로오스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 이고 , 평균 분자량은 10만

내지 800만 이다 .

[17] 상 기 방출제 어제는 상 기 하 이드로 겔 형성 고분자 만으로 이루 어진다.

[18] 또한, 상 기 방출 제어제는 제제 내부에 물을 침 입시키기 위한 첨가제는

미포함 이다 .

[19] 상 기 제제 내부에 물을 침 입시키기 위한 첨가제는 친수성 기제 일 수 있다.

[20] 상 기 친수성 기제는 폴 리에틸렌글 리콜 , 폴 리비닐피롤 리돈 , D -만니를 ,

D -소르비를 , 자 일리를 , 젖당 , 백당 , 무 수 말토오스, D -프럭토 오스, 텍스트란,

포도당, 폴 리옥시 에틸렌 경화 피마자유,

폴 리옥시 에틸렌폴 리옥시프로필 렌글 리콜 , 폴 리옥시 에틸렌소르비 탄 고급

지방산 에스 테르, 시트르산, 타르타 르산, 글 리신 , β-알라닌, 염산 리신 및

메글루 민으로 이루 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21] 상 기 약제학적 제제는 결합제, 항산 화제, 및 활택제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할 수 있다.

[22] 상 기 약제학적 제제는 상 기 활성성분 , 상 기 방출제 어제 , 상 기 결합제 , 상 기

항산 화제, 및 상 기 활택제를 포함하는 코 어의 표면에 코 팅제를 포함하는

코 팅층 이 형성될 수 있다.

[23] 상 기 코 팅층은 상 기 코 팅제를 휘발성용 매에 용해 또는 분산하여 , 상 기 코 어의

표면에 필름코 팅하 여 형성된 것 일 수 있다.

[24] 상 기 휘발성용 매는 에탄올일 수 있다.

[25] 상 기 약제학적 제제 중 상 기 활성성분은 5~25 중 량 < , 상 기 방출제 어제는



60 90중량 상기 결합제는 1~5 중량 상기 항산화제는 0.1 1중량 상기

활택제는 1~6중량 ¾이고 , 상 기 코팅제는 1~10중량 로 포함될 수 있다.
[26] 상 기 활택제는 이산화규소와 스테아르산 마그네 슘으로 이루어지고 , 상 기

약제학적 제제 중 상기 이산화규소는 1~3중량 ¾ 이고 , 상 기

스테아르산마그 네슘은 1~3중량 로 포함될 수 있다.

[27] 상 기 이산화 규소는 콜로 이드성 이산화 규소일 수 있다.

[28] 상 기 코팅제는 필름코팅 제일 수 있다.

[29] 상 기 약제학적 제제는 불순물 함량은 0.2중량 이하 일 수 있다.

[30] 상 기 하 이드로겔 형성 고분자는 폴리에틸렌옥시드 이고 , 상 기 평균분자량은

10만 이상 이고 100만 미만일 수 있다.

[31] 상 기 하 이드로겔 형성 고분자는 폴리에틸렌옥시드 이고 , 상 기

폴리에틸렌옥시드는 평균분자량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폴리에틸렌옥시드와

평균분자량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폴리에틸렌옥시 드를 포함할 수 있다.

[32] 상 기 평균분자량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폴리에틸렌옥시 드 100중량부에

대하여, 상 기 평균분자량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폴리에틸렌옥시 드는 이로써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 예를 들어 10 내지 1000중량부, 바람직 하게는 50 내지

500중량부, 보다 바람직 하게는 100 내지 350중량부, 보다 더 바람직 하게는 250

내지 350중량부 일 수 있다.

[33] 상 기 약제학적 제제는 경구용 제제일 수 있다.

[34] 상 기 활성성분은 l~500mg 일 수 있다.

[35] 상 기 약제학적 제제는 1일 1회 투여용 일 수 있다.

[36]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인 약제학적 제제 제조방법 은 (A) 결합제와 항산화제 를

용매에 분산 또는 용해시킨 후 , 활성성분과 방출제 어제를 흔합한 흔합물과 함께

흔합하여 과립을 제조하는 단계 ; 및 (B) 상 기 과 립에 활택제를 추가하고

타정하여 정제를 얻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 기 결합제는
하 이드록시프로 필셀를 로오스 이고 , 상 기 항산화제는 부 틸하이 드록시

를루엔 이고 , 상 기 활성성분은 미라베그론 및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이고 , 상 기 방출제어제는 하 이드로겔 형성

고분자 이고 , 상 기 하 이드로겔 형성 고분자는 폴리에틸렌옥시드 ,

히드록시 프로필메 틸셀를로 오스, 히드록시 프로필 셀를로 오스,

카르복 시메틸셀를로 오스나 트륨, 및 히드록시에틸셀를 로오스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이 고 , 평균 분자량은 10만 내지 800만 이며 , 상 기 활택제는

이산화규소 및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이다 .

[37] 상 기 약제학적 제제 제조방법 은 (C) 필름코팅 제를 휘발성용매에 용해 또는

분산하여, 상 기 정제에 필름코 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38] 상 기 휘발성용매는 에탄올일 수 있다.

발명의 효과



[39] 본 발명은 , 제제 중 불순물 생성은 억제하고, 미라베그론 및 그의 약학적 으로

허용가능한 염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방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갖는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40]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인 약제학적 제제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 이다 .

[41] 도 2는 pH 4.0 용출 액에서 비교용출시험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

[42] 도 3은 pH 6.8 용출 액에서 비교용출시험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43]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 을 달성하는 방법들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 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 그 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 개시되는 실시 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 단지 본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 본 발명은 단지 청구항에 의해 정의될

뿐 이다 .

[44]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인 약제학적 제제는 활성성분과 상기 활성성분의 방출을

조절하는 방출제 어제를 포함한다.

[45] 활성성분은 미라베그론 및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이다 .

[46] 미 라베그론 의 화합물명은

(R)-2-(2- 아미노티아졸 -4- 일)-4'-[2-[(2- 히드록시 -2- 페 닐에틸)아미노 ]에틸]아세트

산아닐리드 이고 , 이하의 구조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48] 미 라베그론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은 이로써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 예를

들어, 염산, 브름화수 소산, 요오드화수 소산, 황산, 질산, 인산 등의 무기산,

포름산, 아세트산, 프로피 온산, 옥살산, 말론산, 숙신산, 푸마르산, 말레산,

락트산, 말산, 시트르산, 타르타 르산, 탄산, 피크르산, 메탄술폰산, 에탄술폰산,

글루탐산 등과의 산 부가염 형태일 수 있다.

[49] 활성성분의 투여량은 증상, 투 여 대상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개개의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결정되지만 , 통상 경구 투여의 경우 성 인 1일당 0.01

mg/kg 이상 100 mg/kg 이하 이고 , 이것을 1회로 투여할 수 있다.



[50] 일 실시 예는 경구투 여용 일 수 있다. 또한, 1일 1회 투 여용 일 수 있다.

[51] 활성성분은 바람직 하 게는 약제학적 제제 총 중량의 5~28 중 량 < , 보다

바람직 하게는 5~25 중 량 로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위에서 보다

방출제 어가 용 이할 수 있다. 약제학적 제제는 단위제제 이고 , 단위제제당

활성성분은 바람직 하게는 1 내지 500mg, 보다 바람직 하게는 10 내지 300mg

포함할 수 있다.

[52] 방출제 어제는 제제 중 활성성분의 방출을 지 연하는 방출지 연제를 포함하는

의미 이다 . 방출제 어제는 하 이드로겔 형성 고분자 이다 . 하 이드로겔 형성

고분자는 수용성 매질과 접촉시 팽윤하는 성질을 나타내는 고분자로,

폴 리에틸렌옥시드 ,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를로 오스,

히드록시 프로필 셀를로 오스, 카르복 시 메틸셀를로 오스나 트륨, 및

히드록시 에틸셀를 로오스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 이고 , 평균 분자량은 10만

내지 800 만 이며 , 보다 바람직 하 게는 10만 이상 이고 100만 미만 일 수 있다.
바 람직하 게는 하 이드로겔 형성 고분자는 폴 리에틸렌옥 시드 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폴 리에틸렌옥시 드는 평균분자량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폴 리에틸렌옥시 드와 평균분자량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폴 리에틸렌옥시 드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때 , 평균분자량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폴 리에틸렌옥시드

100중 량부에 대하 여 , 평균분자량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폴 리에틸렌옥 시드는

이로써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 예를 들 어 10 내지 1000중 량부, 바람직 하게는 50

내지 500 중 량부, 보다 바람직 하 게는 100 내지 350 중 량부, 보다 더 바람직 하 게는

250 내지 350 중 량부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분자를 적용함으 로써 , 방출 제어가

보다 용 이하다. 평균분자량은 수평균분자량 또는 중량평균분자량일 수 있다. 즉 ,

방출제 어제는 상 기 하 이드로겔 형성 고분자 만으로 이루 어진다. 특 히 ,

방출제 어제는 제제 내부에 물을 침 입시키기 위한 첨가제는 미포함이 다 . 제제

내부에 물을 침 입시키기 위한 첨가제는 친수성 기제 일 수 있다. 친수성 기제는

미라베그론 제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이 친수성

기제 l g이 용 해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섭씨 20±5 도 하에서 10mL 이하 , 다른

형태로서 6mL 이하 , 또 다른 형태로서 5mL 이하 , 또 한 다른 형태로서 4mL 이하의

것 일 수 있다. 이러한 친수성 기제로는 예를 들 어 , 폴 리에틸렌글리 콜 ,

폴 리비닐피롤 리돈 , D -만니를 , D -소르비 를 , 자 일리를 , 젖당 , 백당 , 무 수 말토오스,

D -프럭토 오스, 텍스트란, 포도당, 폴 리옥시 에틸렌 경화 피마자유,

폴 리옥시 에틸렌폴 리옥시프로필 렌글 리콜 , 폴 리옥시 에틸렌소르비 탄 고급

지방산 에스 테르, 시트르산, 타르타 르산, 글 리신 , β-알 라닌, 염산 리신 및

메글루 민으로 이루 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친수성 기제를 적용하지 않음으 로써 , 이하에서 확 인되는 바와 같 이, 불순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 인다.

[53] 방출제 어제는 바람직 하 게는 약제학적 제제 총 중량의 60 90중 량 로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위 미만 이나 초과에 서 활성성분의 방출제 어가 용 이하지



않을 염려가 있다.
[54] 일 실시예는 결합제, 항산화제, 및 활택제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할 수 있다.
[55] 결합제는 이로써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예를 들어 히드록시 프로필 셀를로 오스,

히드록시 프로필메 틸셀를로 오스, 폴리비닐피롤리돈, 메틸셀를로 오스,
카르복 시메틸셀를로 오스, 카르복 시메틸셀를로 오스나 트륨, 트레할로스, 및

플루란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일 수 있으며, 바람직 하게는

히드록시 프로필 셀를로 오스일 수 있다. 결합제는 약제학적 제제 총 중량의,

바람직 하게는 1~5 중량 로 포함될 수 있다.

[56] 항산화제는 이로써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예를 들어 부틸히 드록시 를루엔

(BHT), 갈산프로필 (PG), 부틸히 드록시 아니솔(BHA), 아스코르 브산,

아스코르 브산나 트륨, 에리소르빈산, 아질산나 트륨, 아황산 수소나 트륨,

피로아황산나 트륨, 시트르산 및 에데트산 나트륨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일

수 있으며, 바람직 하게는 부틸히 드록시 를루엔 (BHT) 일 수 있다.

[57] 항산화제는 약제학적 제제 총 중량의, 바람직 하게는 0.1 1중량 로 포함될 수

있다.
[58] 활택제는 이로써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예를 들어 스테아르산마그 네슘,

스테아르산 칼슘, 이산화 규소, 및 탈크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활택제는 약제학적 제제 총 중량의, 바람직 하게는 1~6중량 < , 보다 바람직 하게는

2~6중량 로 포함될 수 있다. 활택제는 바람직 하게는 이산화 규소, 및
스테아르산 마그네 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약제학적 제제 중 이산화 규소는

바람직 하게는 0.5 3중량 보다 바람직 하게는 1~3중량 ¾이고 ,

스테아르산마그 네슘은 바람직 하게는 0.5 3중량 보다 바람직 하게는

1~3중량 로 포함될 수 있다. 이 때, 이산화 규소는 콜로이드성 이산화 규소일 수

있다.
[59] 일 실시예는 경구용제제일 수 있다.

[60] 결합제, 항산화제 , 및 활택제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일 실시예는 활성성분,

방출제 어제, 결합제 , 항산화제 , 및 활택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정제 형태일

수 있다.
[61] 일 실시예는 약제학적 제제 총 중량의 , 활성성분은 5~28중량 < , 방출제 어제는

60 90중량 결합제는 1~5 중량 항산화제는 0.1 1중량 및 활택제는

1~6중량 로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위 미만이나 초과시 활성성분의

방출제 어가 용이하지 않을 염려가 있다.
[62] 또한, 일 실시예는 활성성분, 방출제 어제, 결합제, 항산화제 , 및 활택제를

포함하는 코어의 표면에 코팅제를 포함하는 코팅층이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코팅층은 코팅제를 휘발성용매에 용해 또는 분산하여, 코어의 표면에

필름코 팅하여 형성된 것일 수 있다. 코팅층은 휘발성용매로 필름코 팅하여

형성되는 결과, 정제의 안정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고, 불순물 생성은 보다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 휘발성용매는 필름코 팅제를 용해 또는
분산시킬 수 있고 휘발성을 갖는 것인 한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예를 들어,
에탄올일 수 있다. 이 때, 약제학적 제제 형태는 코팅정 형태일 수 있다. 일
실시예는 약제학적 제제 총 중량의 , 활성성분은 5~25중량< , 방출제 어제는
60 90중량 결합제는 1~5 중량 항산화제는 0.1 1중량 활택제는
1~6중량¾이고, 코팅제는 1~10중량 로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위
미만이나 초과시 활성성분의 방출제 어가 용이하지 않을 염려가 있다.

[63] 활택제는 이산화규소와 스테아르산 마그네 슘으로 이루어지고, 약제학적 제제
중 이산화규소는 바람직 하게는 0.5 3중량 보다 바람직 하게는 1~3중량¾이고,
스테아르산마그 네슘은 바람직 하게는 0.5 3중량 보다 바람직 하게는
1~3중량 로 포함될 수 있다.

[64] 코팅제는 필름코팅 제일 수 있다. 필름코팅 제는 약제학적 제제의 표면을 코팅할
수 있는 한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예를 들어, 오파드라이 필름코 팅제일 수 있다.

[65] 오파드라이 (등록상표) 필름코팅제(칼라콘 인코포 레이티드에서 시판중) 는
1-단계 필름-코팅 시스템이고, 중합체, 가소제 및 필요에 따라 안료를 무수
농축물로 조합하여 이루어진다.

[66] 일 실시예에서, 불순물 함량은 약제학적 제제 총 중량의 0.2중량 이하일 수
있다. 불순물은 기타개개유연물질을 의미한다. 기타개개유연물질은 총
유연물질 중 (R)-2-((4-aminophenethyl)amino)-l-phenylethanol,

2-(2-aminothiazol-4-yl)-N-(4-(2(phenethylamino)ethyl)phenyl)acetamide,

(R)-2-(2-aminothiazol-4-yl)-N-(4-(2-((4-(2-((2-hydroxy-2-phenylethyl)amino)ethyl)ph

enyl)amino)-2-oxoethyl)thiazol-2-yl)acetamide, 및
(R)-2-(2-aminothiazol-4-yl)-N-(4-(2-(2-aminothiazol-4-yl)acetamido)phenethyl)-N-(2-

hydroxy-2-phenylethyl)acetamide 를 제외한 유연물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일
실시예는 불순물 생성이 0.2중량 ¾ 이하로 대폭 억제되어, 안정성이 확보된

제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하의 실험예를 통하여 도 확인된다.
국제특 허공개공보 제WO2010/038690 호에 개시된 방출제어 의약 조성물과 같이
친수성 기제를 사용한 경우, 불순물 생성이 0.2중량¾초과를 나타내 는 점에서도
본 발명의 우수성이 확인된다.

[67] 이하에서는 도 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인 약제학적 제제 제조방법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인 약제학적 제제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 이다.

[68]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인 약제학적 제제 제조방법 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A)
과립제조단계 및 (B) 타정 단계를 포함한다. (A) 단계는 결합제 와 항산화제를
용매에 분산 또는 용해시킨 후, 활성성분과 방출제 어제를 흔합한 흔합물과 함께
흔합하여 과립을 제조하는 단계이다.또한 (B) 단계는 과립에 활택제를 추가하고
타정하여 정제를 얻는 단계이다. 이 때, 결합제는
하이드록시프로 필셀를 로오스 이고, 항산화제는 부틸하이드록시 를루엔 이고,



활성성분은 미라베그론 및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이고, 방출제어제는 하이드로겔 형성 고분자 이고, 하이드로겔 형성

고분자는 폴리에틸렌옥시드,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를로 오스,
히드록시 프로필 셀를로 오스, 카르복 시메틸셀를로 오스나 트륨, 및
히드록시에틸셀를 로오스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이고, 평균 분자량은 10만

내지 800만이며, 활택제는 이산화규소 및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효과적 으로 약제학적 제제를 정제 형태로 얻을 수 있다.

[69]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C) 필름코팅 제를 휘발성용매에 용해 또는 분산하여 ,
정제에 필름코 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휘발성용매로 필름코 팅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 정제의 안정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고, 불순물 생성은 보다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험결과에 서도 확인된다.
국제특 허공개공보 제WO2010/038690 호에 개시된 방출제어 의약 조성물과 같이
물을 용매로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휘발성용매를 적용함으로써 제제 중

수분량을 감소시 킬 수 있어 , 유연물질과 같은 불순물 생성을 보다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휘발성용매는 필름코 팅제를 용해 또는 분산시킬 수 있고

휘발성을 갖는 것인 한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예를 들어, 에탄올일 수 있다.
[70] 이 외에도 당 분야의 적절한 방법으로 일 실시예는 제제화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 (최근판 ) , Mack Publishing Company,

Easton PA을 참조할 수 있다.
[71] 반복을 피하기 위해 중복되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으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인

약제학적제제, 약제학적 제제 제조방법 각각에서 언급된 사항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 한, 동일성 범위의 내용이 각각에 적용된다.
[72] 이하에서는 실시예, 비교예, 및 실험예를 통하여 본 발명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하기 실시예, 비교예, 및 실험예에서 사용한 물질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최상급을 사용하 였다.
[73] <실시예 1 내지 5> 코팅정
[74] <실시예 1>

[75] 미라베그론 75g 및 폴리에틸렌옥시드 (Dow chemical 사 제조, 상품명 WSR N-80,

평균분자량 20만) 225g 을 잘 흔합하여 고속흔합기 에 투입하고,
히드록시프로 필셀를 로오스 (Nippon soda사 제조, 상품명 HPC-L, 이하 동일) 및
부틸히 드록시 를루엔 (Spectrum chemical 사 제조, 이하 동일) 이 용해된 에탄올

용액을 추가한 후, 흔합하여 조립하 였다. 그 결과, 과립을 얻었다. 얻어진 과립을
건조, 정립 후, 미분쇄한 스테아르산마 그네슘 (FACI 사 제조, 이하 동일) 7.5g과
light anhydrous silicic acid (Fuji silysia 人 제조, 상품명 Aerosil 200, 콜로이드성
이산화규소, 이하 동일) 7.5g을 흔합하고, 로터리 타정기로 타정하여, 정제 ( 1정당
무게 216mg) 를 얻었다. 코팅기를 이용하여, 얻어진 정제에 필름
코팅제{오파드라이 ；Opadry 03F22007 l_Yellow(HPMC 60P, 황색산 화철,
PEG8000 함유), 이하 동일}의 에탄올 분산액을 분무 코팅하여, 약제학적



제제(코팅정, 1정당 무게 224mg) 를 얻었다.
[76] <실시예 2>

[77] 미라베그론 75g 및 폴리에틸렌옥시 드 (Dow chemical 사 제조, 상품명
WSR-1105, 평균분자량 90만) 225g 을 잘 흔합하여 고속흔합기 에 투입하고,
히드록시프로 필셀를 로오스 및 부틸히드록시를루엔이 용해된 에탄올 용액을

추가한 후, 흔합하여 조립하 였다. 그 결과, 과립을 얻었다. 얻어진 과립을 건조,
정립 후, 미분쇄한 스테아르산 마그네 슘 7.5g과 light anhydrous silicic acid 7.5g을
흔합하고, 로터리 타정기로 타정하여, 정제( 1정당 무게 216mg) 를 얻었다.

코팅기를 이용하여, 얻어진 정제에 필름 코팅제(오파드라이) 의 에탄올 분산액을
분무 코팅하여, 약제학적 제제(코팅정, 1정당 무게 224mg) 를 얻었다.

[78] <실시예 3>

[79] 미라베그론 75g, 폴리에틸렌옥시 드 WSR N-80 112.5g 및 폴리에틸렌옥시 드
WSR-1105 112.5g을 잘 흔합하여 고속흔 합기에 투입하고,
히드록시프로 필셀를 로오스 및 부틸히드록시를루엔이 용해된 에탄올 용액을

추가한 후, 흔합하여 조립하 였다. 그 결과, 과립을 얻었다. 얻어진 과립을 건조,
정립 후, 미분쇄한 스테아르산 마그네 슘 7.5g과 light anhydrous silicic acid 7.5g을
흔합하고, 로터리 타정기로 타정하여, 정제( 1정당 무게 216mg) 를 얻었다.

코팅기를 이용하여, 얻어진 정제에 필름 코팅제(오파드라이) 의 에탄올 분산액을
분무 코팅하여, 약제학적 제제(코팅정, 1정당 무게 224mg) 를 얻었다.

[80] <실시예 4>

[81] 미라베그론 75g, 폴리에틸렌옥시드 WSR N-80 101.25g 및 폴리에틸렌옥시드
WSR-1105 123.75g 을 잘 흔합하여 고속흔 합기에 투입하고,
히드록시프로 필셀를 로오스 및 부틸히드록시를루엔이 용해된 에탄올 용액을

추가한 후, 흔합하여 조립하 였다. 그 결과, 과립을 얻었다. 얻어진 과립을 건조,
정립 후, 미분쇄한 스테아르산 마그네 슘 7.5g과 light anhydrous silicic acid 7.5g을
흔합하고, 로터리 타정기로 타정하여, 정제( 1정당 무게 216mg) 를 얻었다.

코팅기를 이용하여, 얻어진 정제에 필름 코팅제(오파드라이) 의 에탄올 분산액을
분무 코팅하여, 약제학적 제제(코팅정, 1정당 무게 224mg) 를 얻었다.

[82] <실시예 5>

[83] 미라베그론 75g, 폴리에틸렌옥시드 WSR N-80 56.25g 및 폴리에틸렌옥시드
WSR-1105 168.75g 을 잘 흔합하여 고속흔 합기에 투입하고,
히드록시프로 필셀를 로오스 및 부틸히드록시를루엔이 용해된 에탄올 용액을

추가한 후, 흔합하여 조립하 였다. 그 결과, 과립을 얻었다. 얻어진 과립을 건조,
정립 후, 미분쇄한 스테아르산 마그네 슘 7.5g과 light anhydrous silicic acid 7.5g을
흔합하고, 로터리 타정기로 타정하여, 정제( 1정당 무게 216mg) 를 얻었다.

코팅기를 이용하여 , 얻어진 정제에 필름 코팅제의 에탄올 분산액을 분무
코팅하여, 약제학적 제제(코팅정, 1정당 무게 224mg) 를 얻었다.

[84] 실시예 1 내지 5의 각 처방을 표 1에 나타내 었다.



[85] [표 1]

[86] <비교예 1 내지 5> 코팅정
[87] 국제특허공개공보 제WO2010/038690 호와 동일하게, 제제 내부에 물을

침입시키기 위한 첨가제와 하이드로겔형성고분자 를 함께 적용하여 제조한
제제예를 비교예 1 내지 5로 준비하였다.

[88] <비교예 1>

[89] 미라베그론 75g, 폴리에틸렌옥시드 (Dow chemical 사 제조, 상품명 WSR-301,

평균분자량 400만) 38.79g, 폴리에틸렌글리 콜 (Sanyo chemical 사 제조, PEG 6000,

이하 동일) 45g, 락토오즈 모노하이드레이트 (DFE pharma 사 제조, 이하 동일)
133.71g, 부틸히 드록시 를루엔 0.15g 및 스테아르산마 그네슘 2.85g 을 잘 흔합하여
롤러 콤팩터 미니를 이용하여 압축 성형 후 정립하여 과립을 얻었다. 얻어진

과립을 미분쇄한 Prosolv HD90 (JRS pharma 사 제조, 미세결정 셀를로 오스와
콜로이드성 이산화 규소로 이루어진 규화된 고밀도 미세결정 셀를로 오스, 이하

동일) 45g 및 스테아르산마 그네슘 7.5g 와 흔합하고, 로터리 타정기로 타정하여,
정제 ( 1정당 무게 232mg) 를 얻었다. 코팅기를 이용하여, 얻어진 정제에 필름
코팅제(오파드라이) 의 수 분산액을 분무 코팅하여, 코팅정 ( 1정당 무게 240mg) 을

얻었다.
[90] <비교예 2>

[91] 미라베그론 75g, 폴리에틸렌옥시드 (Dow chemical 사 제조, 상품명 WSR-301)

44.925g, 폴리에틸렌글리콜 45g, 락토오즈 모노하이드레이트 127.575g,

부틸히 드록시 를루엔 0.15g 및 스테아르산마 그네슘 2.85g 을 잘 흔합하여 롤러

콤팩터 미니를 이용하여 압축 성형 후 정립하여 과립을 얻었다. 얻어진 과립을



미분쇄한 Prosolv HD90 45g 및 스테아르산 마그네 슘 7.5g 와 흔합하고, 로터리
타정기로 타정하여, 정제 ( 1정당 무게 232mg) 를 얻었다. 코팅기를 이용하여 ,

얻어진 정제에 필름 코팅제(오파드라이) 의 수 분산액을 분무 코팅하여,

코팅정 ( 1정당 무게 240mg) 을 얻었다.
[92] <비교예 3>

[93] 미라베그론 75g, 폴리에틸렌옥시드 (Dow chemical 사 제조, 상품명 WSR-301)

44.925g, 폴리에틸렌글리콜 45g, 락토오즈 안하이 드로즈 (DFE pharma 사 제조,

이하 동일) 172.575g, 부틸히 드록시 를루엔 0.15g 및 스테아르산마 그네슘 2.85g 을

잘 흔합하여 롤러 콤팩터 미니를 이용하여 압축 성형 후 정립하여 과립을
얻었다. 얻어진 과립을 미분쇄한 스테아르산마 그네슘 7.5g 와 흔합하고, 로터리
타정기로 타정하여, 정제 ( 1정당 무게 232mg) 를 얻었다. 코팅기를 이용하여 ,

얻어진 정제에 필름 코팅제(오파드라이) 의 수 분산액을 분무 코팅하여,

코팅정 ( 1정당 무게 240mg) 을 얻었다.
[94] <비교예 4>

[95] 미라베그론 75g, 폴리에틸렌옥시드 (Dow chemical 사 제조, 상품명 WSR-301)

45g, 폴리에틸렌글리콜 45g, 락토오즈 모노하 이드레이트 127.65g, Prosolv HD90

45g, 부틸히 드록시 를루엔 1.5g 및 스테아르산마 그네슘 2.85g 을 잘 흔합하여 롤러

콤팩터 미니를 이용하여 압축 성형 후 정립하여 과립을 얻었다. 얻어진 과립을
미분쇄한 스테아르산 마그네 슘 7.5g 와 흔합하고, 로터리 타정기로 타정하여,
정제 ( 1정당 무게 233mg) 를 얻었다. 코팅기를 이용하여, 얻어진 정제에 필름
코팅제(오파드라이) 의 에탄올 분산액을 분무 코팅하여, 코팅정 ( 1정당 무게

241mg) 을 얻었다.

[96] <비교예 5>

[97] 미라베그론 75g, 폴리에틸렌옥시 드 (Dow chemical 사 제조, 상품명 WSR N-60K,

평균분자량 200 만) 135g, 폴리에틸렌글리 콜 75g, 히드록시 프로필 셀를로오스
15g, 부틸히 드록시 를루엔 1.5g 및 스테아르산마 그네슘 2.85g 을 잘 흔합하여 롤러

콤팩터 미니를 이용하여 압축 성형 후 정립하여 과립을 얻었다. 얻어진 과립을
미분쇄한 스테아르산 마그네 슘 7.5g 와 흔합하고, 로터리 타정기로 타정하여,
정제 ( 1정당 무게 207.9mg) 를 얻었다. 코팅기를 이용하여 , 얻어진 정제에 필름
코팅제(오파드라이) 의 에탄올 분산액을 분무 코팅하여, 코팅정 ( 1정당 무게

215.9mg) 을 얻었다.
[98] 비교예 1 내지 5의 각 처방을 표 2에 나타내 었다.



[99] [표 2]

[100] <비교 예 6>

[101] 시판중인 미라베그론 제제 (베타미가 서 방정 50mg, Lot 번호: 16C20/41,

아스텔라 스사) 를 준비하 였다.

[102] <비교 예 7>

[103] 미 라베그론 75g, 폴 리에틸렌옥시드 WSR N-80 36.68g, 폴 리에틸렌옥시드

WSR-1105 110.05g, 및 폴 리에틸렌글 리콜 PEG 6000 78.26g 을 잘 흔 합하여

고속흔 합기에 투 입하고, 히드록시프로 필셀를 로오스 (HPC-L) 7.5g 및

부틸히 드록시 를루엔 (BHT) 1.5g 이 용해된 에탄올 용액을 추가한 후 , 흔 합하여

조립하 였다. 그 결과, 과립을 얻었다. 얻어진 과립을 건조, 정 립 후 , 미분 쇄한

스 테아르산마 그 네슘 7.5g 과 light anhydrous silicic acid(Aerosil 200) 7.5g 을

흔 합하고, 로 터리 타정기로 타정하 여 , 정제 ( 1정 당 무 게 216mg) 를 얻었다.

코 팅기를 이용하 여 , 얻어진 정제에 필름 코 팅제 (오 파드 라이) 의 에탄올 분산액을

분무 코 팅하 여 , 약제학적 제제 (코 팅정 , 1정 당 무 게 224mg) 를 얻었다.

[104] <비교 예 8>

[105] 미 라베그론 50g, 폴 리에틸렌옥시드 (Dow chemical 사 제조, 상품명 WSR N-60K,



평균분자량 200만) 140g, 폴리에틸렌글리 콜 (PEG 6000) 289.2g 을
유동층 조립기(GPCG2, Glatt) 에 투입하고, 10중량¾
히드록시프로 필셀를 로오스 (HPC-L) 수용액 150g에서 조립하여, 과립을 얻었다.
얻어진 과립을 정립후, 미분쇄한 스테아르산 마그네 슘 5g 및
부틸히 드록시 를루엔 (BHT) 0.8g과 흔합하고, 로터리 타정기로 타정하여,
정제( 1정당 무게 250mg) 을 얻었다. 코팅기를 이용하여 , 얻어진 정제에
필름코팅제(오파드라이) 의 수 분산액을 분무 코팅하여, 코팅정( 1정당 무게
257.5mg) 을 얻었다.

[106] <실험예 1> 유연물 질 시험
[107] 비교예 1 내지 5와 실시예 1, 실시예 5에 대해 유연물질 특히

기타개개유연물 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불순물 생성량을 평가하였다.
기타개개유연물질 은 총 유연물질 중

(R)-2-((4-aminophenethyl)amino)-l-phenylethanol{MIR-l } ,

2-(2-aminothiazol-4-yl)-N-(4-(2(phenethylamino)ethyl)phenyl)acetamide{MIR

deshydroxy},

(R)-2-(2-aminothiazol-4-yl)-N-(4-(2-((4-(2-((2-hydroxy-2-phenylethyl)amino)ethyl)ph

enyl)amino)-2-oxoethyl)thiazol-2-yl)acetamide{Diamide-2}, 및
(R)-2-(2-aminothiazol-4-yl)-N-(4-(2-(2-aminothiazol-4-yl)acetamido)phenethyl)-N-(2-

hydroxy-2-phenylethyl)acetamicle{Diamicle-l }를 제외한 유연물질을 의미한다.
평가법은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중 액체크로 마토그 래프법 (HPLC) 에
의하였다. MIR-1 는 0.4 % 이하, MIR deshydroxy 는 0.4 % 이하, Diamide-2 는 0.4 %

이하, Diamide-1 는 0.4 % 이하, 기타개개유연물질 0.2 % 이하, 총 유연물질 1.8 %

이하이어야 적합하며 , 상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하다.
[108] 구체적인 시험 방법은 아래와 같다.
[109] (1) 검액의 조제
[110] 비교예 1 내지 5, 실시예 1 및 실시예 5 각각에 대하여 검액을 조제하 였다. 정제

5 정을 취하여 200 mL 용량플라 스크에 넣고 물 120 mL를 넣고 정제가 완전히
붕해될 때까지 교반한 후 아세토 니트릴 80 mL를 넣고 20 분간 교반 및 10 분간
초음파 추출하고 상온 넁각한 후 희석액으로 표선을 맞추었다. 이 액을
원심분리한 후 위의 맑은 액 15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25 mL 용량플라 스크에
넣고 희석액으로 표선을 맞추었다. 이 액 적당량을 취하여 멤브레 인 필터 {0.45

；m }로 여과하여 처음 2 mL는 버리고 여액을 바이알에 담아 검액으로 하였다.
희석액은 물과 아세토니트릴 흔합액{물 / 아세토니트릴(3 / 2) }이다.

[111] (2) 표준액 의 조제
[112] 미라베그론 표준품 약 15.0 mg을 정밀하게 달아 100 mL 용량플라 스크에 넣고

희석액 40 mL를 넣어 5 분간 초음파 추출하여 완전히 녹이고 상온 넁각한 후
희석액을 가하여 표선을 맞추었다. 이 액 1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100 mL

용량플라 스크에 넣고 희석액으로 표선을 맞춘 후 멤브레 인필터 {0.45 ；m }로



여과한 액을 바이알에 담아 표준액 으로 하였다. 희석액은 물과 아세토 니트릴
흔합액 {물 I 아세토니 트릴 (3 / 2)} 이다.

[113] (3) 조작 조건
[114] HPLC 의 구체적인 조작 조건은 다음과 같다. 검액 및 표준액의 피크면적 Α τ와

를 가지고 유연물질의 함량을 계산하 였다.
[115] 검 출 기: 자외부흡광 광도계 (측정 파장: 240 nm)

[116] 칼 럼：XTerra RP8 (4.6 mm x 250 mm, 5 ) 또는 이와 동등한 칼럼
[117] 칼럼온도: 27 0C

[118] 샘플온도: 10 0C

[119] 주 입 량 : 10 uL

[120] 이 동 상: 이동상 A 및 이동상 B의 흔합비 를 다음과 같이 변화시 켜
농도기 을기적으로 제어한다.

[121] 이동상 A : 완층액 (인산이수소나 트륨이 수화물 1.56 g과
황산수 소테트 라부틸 암모늄 0.34 g을 물 1000 mL 에 넣어 녹이고 5 mol/L

수산화나트 륨수용 액으로 pH 7.2로 조절한 액)
[122] 이동상 B : 아세토니 트릴과 물흔합액 {아세토 니트릴/물 (3 / 2)}

[123] [표3]

[124] (4) 계산식



[125]

연몰칠의 양 { ) ¾¾ X 333 x P

X A x 10000' F
이라버그 一 취 ：->= ( g )

¾체 채취 수
A T ¾ 각 윽시 릐 픠

D 1 ¾ 미라혜그론 시¾ (n )
p 미라베 휸 ( )

3

[126] (5) 상대유지시간 및 상대반웅인자
[127] [표4]

[128] 실시예의 경우, MIR- 1, MIR deshydroxy, Diamide-2, 및 Diamide- 1함량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 기타개개유연물질에 대한 결과를 표 5에 비교예와
대비하여 나타내 었다.

[129] [표5]

[130]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교예 1 내지 5에서 모두



기타개개유연물질이 0.2%를 초과하여 부적합하였다. 비교예 1내지 5는 모두

방출제어제로 제제 내부에 물을 침입시키기 위한 친수성기제를 1종 이상
포함하고 있는 제제이며, 이 중 비교예 1내지 3은 국제특허공개공보
제WO2010/038690 호에 개시된 방법과 동일하게 수 분산액으로 분무 코팅한
예이고, 비교예 4는 에탄올 분산액으로 분무 코팅한 예이다.또한, 비교예 5는
다른 제제에 비해 친수성기제 중,폴리에틸렌글리콜 함량이 현저히 높은 예이다.

[131] 비교예 1 내지 3은 비교예 4와 비교시 , 나정일 때 보다 코팅 이후에
기타개개유연물 질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 수 분산액에 비해 에탄올 분산액으로 필름코 팅제를 분무 코팅하는

경우,불순물 생성이 보다 억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32] 비교예 5의 경우는 다른 제제에 비해 친수성기제중, 폴리에틸렌글리콜 함량이

현저히 높으며 , 나정에서부터 기타개개유연물질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제특 허공개공보 제WO2010/038690 호에 개시된 다수의 실시예에서
친수성기제로서 사용한 폴리에틸렌글리콜이 제제 안정성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33] 방출제어제로 친수성기제가 적용된 비교예와 달리 , 하이드로겔 형성
고분자 만으로 이루어진 방출제 어제를 적용한 실시예의 경우,모두 불순물
생성이 크게 억제되어, 안정성을 확보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즉,본 발명의
약제학적 제제는 방출제 어제로 하이드로겔 형성 고분자만을 적용하고,

친수성기제는 적용하지 않았음 에도,오히려 보다 더 안정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134] 결국, 본 발명은 하이드로겔 형성 고분자 만으로 이루어진 방출제 어제의
적용(및 친수성기제 미적용), 휘발성용매를 이용하여 형성된 코팅층 등에 의해,
불순물 생성 등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정성이 확보된 제제를 제공할 수

[135] <실험예 2> 용출 시험
[136] 비교예와 실시예에 대해 USP 용출 시험법(패들법) 에 따라서 용출 시험을

행하였다. 시험액은 ρΗ 4.0 초산 완층액 및 ρΗ 6.8 인산 완층액 900 mL를
이용하였다. 회전수는 50 rpm 으로 행하였다. 각각의 결과를 표 6과 표 7에
나타내 었다.

[137] [표6]

H 4.0 비교예 1 실시예 2 실시예 3 실시예 5

1시간 20% 10% 12% 14%

3시간 51% 31% 43% 43%

8.5시간 97% 88% 91% 97%

12시간 99% 95% 91% 98%



[138] [표7]

[139] 상기 표 6,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실시예는 모두 1시간에 용출률이
20% 미만이었다. 한편 비교예의 조성물은 전체적으로 높은 융출률을

나타내 었다.
[140] <실험예 3> 비교용출시험
[141] 또한, 실시예 5, 비교예 6(베타미가 서방정) 에 대해서도 실험예 2와 같이 용출

시험하여, 용출 패턴을 비교하였다. 결과를 표 8, 9 및 도 2, 도 3에 나타내 었다.
[142] [표8]

[144] 또한, 도 2는 pH 4.0 용출액에서 비교용출시험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이고,도
3은 pH 6.8 용출액에서 비교용출시 험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145] 표 8, 표 9 및 도 2, 도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실시예는 시판중인
제제와 동등 수준의 용출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다.

[146] 따라서 , 본 발명의 약제학적 제제는 시판중인 제제와 동등 수준의 용출 패턴을
나타내고, 그 결과 동등 수준의 약물학적 동태를 나타내며, 결국 동등 내지 그



이상의 약효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147] <실험예 4> 비교예 7 내지 8에 대한 유연물질 시험
[148] 비교예 1 내지 5 대신, 비교예 7 내지 8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실험예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연물질 시험을 추가로 진행하 였다. 그 결과를 표 10에
나타내 었다.

[149] [표 10]

[150]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교예 7 내지 8에서도
기타개개유연물질이 0.2%를 초과하여 부적합하였다. 비교예 7은 다른 비교예와
달리 분자량이 상이한 2종의 폴리에틸렌옥시드를 적용한 예로, 실시예 3 내지
5에 대웅되는 예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비교예와 같이 불순물이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방출제 어제로 친수성 기제
적용 유무에 따라 불순물 발생에 차이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또한,
비교예 8은 다른 비교예에 비해 국제특허공개공보 제WO2010/038690 호에
개시된 실시예와 보다 더 일치하도록 제조된 예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비교예와 같이 불순물이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방출제 어제로 친수성기제를 적용한 경우, 제제 안정성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도 있음을 보다 더 잘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 비교예 7 내지 8에
대한 유연물질 시험 결과에 의해서도,본 발명이 불순물 생성 등을 억제할 수
있음이 재확인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151] 본 발명은, 제제 중 불순물 생성은 억제하고, 미라베그론 및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방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므로, 산업상 이용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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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범위
[청구항 1] 활성성분과 상기 활성성분의 방출을 조절하는 방출제 어제를 포함하고,

결합제, 항산화제, 및 활택제를 더 포함하고,

상 기 활성성분은 미라베그론 및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이고 ,

상 기 방출제어제는 하 이드로겔 형성 고분자 만으로 이루어지며 ,
상 기 하 이드로겔 형성 고분자는 폴리에틸렌옥 시드 ,

히드록시 프로필메 틸셀를로 오스, 히드록시 프로필 셀를로 오스,

카르복 시메틸셀를로 오스나 트륨, 및 히드록시에틸셀를 로오스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이고 , 평균 분자량은 10만 내지 800만 이고 ,

상 기 활성성분은 5~28 중량 ¾, 상기 방출제 어제는 60 90중량 ¾, 상기

결합제는 1~5 중량 < , 상기 항산화제는 0.1 1중량 < , 및 상기 활택제는

1~6중량 로 포함되는 약제학적 제제 .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 상 기 약제학적 제제는 상기 활성성분 , 상 기 방출제 어제 ,

상 기 결합제 , 상 기 항산화제 , 및 상기 활택제를 포함하는 코어의 표면에

코팅제를 포함하는 코팅층 이 형성된 약제학적 제제 .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 상 기 약제학적 제제 중 상기 활성성분은 5~25 중량 ¾,

상기 방출제 어제는 60 90중량 < , 상기 결합제는 1~5 중량 < , 상기

항산화제는 0.1 1중량 ¾, 상기 활택제는 1~6중량 ¾이고 , 상 기 코팅제는

1~10중량 ¾로 포함되는 약제학적 제제 .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 상 기 활택제는 이산화규소 와 스테아르산 마그네 슘으로

이루어지고 , 상 기 약제학적 제제 중 상기 이산화 규소는 1~3중량 ¾이고 ,

상 기 스테아르산마그 네슘은 1~3중량 ¾로 포함되는 약제학적 제제 .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 상 기 이산화규소는 콜로 이드성 이산화규소인 약제학적

제제 .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 상 기 코팅제는 필름코 팅제인 약제학적 제제 .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 상 기 코팅층은 상기 코팅제를 휘발성용매에 용해 또는

분산하여, 상 기 코어의 표면에 필름코 팅하여 형성된 것인 약제학적 제제 .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 불순물 함량은 0.2중량 이하 인 약제학적 제제 .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 상 기 하 이드로겔 형성 고분자 는 폴리에틸렌옥시드 이고 ,

상 기 평균분자량은 10만 이상 이고 100만 미만인 약제학적 제제 .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 상 기 하 이드로겔 형성 고분자 는 폴리에틸렌옥시드 이고 ,

상 기 폴리에틸렌옥시 드는 평균분자량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폴리에틸렌옥시 드와 평균분자량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폴리에틸렌옥시 드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제제 .

[청구항 11] (A) 결합제 와 항산화제 를 용매에 분산 또는 용해시킨 후 , 활성성분과

방출제 어제를 흔합한 흔합물과 함께 흔합하여 과립을 제조하는 단계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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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 기 과 립에 활택제를 추가하고 타정하여 정제를 얻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결합제는 하이드록시프로 필셀를 로오스 이고 ,

상기 항산화 제는 부틸하이 드록시 를루엔 이고 ,

상기 활성성분은 미라베그론 및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이고 ,

상기 방출제어제는 하이드로겔 형성 고분자 만으로 이루어지고 , 상기
하이드로겔 형성 고분자는 폴리에틸렌옥시드 ,

히드록시 프로필메 틸셀를로 오스, 히드록시 프로필 셀를로 오스,
카르복 시메틸셀를로 오스나 트륨, 및 히드록시에틸셀를 로오스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이고 , 평균 분자량은 10만 내지 800만이며 ,
상기 활택제는 이산화규소 및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이고 ,

상기 활성성분은 5~28 중량 ¾, 상기 방출제 어제는 60 90중량 ¾, 상기

결합제는 1~5 중량 < , 상기 항산화제는 0.1 1중량 < , 및 상기 활택제는

1~6중량 ¾로 포함되는 약제학적 제제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 (C) 필름코팅 제를 휘발성용매에 용해 또는 분산하여 ,

상기 정제에 필름코 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약제학적 제제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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