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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트라마돌 다중 단위 제형 및 이의 제조방법

명세서

본 발명은 트라마돌 또는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이의 염과 하나 이상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지연 방출성 물질
(release-delaying substance)을 함유하는 지연 방출성 펠릿(pellet)으로 이루어진 경구용 다중 단위 제형
(multiple unit formulation)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트라마돌((1RS;2RS)-2-[(디메틸아미노)메틸]-1-(3-메톡시페닐)사이클로헥산올)은 심한 통증 및 그리 심하지 않
은 통증에 효과적인 진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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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되는 경구용 트라마돌의 지연 방출성 약제 형태는 다중 단위 용량 형태와 비교하여 단일 단위 용량 형태의 공지
된 단점이 있는 정제 제제(tablet preparation)에 기초하여 제형화된다. 단일 단위는, 예를 들면, 이화되지 않은 상태
로 위장관을 통과하거나(기질 정제, matrix tablet), 분해되어 점점 더 작게 되거나(침식 정제, erosion tablet), 이의
활성 화합물이 장내에서만 방출되는(장용제피 정제) 개별적인 약제 형태이다. 다중 단위는 복용후에 다수의 아단위
로 분해되는 약제 형태이며, 아단위는 이러한 약제 형태 특성을 갖는 담체이다. 지연 방출성 단일 단위 약제의 경우,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상당히 변동적일 수 있고, 따라서 위장관을 불규칙적으로 통과할 수 있어서 혈중 농도 값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국소 자극 또한 단일 단위 약제 형태에서보다 다중 단위 약제 형태에서 덜하다. 활성 화합물이
지연 방출성 약제로부터 지나치게 신속하게 방출되는 "용량 덤핑(dose dumping)"의 위험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된
다{참조: H. Blume, "Biopharmazeutische Aspekte von Multiple Unit Dosage Forms; ein Vergleich mit Single
Units"[Biopharmaceutical aspects of multiple unit dosage forms; a comparison with single units],
publication of Capsugel, Basle(Switzerland) 1988년 11월에 함부르크에서 열린 심포지움}.

바람직하게는 유럽 특허공보 제147 780호, 유럽 특허공보 제624 366호, 유럽 특허공보 제654 263호, 유럽 특허공
보 제731 694호 및 독일 특허공보 제43 29 794호에 기재된 트라마돌 약제 형태 또한 상기한 단점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유형의 단일 단위 약제 형태이다. 지연 방출성 피막(coating)을 갖는 약제 제형은, 예를 들면, 활성 화합물 핵
(core)을 함유하고 폴리비닐 알콜의 막으로 피복된 정제 및 과립의 형태로 유럽 특허공보 제147 780호에 기재되어
있다.

유럽 특허공보 제624 366호에는 바람직하게는 정제의 형태로 투여될 수 있는 지연 방출성 경구용 트라마돌 제제가
주목되어 있다. 이 경우, 활성 화합물은 특히 친수성 또는 소수성 중합체, 장쇄 지방산 또는 지방 알콜 및 하나 이상
의 폴리알킬렌 글리콜의 지연 방출성 기질에 매봉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체품으로서, 막으로 피복된 구상체가 기재
되어 있다. 활성 화합물은 미세결정성 셀룰로스 같은 "구상" 물질에 매봉되어, 방출 조절 막으로 피복되어 있다.

유럽 특허공보 제731 694호(제WO 95/14460호)에는 경구 투여 후 24시간 이상 동안 진통 효과를 보장하는 아편유
사제 지연 방출성 제형(예: 펠릿)이 기재되어 있다.

펠릿은 방출 지연에 적합한 중합체의 막으로 피복된 활성 화합물을 함유하는 핵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합체 외에,
막은 특히 산 가용성 화합물 및 가소제를 함유한다. 그러나, 가소제의 사용은 매우 불리할 수 있다. 가소제의 공지된
단점은 가소제가 막 외부로 이동하여 저장하는 동안 활성 화합물의 방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 특허공보 제147 780호의 제2면에는, 가소제와 활성 화합물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또한 발생할 수 있어서,
이로 인해 제품의 저장 수명 감소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문헌[참조: Sucker, Fuchs, Speiser
"Pharmazeutische Technologie"(Pharmaceutical technology) Thieme Verlag stuttgart, 1978]에도 가소제가
실질적인 막 개선 특성 이외에 수증기 투과 및 분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또한 언급되어 있다. 더욱이, 명백히 낮
지만 현저한 증기압은 막의 용해도와 같은 물리적 성질의 변화와 관련된 가소제의 증발을 초래한다.

이제까지 트라마돌 펠릿 형태는 시판된 적이 없었다. 펠릿 제형은 치료 용량당 많은 수, 종종 수백 개의 아단위로 존
재하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트라마돌 하이드로클로라이드 같은 즉시 용해되는 물질의 경
우, 이로 인해 지연 방출성 물질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펠릿 제형 중의 활성 화합물의
함량을 명백히 감소시킨다. 펠릿의 필요량은 더 크고 경질인 젤라틴 캡슐의 사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
은 용량으로 투여되는 활성 화합물의 경우에는, 펠릿 제형은 특히 바람직하지 않다. 펠릿 제형은 환자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치료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 발명은 특히 환자에게 허용되고 간단하며 단일 단위의 단점을 극복하여, 지연되고 매우 재생적인 방출을
보장한다는 의도로 트라마돌 다중 단위 제형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동일하거나 상이한 정도로 지연되고, 트라마돌 또는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이의 염으로 피복된
출발 물질로 이루어지고, 하나 이상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지연 방출성 물질로 된 하나 이상의 막 층으로 피복되
며, 활성 물질이 지연된 형태로 위장관 내의 펠릿으로부터 방출되는, 개개의 펠릿을 포함하는 다중 단위 제형에 관
한 것이다.

펠릿으로부터 활성 화합물이 방출되는 것을 조절하는 메카니즘은 본질적으로 다음 원리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지연 방출성 펠릿의 제형에 대한 제1 가능성은 외막(outer membrane)에 의한 방출의 조절에 있다. 적합한 지연 방
출성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방출 조절된 기질을 통해 방출이 발생하는, 외막이 부재한 펠릿을 제조하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제3 가능성은 언급한 두 방법, 즉 기질 및 막 조절방법을 조합하여 목적하는 특성을 달성하는
데 있다.

트라마돌 하이드로클로라이드는 전형적인 막 조절된 확산 펠릿 제형에 대한, 본 발명에 따르는 다중 단위 제형에서
사용되는 용해도 특성에 의해 구별된다.

다중 단위 제형에 함유된 펠릿은 활성 화합물을 함유하는 핵으로 이루어지며, 핵은 활성 화합물의 방출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막 층으로 피복된다. 투여 직후에 방출되는 것을 조절하기에 적합한, 신속하게 분해되거나
신속하게 용해되는 활성 화합물 층(초기 용량)은 적합한 결합제를 사용하여 막에 적용할 수 있다.

활성 화합물은 불변의 형태로 또는 활성 화합물의 가공성(processability)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혼합물의 형
태로 가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에어로실 200(Aerosil 200)과 같은 콜로이드성 실리카, 수크로스 또는 다른 적합
한 물질과의 혼합물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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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릿 핵 자체는 내부의 불활성 출발 물질로 이루어지는데, 적합한 용액을 사용하여 활성 화합물을 이 출발 물질에
적용한다. 펠릿 제조용 출발 물질로서, 예를 들면, 수크로스 결정 또는 수크로스-옥수수 전분 펠릿[논파렐
(nonpareil), 중성 펠릿, 구형의 당(sugar sphere) USP 23/NF 18]을 사용할 수 있다.

활성 화합물은 물, 저급 알콜(예: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및 알콜/물의 혼합물 또는 아세톤에 대한 용해도가 우수하
기 때문에, 이러한 용매의 용액 중에서 출발 물질에 적용할 수 있다. 당해 공정은 활성 화합물을 분말 형태의 활성 화
합물 및 용해된 형태의 활성 화합물을 동시에 적용하거나 용매만을 사용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

당해 제조방법의 세부 단계의 또 다른 바람직한 변형은 활성 화합물을 적합한 결합제 용액을 사용하여 분말 형태로
출발 물질에 적용하는 것이다. 활성 화합물의 이러한 적용은 층에서 수행되어 더 많거나 적은 적용량으로 인해 본
공정을 더 길거나 짧은 시간 동안 중단시킨다.

활성 화합물이 출발 물질에 적용되기에 충분한 양의 결합제 용액만이 사용되며, 이는 하나의 결합제 또는 몇가지 결
합제의 배합물을 함유할 수 있다. 따라서, 활성 화합물 층은 주로 활성 화합물 자체 및 10% 이하의 하나 이상의 결합
제만으로 이루어진다.

사용되는 결합제 및/또는 지연 방출성 물질은 폴리비닐피롤리돈(예: PVP 25), 친수성 셀룰로스 에테르[예: 하이드
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다양한 정도로 에틸화되고 다양한 쇄장을 갖는 에틸셀룰로스, 쉘락(shellac), USP 23/NF

18에 기재된 메타크릴산 공중합체 A, B 및 C형[예: 유드라지트(Eudragit) L , 유드라지트 S 및 유드라지트 L

100-55 ] 또는 암모니오 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 A 및 B형[예: 유드라지트 RL 및 유드라지트 RS ]에 상응
하는 메타크릴산 및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또는 에틸 아크릴레이트를 기본으로 한 음이온 특성을 갖는 공중합체, 셀
룰로스 아세테이트 프탈레이트 및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아세테이트 프탈레이트일 수 있다.결합제 및/또
는 지연 방출성 물질에 적합한 용매는 특히 물, 저급 알콜(예: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알콜/물 혼합물 또는 아세톤이
다.

지연 방출성 물질은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배합하여 가공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에틸셀룰로스 그룹 및/또는 쉘
락 그룹으로부터의 물질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에틸셀룰로스와 쉘락을 1:9 내지 9:1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에틸셀룰로스와 유드라지트 S 의 배합이 적합하다.

본 발명에 따르는 주제의 특히 바람직한 양태는, 에틸셀룰로스와 쉘락의 혼합물을 결합제 및 지연 방출성 물질로서
사용하는 데 있다. 동일한 중합체를, 활성 화합물을 출발 물질에 적용하는데 사용하거나 지연 방출성을 위해 사용함
으로써 특히 간단한 조성의 트라마돌 펠릿이 수득되며, 이는 제조하기 용이하고, 몇가지의 상이한 보조제만을 함유
함으로써 환자에게 매우 유리하다.

본 발명에 따르는 다중 단위 제형에 함유될 수 있는 추가 성분은 방출제 및 유동 조절제(flow-regulating agent), 예
를 들면, 고도의 분산 실리카, 활석 및 스테아르산마그네슘과 같은 약제학적으로 통상적인 보조제이다.

펠릿은 임의로, 막의 상이한 층 두께로 인해 또는 상이한 지연 방출성 제제의 사용에 의해 방출을 상이한 정도로 지
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활성 화합물의 방출을 조절하기 위한 추가의 가능성이 주어진다. 단일 단위 제형과 반대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정도로 지연되는 펠릿을 포함하는 이러한 다중 단위 제형은 폐쇄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유문을
통과하여 전체 위장 부위로 분산된다. 이로 인해 매우 균일하게 위장관을 통과할 수 있다.

펠릿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제조한다(참조: Pharmaceutical Pelletization Technology, edited by Isaac
Ghebre-Sellassie, Marcel Dekker Verlag, New York and Basle, 1989).

바람직한 제조 공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출발 핵(starter core)을 처음에 코팅 팬(coating pan) 또는 또 다른 적합한 장치로 도입하고, 활성 화합물 또는 활
성 화합물의 혼합물을 여기에 연속적으로 또는 배치식으로 첨가하고, 결합제 용액을 사용하여 출발 물질에 부착시
킨다. 결합제 및/또는 방출 조절 물질의 동일하거나 또 다른 용액을 사용하여. 출발 물질에 활성 화합물을 가한 후에
방출이 요구되는 기준에 상응할 때까지 막을 적용한다. 활성 화합물을 지연되는 형태로 방출시키는 활성 화합물을
함유하는 펠릿은, 예를 들면, 당의 또는 용액 스프레이-온과 같은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가에게 공지된 다양한 방법
에 의해 지연 방출성 형태가 아니라 초기 용량으로 방출되는 추가의 활성 화합물로 피복시킬 수 있다. 코팅 팬과는
별도로, 피복은 또한 유동상에서도 수행될 수 있다.

개개의 작업 단계 동안 및/또는 후에 수행되는 건조 공정에 의해, 사용되는 용매에 대한 허용되는 한계치가 정해진
다.

제WO 95/14460호에는 에틸셀룰로스 및 가소제의 피막을 갖는 펠릿을 제조하기 위한 복잡한 공정이 기재되어 있
다. 이른바 "경화" 공정에서는, 통상적인 후 건조(afterdrying) 대신에, 펠릿을 기술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온도 및
습도에 노출시키는데, 예를 들어 60℃ 및 80% 상대 습도에서 수행한다. 극단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이 공정은 모든
활성 화합물에 적합하지 않다. 트라마돌의 습윤 민감성 때문에, 트라마돌 펠릿은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분해될 것이
다.

본 발명에 따르는 트라마돌 펠릿의 입자 직경은 0.4-3.0mm, 바람직하게는 0.6-1.6mm 범위이다.

경구 투여를 위한, 임의로 상이한 정도로 지연된 펠릿은 바람직하게는 젤라틴 캡슐형으로 조제하거나 적당한 보조
제와 함께 압축시켜 정제형으로 수득한다. 캡슐로 조제하는 것은, 캡슐이나 정제를 삼키는데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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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용이 상당히 용이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 캡슐을 개봉하여 지연 방출성 펠릿을 꺼내어 액체 또는 미즙
(chyme)과 함께 삼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본 발명에 따르는 지연 방출성 펠릿은 또한 위 또는 십이지장 관을 통
해 투여할 수도 있다. 다중 단위 제형에서 지연된 형태로 방출되는 활성 화합물의 함량은 30 내지 85중량%이다. 지
연된 형태로 방출되는 활성 화합물의 함량이 50 내지 75중량%인 다중 단위 제형이 바람직하다. 약제학적으로 허용
되는, 지연 방출성 물질의 함량은 2 내지 40중량%이다.

본 발명에 따르는 제형의 목적에 따라, 목적하는 치료 효과를 위해 필요로 하는 1일 용량을 1회 투여(24시간 제제)
또는 2회 반복 투여(12시간 제제)에 의해 투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용량 및 용량 범위에 대한 제한은 명시하지 않는
다. 활성 물질의 양 및 활성 물질의 방출은 모든 치료 조건에 맞출 수 있다. 생체이용률 연구에서, 본 발명에 따르는
제형을, 예를 들면, 트라마돌 하이드로클로라이드를 50 내지 200mg 포함하는 캡슐의 형태로 투여한 후, 모든 생물
약제학적 파라미터가 트라마돌 지연 방출성 제제에 대한 기술 발달에 따르는 필요조건에 상응한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

활성 물질 방출

활성 화합물 방출의 분석 평가를 위한 적합한 시험관내 모델은 위장관의 생리적인 pH 경로를 재구성하고, 시험액의
pH 범위가 산성부터 약산성을 거쳐 약알칼리성이어야 한다. 트라마돌 하이드로클로라이드의 용해 거동을 갖는 활
성 화합물을 포함한 다중 단위 유형의 지연 방출성 제제의 활성 화합물 방출의 시험관내 품질 평가에 대한 주요 기
준은 산성 pH 범위에서의 적당한 지연 및 그 이외에 목적하는 정도의 지연, 특히 약산성 내지 약알칼리 범위에서의
활성 화합물의 완전한 방출을 검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에 적합한 장치는 문헌[참조: American
pharmacopoeia(USP 23), 제1793면 및 제3012면]에 "장치 3"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장치에 대해서는 문헌[참조:
the Journal of Pharmaceutical Sciences, Volume 80(1991), pages 991-994]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며, 이는 본 발명의 주제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실시예 1

활성 화합물 함유 핵의 제조

약 96%[v/v] 에탄올/물 혼합액 중의 에틸셀룰로스/쉘락(2:8)의 20% 농도 용액 약 1150g을 사용하여, 트라마돌 하

이드로클로라이드/에어로실 200 혼합물 4020g을 코팅 팬에서 적합한 크기(예: 직경 0.5 내지 0.6mm)의 중성 펠
릿 1000g에 적용한다. 이어서, 수득된 핵을 건조시키고 씨빙한다(0.8-1.4mm).

막의 적용

약 96%[v/v] 에탄올/물 혼합액에 에틸셀룰로스/쉘락(2:8) 20% 농도 용액 390g을 첨가하여 제조한 활성 화합물 함
유 핵 5.25kg에 막을 적용한다. 방출제로서 활석 780g을 뿌린다.

성분

  중량부(%)
 트라마돌 하이드로클로라이드  65.5

 중성 펠릿  16.4
 에틸셀룰로스  1.0

 쉘락  4.0

에어로실 200  0.3

 활석  12.8
 에탄올/물 혼합액 약 96%[v/v]  충분량

실시예 1에 따르는 지연 방출성 펠릿으로부터의 트라마돌 하이드로클로라이드의 시험관내 방출을 USP 23/NF 18
에 따르는 장치 3에서 측정한다. 방출 매질의 온도는 37℃이고, 샘플 튜브의 스트로크 수는 20 스트로크/분이고, 조
사 간격당 시험 용액의 양은 175ml이다.

당해 연구는 pH 1.5 시험 용액으로 시작하여, 튜브 속의 샘플을 처음 1시간 후에는 175ml의 pH 4.5의 시험 용액으
로, 2시간 후에는 pH 6.9의 시험 용액으로, 4시간 후에는 pH 6.9의 새로운 시험 용액으로, 6시간 후에는 pH 7.2의
시험 용액으로, 8시간 후에는 pH 7.5의 시험 용액으로 변경한다. 상기한 시간에 용액 매질에 방출되는 활성 화합물
의 양을 분광 광도계로 측정한다. 다음 방출 값이 측정된다.

 시간(시단위)  방출 비율(중량%)
 1  34
 2  51
 4  65
 6  75
 8  84
 12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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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에 따르는 지연 방출성 펠릿의 시험관내 방출 곡선을 도 1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2

다음 성분의 지연 방출성 펠릿을 실시예 1과 유사하게 제조한다:

  중량부(%)
 트라마돌 하이드로클로라이드  50.0

 중성 펠릿  12.2
 에틸셀룰로스  8.4

유드라지트S  0.9

에어로실 200  0.2

 활석  28.3
 아세톤  충분량

시험관내 방출 연구를 실시예 1과 유사하게 수행한다.

다음 방출 값이 측정된다;

 시간(시단위)  방출 비율(중량%)
 1  30
 2  51
 4  70
 6  81
 8  88
 12  94

실시예 2에 따르는 지연 방출성 펠릿의 시험관내 방출 곡선을 도 2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3

다음 성분의 지연 방출성 펠릿을 실시예 1과 유사하게 제조한다:

  중량부(%)
 트라마돌 하이드로클로라이드  40.3

 중성 펠릿  10.1
 에틸셀룰로스  6.7

에어로실 200  0.2

 활석  42.7
 에탄올/물 혼합액 약 96%[v/v]  충분량

시험관내 방출 연구를 실시예 1과 유사하게 수행한다.

다음 방출 값이 측정된다:

 시간(시 단위)  방출 비율(중량%)
 1  34
 2  59
 4  81
 6  89
 8  92
 12  93

실시예 3에 따르는 지연 방출성 펠릿의 시험관내 방출 곡선을 도 3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4

다음 성분의 지연 방출성 펠릿을 실시예 1과 유사하게 제조한다:

  중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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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마돌 하이드로클로라이드  59.7
 중성 펠릿  14.9

 에틸셀룰로스  0.7
 쉘락  4.7

에어로실 200  0.3

 활석  19.7
 에탄올/물 혼합액 약 96%[v/v]  충분량

시험관내 방출 연구를 실시예 1과 유사하게 수행한다.

다음 방출 값이 측정된다:

 시간(시 단위)  방출 비율(중량%)
 1  35
 2  52
 4  72
 6  84
 8  95
 12  100

실시예 4에 따르는 지연 방출성 펠릿의 시험관내 방출 곡선을 도 4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5

다음 성분비의 지연 방출성 펠릿을 실시예 1과 유사하게 제조한다:

  중량부(%)
 트라마돌 하이드로클로라이드  48.8

 중성 펠릿  12.2
 에틸셀룰로스  0.6

 쉘락  2.3

유드라지트 RS  2.2

에어로실 200  0.2

 활석  33.7
 에탄올/물 혼합액 약 96%[v/v]  충분량

시험관내 방출 연구를 실시예 1과 유사하게 수행하였다.

다음 방출 값이 측정된다:

 시간(시 단위)  방출 비율(중량%)
 1  31
 2  58
 4  76
 6  83
 8  86
 12  89

실시예 5에 따르는 지연 방출성 펠릿의 시험관내 방출 곡선을 도 5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6

다음 성분비의 지연 방출성 펠릿을 실시예 1과 유사하게 제조한다:

  중량부(%)
 트라마돌 하이드로클로라이드  64.4

 중성 펠릿  16.1
 에틸셀룰로스  3.5

 쉘락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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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실 200  0.3

 활석  13.4
 에탄올/물 혼합액 약 96%[v/v]  충분량

시험관내 방출 연구를 실시예 1과 유사하게 수행하였다.

다음 방출 값이 측정된다:

 시간(시 단위)  방출 비율(중량%)
 1  39
 2  57
 4  70
 6  78
 8  84
 12  93

실시예 6에 따르는 지연 방출성 펠릿의 시험관내 방출 곡선을 도 6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7

다음 성분의 지연 방출성 펠릿을 실시예 1과 유사하게 제조한다:

  중량부(%)
 트라마돌 하이드로클로라이드  58.9

 중성 펠릿  14.8
 에틸셀룰로스  0.6

 쉘락  4.9

에어로실 200  0.3

 활석  20.5
 에탄올/물 혼합액 약 96%[v/v]  충분량

시험관내 방출 연구를 실시예 1과 유사하게 수행한다.

다음 방출 값이 측정된다:

 시간(시단위)  방출 비율(중량%)
 1  3
 2  11
 6  47
 10  69
 14  82
 22  98

실시예 7에 따르는 지연 방출성 펠릿의 시험관내 방출 곡선을 도 7에 나타내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일하거나 상이한 정도로 지연되고, 트라마돌 또는 생리적으로 허용되는 이의 염으로 피복된 출발 물질로 이루어
지며, 가소제를 첨가하지 않고 다양한 정도로 에틸화되고 다양한 쇄 길이를 갖는 에틸셀룰로스 그룹으로부터 선택
된 물질, 쉘락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물질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하나 이상의 방출 조절용 막 층으로 피복
된 개개의 펠릿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다중 단위 제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지연 방출되는 활성 화합물의 함량이 30 내지 85중량%이고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지연 방출성
물질의 함량이 2 내지 40중량%임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제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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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지연 방출되는 활성 화합물의 함량이 50 내지 75중량%이고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지연 방출성
물질의 함량이 2 내지 40중량%임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제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지연 방출성 펠릿에 사용되는 출발 물질이 수크로스 결정 또는 논파레일(중성 펠릿, 구형의 당)임
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제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에틸셀룰로스 그룹의 물질과 쉘락 그룹의 물질 비가 바람직하게는 1:9 내지 9:1임을 특징으로 하
는 약제학적 제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트라마돌 또는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이의 염이 활성 화합물 용액, 적합한 용매 또는 적합한 결합
제 용액과 함께 분말 형태로 출발 물질에 적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제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매가 C1-C6 저급 알콜, 알콜/물 혼합물 또는 아세톤임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제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다양한 정도로 에틸화되고 쇄 길이가 다양한 에틸셀룰로스, 쉘락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 결합제로
서 사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제형.

청구항 9.

제6항 내지 제8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트라마돌 또는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이의 염이 에탄올/물 혼합물 중
의 에틸셀룰로스와 쉘락으로 이루어진 결합제 용액을 사용하여 분말 형태로 출발 물질에 적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제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방출제 및 활탁제가 추가의 보조제로서 함유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제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지연 방출성 펠릿의 입자 직경이 0.4-3.0mm임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제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캡슐 또는 정제 형태인 약제학적 제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지연 방출성 펠릿이 캡슐로부터 분리되고, 별도로 투여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제
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1회(24시간 제제) 또는 2회 반복 투여량(12시간 제제)용 약제학적 제형.

청구항 15.

활성 화합물 또는 활성 화합물의 혼합물을 알콜성, 알콜성/수성 또는 아세톤 용액 또는 결합제 용액을 사용하여 출
발 물질에 적용한 다음, 에틸셀룰로스, 쉘락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용액으로 처리하여 적합한 막을 형성하
고, 수득된 펠릿을 캡슐로 조제하거나 압축하여 정제를 수득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1항에 따르는 다중 단위 제형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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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요약

본 발명은 트라마돌 또는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이의 염으로 피복된 출발 물질로 이루어지고, 하나 이상의 약제학
적으로 허용가능한 지연 방출성 물질로 된 하나 이상의 막층으로 피복된, 동일하거나 상이한 개개의 지연 방출성 펠
릿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다중 단위 제형에 관한 것이다. 다중 단위 제형은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투여할 수 있다.

색인어

트라마돌, 다중 단위 제형, 결합제, 지연 방출성 물질, 방출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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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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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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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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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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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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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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