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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고정 제제에 양성자 펌프 억제제 및 1 종 이상의 프로키네틱제를 포함하고,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장용피층에

의해 보호되는 경구 제약 제형을 제공한다. 고정 제제는 다중층 정제, 캡슐제 또는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 형태이다. 다단

위 제형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새로운 고정 제제는 위식도 역류 질환에 관련된 장애의 치료에 특히 유용하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특히 위 식도 역류에 관련된 질환의 방지 및 치료를 위한 새로운 경구 제약 제제에 관한 것이다. 본 제제는 양

성자 펌프 억제제와 같은 위산 억제제를 1 종 이상의 프로키네틱(prokinetic)제와 함께 새로운 고정 단위 제형, 특히 정제

에 포함한다. 나아가, 본 발명은 그러한 제제의 제조 방법 및 그러한 제제의 의약으로서의 용도, 특히 위 식도 역류 질환 및

기타 위장관 장애의 치료에 있어서의 용도를 언급한다.

배경기술

  위 식도 역류 질환 (GORD)은 위장병학자 및 일반 개업의들이 보는 가장 흔한 질환에 속한다. 산 역류에 의해 발생되는

증상 및 질환 심각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보다 개별화된 치료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GORD의 치료에 효과적인 치료제는

위산 억제제, 예를 들면 H2 수용체 길항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포함하며, 기타 주목되는 제제는 제산제/알긴산염 및 프

로키네틱제이다. 이들 제제는 그의 작용 기전, 안전성 프로필, 약물동력학 및 적응증에 의해 구분할 수 있다.

  제산제 및 알긴산염은 여전히 널리 사용된다. 이것들은 작용 지속 기간이 짧지만, 비싸지 않고 안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들은 GORD의 레이텀(layterm) 증상 해소는 제공하지 않는다.

  H2 수용체 길항제는 GORD에 널리 처방된다. 이들의 높은 가격은 증상 완화와 치유 양면에서 얻어진 임상 결과에 의해

보상되었다. 이러한 장점은 위 산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긴 효과 지속 기간을 제공하는 이들의 작용 양식과 관련되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 예를 들면 오메프라졸은 H2 수용체 길항제의 몫을 빠른 속도로 넘겨받고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 부

분에서 특히 그러하다. 오메프라졸은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에 증상 해소, 치유 및 재발 방지 면에서 H2 수용체 길항제에 비

해 상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세대 프로키네틱제, 예를 들면 베타네콜은 콜린성 수용체를 자극하며, 이세대 프로키네틱제, 예를 들면 돔페리돈 및

메토클로프라미드는 소화관에서 내인성 도파민의 효과를 차단한다. GORD 환자들에게 행한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실험의

결과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었다. 치환 벤즈아미드와 같은 삼세대 프로키네틱제, 예를 들면 시사프라이드 및 모사프라이드

의 작용은 5-HT4 수용체의 자극을 통해 장근 신경총의 뉴런으로부터 아세틸콜린 방출을 돕는 데서 주로 유래하지만, 유

일하게는 아니다. GORD 또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에서 경구 투여된 벤즈아미드, 예를 들면 시사프라이드의 효능이

연구 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위식도 증상의 완화 및 저급 식도염 (비원주상 미란) 치유에 있어서 월등한 효과가 밝혀

졌다.

  심한 증상, 심한 점막 손상 또는 두 가지 모두가 있는 환자는 위산 분비의 충분하고 장기간에 걸친 제어를 위해 거의 항상

양성자 펌프 억제제로 치료된다. 경미한 증상과 제한된 점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H2-수용체 길항제, 프로키네틱제 또는 양

성자 펌프 억제제에 가장 잘 반응한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최대 복용을 별도로 하고는, 프로키네틱제 및 위산 저하 화합물의 병용 요법은 합리적이며, 단일

요법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프라이드 및 라니티딘의 투여는 식도의 산(들)에 대한 노출을 더욱 낮추는 것

으로 밝혀졌다 (Inauen W. et al., Gut 1993; 34: 1025-1031). 이러한 요법은 치유 속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de Boer WA. et al., Aliment Pharmacol. Ther. 1994; 8:147-157). 국제 특허 공개 제95/01803호에는 위장관 장애의

치료에 있어서 파미티딘, 시사프라이드 및 임의로 시메티콘으로 된 제약 조성물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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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성 증상 및 식도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 요법이 종종 필요하다. 최근 산 억제 의약과 프로키네틱제 (시사프라이드)

를 합친 병용 요법 역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비네리(Vyneri) 등 (N. Engl. J. Med. 1995; 333:1106-

1110)은 오메프라졸을 단독으로 또는 시사프라이드와 병용하는 것이 라니티딘 단독 또는 시사프라이드 단독보다 더 효과

적이며, 시사프라이드와 병용한 오메프라졸이 라니티딘 플러스 시사프라이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

한 병용 요법은 주된 증상이 토출인 환자, 증상이 주로 밤에 나타나는 환자, 후방 후두염, 천식, 만성 기관지염 또는 반복적

흡인과 같은 호흡기 문제가 있는 환자, 역류 질환과 관련된 기침 및 목쉼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산 억제제 및 프로키네틱제를 포함하는 병용 요법은 매력적이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이다. 산 억제제 플러스 프로키네틱

제는 개별적으로 실패한 경우에 이들 각각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법에서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물 정제/환제의 많은 수 때문에 이러한 치료의 복용 준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약물 치료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데에는

환자의 복용 준수가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둘, 셋 또는 더 많은 여러 가지 정제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간편하지도, 최적의 결과를 얻는 데 만족스럽지도 않다. 본 발명은 이제 하나의 고정 단위 제형, 바람직하게는 정제에 합쳐

진 둘 이상의 상이한 활성 성분을 포함하는 새로운 경구 제형을 제공한다.

  위산 억제제의 일부, 예를 들면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산 반응성 및 중성 매질에서 잘 분해/변환될 수 있다는 것이 잘 알

려져 있다. 안정성과 관련하여, 활성 물질 중의 하나인 산 민감성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산성인 위액과 접촉하는 것을 장용

피층에 의해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선행기술에서 여러 가지 장용피층을 가진 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제가 기술되

었는데, 예를 들면, 오메프라졸을 포함하는 제제를 기술한 미국 특허 제4,786,505호 (AB Haessle)를 참조한다.

  상당히 다량의 활성 성분을 포함하는 고정 단위 제형을 생산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 동일한 제제에 물성이 다른 상

이한 활성 물질들이 있는 것은 또다른 문제점을 일으킨다.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의 제조는 산 민감성 양성자 펌프 억제제

를 활성 물질로 함유하는, 장용피를 입힌 펠렛을 정제로 압축시킬 때 특수한 문제를 야기한다. 장용피층이 펠렛이 정제로

되는 압축력을 견디지 못하면, 민감성 활성 물질은 스며드는 산성 위액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즉, 펠렛의 장용피층의 내산

성이 압축 후의 정제에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경구용 고정 단위 제형, 즉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 다층 정제 또는 2 종 이상의 제약 활성 화합물로 충전된 캡

슐제를 제공한다. 이 제형에 존재하는 활성 화합물은 바람직하게는, 장용피층에 의해 보호되는 산 민감성 양성자 펌프 억

제제 및 1 종 이상의 프로키네틱제이다. 이들 새로운 제형은 처방을 단순화시키고, 환자의 복용 준수를 향상시킬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한 목표는 개별적으로 장용피층을 입힌 단위 형태의 산 민감성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분말 또는 과립 형태의 1

종 이상의 프로키네틱제와 함께 포함하는, 정제로 압축된, 경구용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 개별 단위를 피복시킨 장용피층(들)은 단위들을 정제로 압축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장용피층을 입힌 단위들의 내산

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성질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의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은 장기간의 보관시에 활성

물질의 양호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 새로운 고정 제형은 바람직하게는 산 민감성인 활성 물질 중의 하나의 장용피층을 입힌 단위 및 나머지 활성 물질의

과립, 즉, 도 1에 도시된 것과 같은 제조된 프로키네틱제 과립을 포함하는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 형태이다.

  장용피층을 입힌 단위 형태의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또한 제약상 허용되는 부형제와 혼합하고, 정제로 압축시킨 다음,

그것을 프로키네틱 물질을 함유하는 수성 현탁액으로 필름코팅할 수 있다 (도 4 참조).

  본 발명의 다른 목표는 정제 코어에 있는, 정제 부형제와 혼합된 양성자 펌프 억제제, 및 이 정제 코어를 둘러싼 별도의

층-이 층은 정제 코어 상에 압축코팅된 1 종 이상의 프로키네틱제(들)을 포함함-을 포함하는 정제 제제를 제공하는 것이

다. 프로키네틱제로 된 둘러싸는 층을 도포하기 전에 정제 코어를 장용피층으로 도포한다. 또한, 임의로 장용피층에 앞서

정제에 분리층을 도포한다 (도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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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법으로, 제조된 정제는 별도의 층으로 구획되고, 각각의 층은 상이한 활성 물질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한 층은 제

약상 허용되는 부형제와 혼합된,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 형태의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포함하고, 다른 층(들)은 제약상 허용

되는 부형제와 혼합된 프로키네틱제(들)을 포함한다 (도 2 참조).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분할할 수 있고 취급하기 쉬운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단위 정제

로 된 제형은 수성 액체에 분산시킬 수 있으며, 삼키는 데 장애가 있는 환자 및 소아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적절한

크기의 분산된 단위/펠렛의 현탁액은 경구 투여 및 코-위장 관을 통한 공급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제조된 과립 또는 펠렛 형태의 1 종 이상의 프로키네틱제와 혼합된,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 형태의 양성

자 펌프 억제제를 포함하는 캡슐 제제를 제공한다. 이 새로운 고정 단위 제형은 활성 물질로서 1 종의 위산 억제제, 예를 들

면 산 민감성 양성자 펌프 억제제, 및 1 종 이상의 프로키네틱제를 포함한다. 제형에 사용된 상이한 치료적 활성 성분을 하

기에 정의한다.

  제제의 프로키네틱 부분을 순간 방출, 서방성 또는 지속 방출 제제 형태로 제제화할 수 있다. 별법으로, 제제의 모든 성분

을 발포 제제로 제제화할 수 있다.

  활성 물질

  위산 억제제는 바람직하게는 산 민감성 양성자 펌프 억제제이다. 이러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예를 들면 하기 화학식

Ⅰ의 화합물이다:

  

화학식 I

  식 중,

  Het1은

  

  Het2는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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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벤즈이미다졸 잔기 안에 있는 N은 R6-R9로 치환된 탄소 원자 중의 하나가 임의로 치환체가 전혀 없는 질소 원자로 대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R1, R2 및 R3은 동일 또는 상이하며, 수소, 알킬, 임의로 플루오르로 치환된 알콕시, 알킬티오, 알콕시알콕시, 디알킬아

미노, 피페리디노, 모르폴리노, 할로겐, 페닐 및 페닐알콕시로부터 선택되고,

  R4 및 R5는 동일 또는 상이하며, 수소, 알킬 및 아르알킬로부터 선택되고,

  R6'는 수소, 할로겐, 트리플루오로메틸, 알킬 및 알콕시이고,

  R6-R9는 동일 또는 상이하고, 수소, 알킬, 알콕시, 할로겐, 할로알콕시, 알킬카르보닐, 알콕시카르보닐, 옥사졸릴, 트리

플루오로알킬로부터 선택되거나, 또는 인접한 R6-R9 기들은 더 치환될 수 있는 고리 구조를 형성하고,

  R10은 수소이거나, 또는 R3과 함께 알킬렌 사슬을 형성하고,

  R11 및 R12는 동일 또는 상이하며, 수소, 할로겐 또는 알킬로부터 선택되며, 알킬기, 알콕시기 및 이들의 잔기는 직쇄 또

는 분지쇄 C1-C9-사슬이거나, 또는 시클로알킬알킬과 같은 시클릭 알킬기를 포함할 수 있다.

  화학식 Ⅰ에 따른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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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제형에 사용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중성 형태, 또는 알칼리성염, 예를 들면 Mg2+, Ca2+, Na+, K+ 또는

Li+염, 바람직하게는 Mg2+염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위에 열거한 화합물들을 라세미 형

태, 또는 실질적으로 순수한 에난티오머 또는 단일 에난티오머의 알칼리성염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적절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예를 들면, EP-A1-0005129, EP-A1-174 726, EP-A1-166 287, GB 2 163 747 및 국

제 특허 공개 제90/06925호, 동 제91/19711호, 동 제91/19712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또한, 특별히 적절한 화합물이 국제

특허 공개 제95/01977호 및 동 제94/27988호에 기재되어 있다.

  위산 억제제는 바람직하게는 산 민감성 양성자 펌프 억제제이지만, H2 수용체 길항제인 라니티딘, 시메티딘 또는 파모티

딘과 같은 다른 위산 억제제를 본 발명에 따른 제약 조성물에서 프로키네틱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프로키네틱 화합물을 본 발명에 따른 고정 단위 제형에서 적절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

다. 이러한 프로키네틱제에는 예를 들면 시사프라이드, 모사프라이드, 메토클로프라미드 및 돔페리돈이 포함된다. 활성 프

로키네틱제는 표준 형태일 수 있거나, 또는 염, 수화물, 에스테르 등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상기한 약물 두 가지 이상의 조

합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고정 제형에 바람직한 프로키네틱제는 모사프라이드 또는 시사프라이드이다. 그러한 적절한

프로키네틱제는 EP 0 243 959 및 EP 0 076 530에 기재되어 있다.

  라세미체, 알칼리성염 또는 단일 에난티오머 중 하나의 형태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프로키네틱 화합물과 혼합하여 포

함하는 바람직한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은 다음 방식으로 설명된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 및 임의로 알칼리성 반응 물질을

함유하는, 개별적으로 장용피층을 입힌 단위 (작은 비이드, 과립 또는 펠렛)를 프로키네틱 화합물 및 통상적인 정제 부형제

와 혼합한다. 프로키네틱 화합물 및 정제 부형제를 건식 혼합 또는 습식 혼합하여 과립으로 한다. 장용피층을 입힌 단위들,

프로키네틱제(들) 및 임의로 부형제의 혼합물을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으로 압축시킨다. "개별 단위"라는 표현은 작은 비

이드, 과립 또는 펠렛을 의미하며, 하기에서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 펠렛으로 지칭된다.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을 제제화하기 위한 압축 공정 (압축)은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의 내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서

는 안 된다. 즉, 장용피층(들)의 두께뿐만 아니라 가요성 및 경도와 같은 기계적 성질은 펠렛에서 정제로의 압축시에 내산

성이 10% 넘게 감소하지 않아서 미국 약전의 장용피 제품에 대한 요건이 준수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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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산성은 노출되지 않은 정제 및 펠렛에 대한, 자극된 위액 USP 또는 0.1 M HCl(수용액)에 노출된 후의 정제 또는 펠렛

중의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양으로 정의된다. 시험은 다음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개별 정제 또는 펠렛을 37℃의 자극된 위

액에 노출시킨다. 정제는 신속하게 붕해되어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을 매질로 방출한다. 2 시간 후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을

회수하고,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를 사용하여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함량을 분석한다.

  본 발명의 고정 단위 제형에 사용되는 또다른 특수한 성분들을 하기에서 정의한다.

  코어 재료-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포함하는,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용

  개별적으로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을 위한 코어 재료는 여러 가지 원칙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알칼리성 물질과

혼합된 양성자 펌프 억제제로 피복된 시드(seed)를 추가 가공을 위한 코어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층으로 피복된 시드는 여러 가지 산화물, 셀룰로오스, 유기 중합체 및 기타 재료를 단독 또는 혼합물

로 포함하는 수불용성 시드일 수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무기염, 당, 비-파레일(pareils) 및 기타 재료를 단독 또는 혼합물

로 포함하는 수용성 시드일 수 있다. 또한, 시드는 결정, 응집체, 압축물 등의 형태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포함할 수 있다.

시드의 크기는 본 발명에 주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0.1 내지 2 mm에서 변할 수 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층으로 피복된

시드는 과립화 또는 분무 코팅 적층 장치 등을 사용하여 분말 또는 용액/현탁액 적층에 의해 제조된다.

  시드을 피복하기 전에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또다른 성분들과 혼합할 수 있다. 이러한 성분은 결합제, 계면활성제, 충전

제, 붕해제, 알칼리성 첨가제 등 및(또는) 제약상 허용되는 성분 단독 또는 혼합물일 수 있다. 결합제는 예를 들면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HPMC),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HPC),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폴리비닐 피롤리돈

(PVP)과 같은 중합체, 당, 전분 또는 기타 결합 성질을 가진 제약상 허용되는 물질이다. 적절한 계면활성제는 제약상 허용

되는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또는 나트륨 라우릴 술페이트와 같은 이온성 계면활성제 군에서 발견된다.

  별법으로, 임의로 알칼리성 물질과 혼합되고 추가로 적절한 구성 성분과 혼합된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코어 재료로 조성

할 수 있다. 상기 코어 재료는 통상적인 가공 장치를 이용하여 압출/구형화, 볼링(balling) 또는 압축에 의해 제조할 수 있

다. 제조된 코어 재료의 크기는 대략 0.1 내지 4 mm이고,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2 mm이다. 제조된 코어 재료를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포함하는 부가적인 성분으로 피복하고(하거나), 후속 가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취급, 가공 성질 및 최종 혼합물 중의 적절한 물질 농도를 얻기 위해,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제약 성분과 혼합할

수 있다. 제약 성분들은 충전제, 결합제, 윤활제, 붕해제, 계면활성제 및 기타 제약상 허용되는 첨가제와 같은 것이다.

  또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알칼리성의 제약상 허용되는 물질 (또는 물질들)과 혼합할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은 인산, 탄

산, 시트르산 또는 기타 적절한 무기 또는 유기 약산의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염, 수산화알루미늄/중탄

산나트륨 공침물, 수산화-알루미늄, -칼슘 및 -마그네슘과 같이 제산제 제제에 통상 사용되는 물질,

Al2O3·6MgO·CO2·12H2O, (Mg6Al2(OH)16CO3·4H2O), MgO·Al2O3·2SiO2·nH2O 또는 비슷한 화합물과 같은 산화마그네

슘 또는 복합 물질, 트리히드록시메틸-아미노메탄, 염기성 아미노산 및 그의 염, 또는 기타 유사한, 제약상 허용되는 pH-

완충 물질과 같은 유기 pH-완충 물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여기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별법으로, 상기한 코어 재료를 분무 건조 또는 분무 응결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장용피층(들)

  개별 펠렛 또는 정제 형태인 코어 재료 상에 장용피층(들)을 도포하기 전에, 펠렛 또는 정제를 임의로 pH-완충 화합물과

같은 알칼리성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약 부형제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분리층(들)로 피복할 수 있다. 이러한 분리층(들)

은 코어 재료를 장용피층(들)인 외층들로부터 분리시킨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로 된 코어 재료를 보호하는 분리층(들)은

수용성이거나 또는 물에서 신속히 붕해되는 것이어야 한다.

  분리층(들)은 코팅 팬, 코팅 과립화기와 같은 적절한 장치에서, 또는 물 및(또는) 유기 용매를 코팅 공정에 사용하는 유동

화 베드 장치에서 코팅 또는 적층 공정에 의해 코어 재료에 도포할 수 있다. 한 대안으로서, 분말 코팅 기술을 사용하여 분

리층(들)을 코어 재료에 도포할 수 있다. 분리층을 위한 재료는 단독 또는 혼합물로 사용되는, 당,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

비닐피롤리돈, 폴리비닐 알코올,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메틸셀룰로오스, 에틸셀룰로오스,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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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등과 같은 제약상 허용되는 화합물들이다. 가소제, 착색

제, 안료, 충전제, 항점성 및 항정전기제, 예를 들면 스테아르산마그네슘, 이산화티탄, 활석 및 기타 첨가제와 같은 첨가제

를 또한 분리층(들)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임의의 분리층이 코어 재료에 도포되는 경우, 다양한 두께를 이룰 수 있다. 분리층(들)의 최대 두께는 통상 가공 조건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분리층은 확산 장벽 역할을 할 수 있고, pH 완충 지대로 작용할 수 있다. 분리층(들)의 pH 완충 성질은

예를 들면 산화-, 수산화- 또는 탄산-마그네슘, 수산화-, 탄산- 또는 규산-알루미늄 또는 칼슘; 예를 들면

Al2O3·6MgO·CO2·12H2O, (Mg6Al2(OH)16CO3·4H2O), MgO·Al2O3·2SiO2·nH2O와 같은 복합 알루미늄/마그네슘 화합물,

수산화 알루미늄/중탄산 나트륨 공침물 또는 유사한 화합물; 예를 들면 인산, 탄산, 시트르산 또는 기타 적절한 무기 또는

유기 약산의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염과 같은 기타 제약상 허용되는 pH 완충 화합물; 또는 염기성 아미

노산 및 그의 염을 포함한 적절한 유기 염기와 같이 제산제 제제에 통상 사용되는 화합물 군에서 선택된 물질을 이 층(들)

에 도입함으로써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활석 또는 기타 화합물을 첨가하여 층(들)의 두께를 증가시킴으로써 확산 장벽을 강

화할 수 있다. 임의로 도포된 분리층(들)은 본 발명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리층(들)은 활성 물질의 화학적 안

정성 및(또는) 이 새로운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의 물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별법으로, 코어 재료에 도포된 장용피 중합체 층과 코어 재료 중의 알칼리성 반응 화합물 사이의 반응에 의해 분리층이

제자리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분리층은 장용피층 중합체(들)과 염을 형성할 수 있는 알칼리성 반응 물질 사

이에서 형성된 염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장용피층을 코어 재료 상에, 또는 분리층(들)로 피복된 코어 재료 상에 적절한 코팅 기술을 사용하여 도포한

다. 장용피층 재료는 물 또는 적절한 유기 용매에 분산 또는 용해시킬 수 있다. 장용피층 중합체로는 예를 들면 메타크릴산

공중합체,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프탈레이트,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프탈레이트,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

오스 아세테이트 숙시네이트,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프탈레이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트리멜리테이트, 카르복시메틸에

틸셀룰로오스, 쉘락 또는 기타 적절한 장용피 중합체(들) 중에서 1 종 이상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장용피층은 장용피층의 가요성 및 경도와 같은 목적하는 기계적 성질을 얻기 위해 제약상 허용되는 가소제를 함유할 수

있다. 이러한 가소제는 예를 들면 트리아세틴, 시트르산 에스테르, 프탈산 에스테르, 디부틸 세바케이트, 세틸 알코올, 폴

리에틸렌 글리콜, 폴리소르베이트 또는 기타 가소제이지만,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선택된 장용피층 중합체(들), 선택된 가소제(들) 및 상기 중합체(들)의 적용량과 관련하여, 가소제의 양은 장용피층(들)

의 기계적 성질, 즉, 가요성 및 예를 들면 비커스(Vickers) 경도로 예시되는 경도를 조절하여 장용피층(들)로 덮힌 펠렛의

내산성이 펠렛을 정제로 압축할 때 현저히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각 장용피층 조성에 있어서 최적화된다. 가소제

의 양은 대개 장용피층 중합체(들)의 10 중량%를 넘으며,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50 중량%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20 내

지 50 중량%이다. 분산제, 착색제, 안료 중합체, 예를 들면 폴리(에틸아크릴레이트,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항점성 및 소포

제와 같은 첨가제를 또한 장용피층(들)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른 화합물을 가하여 필름 두께를 증가시키고, 산성 위액의

산 민감성 재료 내로의 확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산 민감성 물질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보호하고 본 발명에 따른 제형의 허용가능한 내산성을 얻기 위해, 장용피층(들)

은 대략 10 ㎛ 이상, 바람직하게는 20 ㎛가 넘는 두께를 이룬다. 도포된 장용피의 최대 두께는 통상적으로 가공 조건 및 목

적하는 용해 프로필에 의해 제한된다.

  별법으로, 상기한 장용피층을 산 민감성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포함하는 종래의 정제의 장용피에 사용할 수 있다. 그 후,

상기 장용피층을 입힌 정제를 프로키네틱 화합물을 포함하는 과립과 압축코팅시킨다.

  오버코팅층

  장용피층(들)로 피복된 펠렛을 하나 이상의 오버코팅층(들)로 더 덮을 수 있다. 오버코팅층(들)은 수용성이거나 또는 물

에서 신속히 붕해되는 것이어야 한다. 오버코팅층(들)은 코팅 팬, 코팅 과립화기와 같은 적절한 장치에서, 또는 물 및(또는)

유기 용매를 코팅 또는 적층 공정에 사용하는 유동화 베드 장치에서 코팅 또는 적층 공정에 의해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에

도포할 수 있다. 오버코팅층을 위한 재료는 단독 또는 혼합물로 사용되는, 당,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비닐피롤리돈, 폴리

비닐 알코올,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메틸셀룰로오스, 에틸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 메틸

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등과 같은 제약상 허용되는 화합물들 중에서 선택된다. 가소제, 착색제, 안

료, 충전제, 항점성 및 항정전기제와 같은 첨가제, 예를 들면 스테아르산마그네슘, 이산화티탄, 활석 및 기타 첨가제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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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버코팅층(들)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상기 오버코팅층은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의 응집 가능성을 더욱 방지하고, 장용피

층이 압축 과정에서 균열되는 것을 방지하며, 타정 공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포된 오버코팅층(들)의 최대 두께는 통상적

으로 가공 조건 및 목적하는 용해 프로필에 의해 제한된다.

  상기한 오버코팅층은 또한 외관이 양호한 정제를 얻기 위해 정제 필름코트로 사용될 수 있다.

  프로키네틱 제제

  1 종 이상의 프로키네틱 화합물(들) 형태인 활성 물질(들)을 불활성 부형제와 건식 혼합하고, 과립화액을 써서 혼합물을

습윤괴로 만든다. 습윤괴를 바람직하게는 건조시 3 중량% 미만이 손실될 정도로 건조시킨다. 그 후, 건식괴를 과립에 적당

한 크기, 예를 들면 4 mm 미만, 바람직하게는 1 mm 미만으로 분쇄한다. 프로키네틱 혼합물에 적절한 불활성 부형제는 예

를 들면 락토오스, 옥수수 전분, 저치환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나트륨 전분 글리콜레이트

및 가교결합 폴리비닐 피롤리돈이다. 프로키네틱 화합물을 포함하는 건식 혼합물을 예를 들면, 정제수 또는 알코올 또는

이들의 혼합물에 용해시킨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또는 폴리비닐 피롤리돈을 포함하는 적절한 과립화액과 습식 혼합

한다. 별법으로, 프로키네틱제(들)을 상기한 제약상 허용되는 부형제와 건식 혼합한다.

  또다른 대안으로서, 프로키네틱제(들)을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 상에 별도의 층으로 도포하거나,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포함하는 정제를 둘러싸게 할 수 있다. 정제 상에 현탁 적층시키기 위해 프로키네틱제(들)을 임의로 결합제를 포함하는 수

용액에 분산 또는 용해시킨다.

  다단위 정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포함하는,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을 프로키네틱 화합물 및 충전제, 결합제, 붕해제, 윤활제 및 기타

제약상 허용되는 첨가제와 같은 정제 부형제를 포함하는 과립과 혼합한다. 이 혼합물을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으로 압축시

킨다. 매끄러운 정제 표면을 얻고 포장 및 운송시 정제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압축된 정제를 임의로 필름형성제

(들)로 피복한다. 이러한 코팅층은 외관이 양호한 정제를 얻기 위해 항점성제, 착색제 및 안료와 같은 첨가제 또는 기타 첨

가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별법으로, 장용피를 입힌 펠렛을 프로키네틱 화합물 및 상기한 제약상 허용되는 정제 부형제와 건식 혼합한 다음, 정제

로 압축시킨다 (직접 압축).

  타정 공정에 적절한 윤활제는 예를 들면 나트륨 스테아릴 푸마레이트,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및 활석이다.

  또한, 상이한 활성 물질을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포함하는 층이 제조된 프로키네틱 과립으로 도포된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의 형태인 상이한 층으로 제형화할 수 있다. 두 층을 항점성층에 의해 분리할 수 있다.

  또다른 대안으로서,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불활성 부형제와 건식 혼합하고, 장용피로 코팅 피복한 통상의 정제로 압축시

키고, 임의로 장용피 이전에 분리층을 도포한다. 그 후, 장용피 정제를 프로키네틱 제제와 압축코팅시킨다. 정제 코어를 또

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포함하는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으로 제형화하고, 정제를 프로키네틱제(들)을 포함하는 현탁액으

로 분무 코팅 피복한다.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의 분획은 총 정제 중량의 75% 미만이며, 바람직하게는 60% 미만이다. 프로키네틱제를 포함하는

과립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에서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의 분획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에서 작은 장용피층 펠렛을 선택함으로써 각 정제 중의 펠렛의 수를 높게 유지할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투약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정제를 분할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다단위 정제 제제는 제조된 프로키네틱 혼합물 및 임의로 정제 부형제와 함께 정제로 압축된, 임의로

알칼리성 반응 화합물(들)과 혼합된 양성자 펌프 억제제 형태의 한 활성 물질을 함유하는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으로 이루

어진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에 알칼리성 반응 물질을 가하는 것은 필수적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물질이 양

성자 펌프 억제제의 안정성을 더욱 향상시키거나, 또는 알칼리성 반응 화합물의 일부가 장용피 재료와 제자리 반응하여 분

리층을 형성할 수 있다. 장용피층(들)은 제형의 펠렛이 산성 매질에서는 불용성이지만,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용해가 요구

되는 소장의 근위부에 존재하는 액체 등과 같은 중성 부근 내지 알칼리성 매질에서는 붕해/용해되게 한다. 프로키네틱제

(들)은 위에서 방출될 수 있다.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을 정제로 제형화하기 전에 오버코팅층으로 더 덮을 수 있고, 또한, 이

들은 임의로 알칼리성 물질(들)을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분리층(들)을 함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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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제형의 제조 방법은 본 발명의 또다른 측면을 나타낸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시드 상에 분무 코팅 또는 적층시키거나,

또는 압출/구형화 또는 과립화(예, 균질한 펠렛의 로터 과립화)에 의해 펠렛을 제조한 후에, 펠렛을 먼저 임의로 분리층

(들)로, 그 다음에 장용피층(들)로 피복하거나, 또는 알칼리성 코어 재료와 장용피층 재료 사이에서 분리층이 자발적으로

제자리 형성된다. 코팅은 위 내용과 첨부된 실시예에 설명한 대로 수행한다. 프로키네틱 혼합물의 제조 역시 위 내용 및 실

시예에서 설명하였다. 제약 공정은 바람직하게는 완전히 수계일 수 있다.

  오버코트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는,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을 제조된 프로키네틱 혼합물, 임의로 정제 부형제 및 기타 제

약상 허용되는 첨가제와 혼합하고, 정제로 압축시킨다. 별법으로,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을 정제 부형제와 잘 혼합하고, 예

비압축시킨 후, 제조된 프로키네틱 혼합물을 적층시키고, 최종적으로 정제로 압축시킬 수 있다. 또다른 대안으로서, 활성

물질 형태의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정제 부형제와 혼합하고, 임의로 분리층이 피복된 정제로 압축시키며, 그 후에 장용피

를 입힐 수 있다. 이어서, 상기 정제를 제조된 프로키네틱 혼합물과 압축코팅시킨다. 별법으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다단

위 정제로 된 제형을 상기 설명한 것처럼 제조한다. 다단위 제형에 프로키네틱제(들)을 포함하는 수성 현탁액을 분무코팅

피복시킨다. 이 현탁액은 임의로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와 같은 결합제 및 결합제를 용해시키는 알코올을 포함할

수 있다.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 형태의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또한 임의로 제약 부형제와 혼합된 과립 형태의 프로키네틱

물질과 함께 캡슐에 충전시킬 수 있다.

  제제의 용도

  본 발명에 따른 제형은 위식도 역류 질환 및 기타 위장관 장애의 치료에 특히 유익하다. 이 제형은 일일 1회 내지 수회,

바람직하게는 일일 1회 내지 2회 투여된다. 활성 물질의 전형적인 일일 투여량은 변할 수 있으며, 환자의 개별적인 요건,

투여 방식 및 질환과 같은 각종 요소에 의존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 제형은 0.1-200 mg의 양성자 펌프 억제제 및 0.1-

100 mg의 프로키네틱 화합물을 포함할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각 제형은 각각 10-80 mg의 양성자 펌프 억제제 및 3-80

mg의 프로키네틱 화합물을, 더욱 바람직하게는 10-40 mg의 양성자 펌프 억제제 및 15-40 mg의 프로키네틱 화합물을

포함할 것이다.

  다단위 정제 제제는 또한 경구 투여되거나 코-위장 관을 통해 공급되기 전에 pH값이 약산성인 수성 액체에 분산시키기

에도 적절하다.

  본 발명을 이하 실시예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장용피를 입힌 펠렛 (1) 형태의 산 민감성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프로키네틱제 및 제약상 허용되는 부형제 (2)와

혼합하여 포함하는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의 단면을 도시한 것이다. 정제는 필름코팅층, 즉 정제 코트(7)로 피복되어 있다.

  도 2는 두 개의 개별층-그 중 하나는 부형제 (3)과 혼합된,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 (1)을 포함하고, 나머지 층은 제약상 허

용되는 부형제 (2)와 혼합된 프로키네틱제를 포함함-을 가진 정제의 단면을 도시한 것이다. 정제는 필름코팅층 (7)로 피복

되어 있다.

  도 3은 장용피층 (8)로 둘러싸인 정제 코어 (5)에 있는, 제약상 허용되는 부형제와 혼합된 양성자 펌프 억제제 및 그 위

에 제약상 허용되는 부형제 (6)과 혼합된 프로키네틱제(들)의 층을 포함하는 장용피층을 입힌 정제의 단면을 도시한 것이

다. 정제는 필름코팅층 (7)로 피복되어 있다.

  도 4는 부형제 (3)과 혼합된 장용피를 입힌 펠렛 (1) 형태의 산 민감성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포함하는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 및 이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 상의, 제약상 허용되는 부형제 (6)과 혼합된 프로키네틱제(들)을 포함하는 층의 단면을

도시한 것이다. 정제는 필름코팅층 (7)로 피복되어 있다.

실시예

  실시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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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네슘 오메프라졸 및 모사프라이드를 포함하는 다단위 제형 (배치 크기 500 정)

  코어 재료

  마그네슘 오메프라졸 5 kg

  당 스피어 시드 10 kg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0.75 kg

  정제수 20.7 kg

  분리층

  코어 재료 (상기에 의거) 10.2 kg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1.02 kg

  활석 1.75 kg

  스테아르산마그네슘 0.146 kg

  정제수 21.4 kg

  장용피층

  분리층으로 피복된 펠렛 (상기에 의거) 11.9 kg

  메타크릴산 공중합체 (30% 현탁액) 19.8 kg

  트리에틸 시트레이트 1.79 kg

  모노- 및 디-글리세라이드 (NF) 0.297 kg

  폴리소르베이트 80 0.03 kg

  정제수 11.64 kg

  오버코팅층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 (상기에 의거) 20 kg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0.238 kg

  스테아르산마그네슘 0.007 kg

  정제수 6.56 kg

  정제

  오메프라졸을 포함하는 제조된 펠렛 (상기에 의거) 41.2 g

  모사프라이드 시트레이트 이수화물 23.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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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138.1 g

  가교결합 폴리비닐 피롤리돈 2.9 g

  나트륨 스테아릴 푸마레이트 0.29 g

  정제 코팅액 (정제 10 kg용)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250 g

  폴리에틸렌 글리콜 6000 62.5 g

  이산화티탄 62.5 g

  정제수 2125 g

  과산화수소 0.75 g

  현탁액 적층은 유동화 베드 장치에서 수행하였다. 마그네슘 오메프라졸을 용해된 결합제를 함유하는 수 현탁액에서 당

스피어 시드 상으로 분무하였다. 당 스피어 시드의 크기는 0.25 내지 0.35 mm 범위였다.

  제조된 코어 재료를 유동화 베드 장치에서 활석 및 스테아르산마그네슘을 함유하는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용액을

사용하여 분리층으로 피복하였다. 메타크릴산 공중합체, 모노- 및 디-글리세라이드, 트리에틸 시트레이트 및 폴리소르베

이트로 구성된 장용피층을 유동화 베드 장치에서 분리층으로 피복된 펠렛 상으로 분무하였다. 유동화 베드 장치에서, 장용

피층을 입힌 펠렛을 스테아르산마그네슘을 함유하는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용액으로 코팅하였다. 오버코팅층을

입힌 펠렛을 체질로 분급하였다.

  오버코팅층이 있는,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 모사프라이드 시트레이트 이수화물,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가교결합 폴리

비닐 피롤리돈 및 나트륨 스테아릴 푸마레이트를 건식 혼합하고, 12 mm 펀치를 갖춘 편심 타정기를 사용하여 정제로 압축

하였다. 각 정제 중의 오메프라졸 양은 대략 10 mg이고, 모사프라이드의 양은 대략 30 mg이었다. 정제 경도는 70-80 N으

로 측정되었다.

  얻어진 정제는 통상적인 정제 필름코팅층으로 피복되어 있다.

  실시예 2

  마그네슘 오메프라졸 및 모사프라이드를 포함하는 다단위 제형(배치 크기 500 정)

  모사프라이드 과립화

  모사프라이드 시트레이트 이수화물 46.8 g

  락토오스 일수화물 350 g

  옥수수 전분 184 g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LF 25 g

  정제수 225 g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L-HPC) 152 g

  스테아르산마그네슘 7.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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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

  오버코팅층이 있는,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 41.2 g

  (제조 및 조성은 실시예 1에서와 같음)

  모사프라이드 과립 190 g

  정제 코팅액 (정제 10 kg용)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250 g

  폴리에틸렌 글리콜 6000 62.5 g

  이산화티탄 62.5 g

  정제수 2125 g

  과산화수소 0.75 g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를 정제수에 용해시켜 과립화액을 형성시켰다. 모사프라이드 시트레이트 이수화물, 락토오

스 일수화물 및 옥수수 전분을 건식 혼합하였다. 과립화액을 분말 혼합물에 가하고, 덩어리를 습식 혼합하였다. 젖은 덩어

리를 증기 오븐에서 건조시키고, 진동 분쇄 장치에서 1 mm 체를 통해 분쇄하였다. 제조된 과립을 저치환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및 스테아르산마그네슘과 혼합하였다.

  오버코트가 있는,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 및 제조된 과립을 혼합하고, 11 mm 펀치를 갖춘 편심 타정기를 사용하여 정제

로 압축하였다. 각 정제 중의 오메프라졸의 양은 대략 10 mg이고, 모사프라이드의 양은 대략 15 mg이었다. 정제 경도는

30-40 N으로 측정되었다.

  얻어진 정제는 통상적인 정제 필름코팅층으로 피복되어 있다.

  실시예 3

  마그네슘 오메프라졸 및 모사프라이드를 포함하는 다단위 제형 (배치 크기 500 정)

  코어 재료

  마그네슘 오메프라졸 10 kg

  당 스피어 시드 10 kg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1.5 kg

  정제수 29.9 kg

  분리층

  코어 재료 (상기에 의거) 20 kg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2 kg

  활석 3.43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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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아르산마그네슘 0.287 kg

  정제수 41 kg

  장용피층

  분리층으로 피복된 펠렛 (상기에 의거) 24.5 kg

  메타크릴산 공중합체 (30% 현탁액) 32.7 kg

  트리에틸 시트레이트 2.94 kg

  모노- 및 디-글리세라이드 (NF) 0.49 kg

  폴리소르베이트 80 0.049 kg

  정제수 19.19 kg

  오버코팅층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 (상기에 의거) 37.8 kg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0.49 kg

  스테아르산마그네슘 0.0245 kg

  정제수 11.6 kg

  정제

  오메프라졸을 포함하는 제조된 펠렛 (상기에 의거) 47.45 g

  모사프라이드 시트레이트 이수화물 23.4 g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163 g

  가교결합 폴리비닐 피롤리돈 3.3 g

  나트륨 스테아릴 푸마레이트 0.3 g

  정제 코팅액 (정제 10 kg용)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250 g

  폴리에틸렌 글리콜 6000 62.5 g

  이산화티탄 62.5 g

  정제수 2125 g

  과산화수소 0.7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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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1에 설명된 대로 제조한, 오버코팅층이 있는,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 모사프라이드 시트레이트 이수화물, 미세결

정성 셀룰로오스, 가교결합 폴리비닐 피롤리돈 및 나트륨 스테아릴 푸마레이트를 건식 혼합하고, 12 mm 펀치를 갖춘 편심

타정기를 사용하여 정제로 압축하였다. 각 정제 중의 오메프라졸 양은 대략 20 mg이고, 모사프라이드의 양은 대략 30 mg

이었다. 정제 경도는 70 N으로 측정되었다.

  정제는 통상적인 정제 필름코팅층으로 피복되어 있다.

  실시예 4

  S-오메프라졸 마그네슘염 및 모사프라이드를 포함하는 다단위 제형 (배치 크기 300 정)

  코어 재료

  S-오메프라졸 마그네슘염 120 g

  당 스피어 시드 150 g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18 g

  폴리소르베이트 80 2.4 g

  정제수 562 g

  분리층

  코어 재료 (상기에 의거) 200 g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30 g

  활석 51.4 g

  스테아르산마그네슘 4.3 g

  정제수 600 g

  장용피층

  분리층으로 피복된 펠렛 (상기에 의거) 250 g

  메타크릴산 공중합체 (30% 현탁액) 333.7 g

  트리에틸 시트레이트 30 g

  모노- 및 디-글리세라이드 (NF) 5 g

  폴리소르베이트 80 0.5 g

  정제수 196 g

  정제

  (s)-오메프라졸 Mg염을 포함하는 제조된 펠렛 (상기에 의거) 38.2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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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사프라이드 시트레이트 이수화물 14 g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98.3 g

  가교결합 폴리비닐 피롤리돈 2.1 g

  나트륨 스테아릴 푸마레이트 0.2 g

  정제 코팅액 (정제 10 kg용)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250 g

  폴리에틸렌 글리콜 6000 62.5 g

  이산화티탄 62.5 g

  정제수 2125 g

  과산화수소 0.75 g

  현탁액 적층은 유동화 베드 장치에서 수행하였다. S-오메프라졸 마그네슘염을 용해된 결합제와 폴리소르베이트 80을

함유하는 수 현탁액에서 당 스피어 시드 상으로 분무하였다. 당 스피어 시드의 크기는 0.25 내지 0.3 mm 범위였다.

  제조된 코어 재료를, 유동화 베드 장치에서 활석 및 스테아르산마그네슘을 함유하는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용액을

사용하여 분리층으로 피복하였다. 메타크릴산 공중합체, 모노- 및 디-글리세라이드, 트리에틸 시트레이트 및 폴리소르베

이트로 구성된 장용피층을 유동화 베드 장치에서 분리층으로 피복된 펠렛 상으로 분무하였다.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을 체

질로 분급하였다.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 모사프라이드 시트레이트 이수화물,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가교결합 폴리비닐 피롤리돈 및 나

트륨 스테아릴 푸마레이트를 혼합하고, 12 mm 펀치를 갖춘 편심 타정기를 사용하여 정제로 압축하였다. 각 정제 중의 S-

오메프라졸 양은 대략 20 mg이고, 모사프라이드의 양은 대략 30 mg이었다. 정제 경도는 65 N으로 측정되었다.

  정제는 통상적인 정제 필름코팅층으로 피복되어 있다.

  

표 I.

 "내산성" 즉, 0.1N HCl에 2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남아 있는 %

  정제

 실시예 1  97%

 실시예 2  90%

 실시예 3  102%

 실시예 4  104%

  실시예 5

  란소프라졸 및 모사프라이드를 포함하는 다단위 제형 (배치 크기 500 정)

  코어 재료

  란소프라졸 400 g

  당 스피어 시드 4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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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80 g

  나트륨 라우릴 술페이트 3 g

  정제수 1500 g

  분리층

  코어 재료 (상기에 의거) 400 g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40 g

  활석 69 g

  스테아르산마그네슘 6 g

  정제수 800 g

  장용피층

  분리층으로 피복된 펠렛 (상기에 의거) 400 g

  메타크릴산 공중합체 (30% 현탁액) 667 g

  트리에틸 시트레이트 60 g

  모노- 및 디-글리세라이드 (NF) 10 g

  폴리소르베이트 80 1 g

  정제수 420 g

  정제

  란소프라졸을 포함하는 제조된 펠렛 (상기에 의거) 47 g

  모사프라이드 시트레이트 이수화물 46.8 g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261 g

  가교결합 폴리비닐 피롤리돈 5 g

  나트륨 스테아릴 푸마레이트 0.5 g

  정제 코팅액 (정제 10 kg용)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250 g

  폴리에틸렌 글리콜 6000 62.5 g

  이산화티탄 62.5 g

  정제수 212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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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산화수소 0.75 g

  현탁액 적층은 유동화 베드 장치에서 수행하였다. 란소프라졸을 수용액에 용해된 결합제를 함유하는 현탁액에서 당 스

피어 시드 상으로 분무하였다. 분리층 및 장용피층으로 피복된 펠렛은 실시예 1에서와 같이 제조하였다.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 모사프라이드 시트레이트 이수화물,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가교결합 폴리비닐 피롤리돈 및 나

트륨 스테아릴 푸마레이트를 건식 혼합하고, 10 mm 펀치를 갖춘 편심 타정기를 사용하여 정제로 압축하였다. 각 정제 중

의 란소프라졸 양은 대략 10 mg이고, 모사프라이드의 양은 대략 30 mg이었다. 정제 경도는 70 N으로 측정되었다.

  정제는 통상적인 정제 필름코팅층으로 피복되어 있다.

  실시예 6

  마그네슘 오메프라졸 및 모사프라이드 압축코팅 정제 (배치 크기 10,000 정)

  오메프라졸 정제

  Mg-오메프라졸 112.5 g

  만니톨 287 g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94 g

  나트륨 전분 글리콜레이트 30 g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30 g

  활석 25 g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31 g

  나트륨 스테아릴 푸마레이트 12.5 g

  정제수 200 g

  분리층용 용액 (정제 10 kg용)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300 g

  과산화수소 (30%) 0.003 g

  정제수 2700 g

  장용피층용 용액 (정제 10 kg용)

  메타크릴산 공중합체 분산액 (30%) 2450 g

  폴리에틸렌 글리콜 400 80 g

  칼라 이산화티탄 100 g

  정제수 1960 g

등록특허 10-0486057

- 19 -



  압축코팅 정제

  Mg-오메프라졸 정제 10,000 정

  모사프라이드 과립

  (실시예 2에서와 같은 제조 및 조성) 3800 g

  정제 코팅액 (정제 10 kg용)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250 g

  폴리에틸렌 글리콜 6000 62.5 g

  이산화티탄 62.5 g

  정제수 2125 g

  과산화수소 0.75 g

  마그네슘 오메프라졸, 만니톨,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나트륨 전분 글리콜레이트 및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를

건식 혼합하였다. 이 분말 혼합물을 정제수로 적셨다. 과립을 건조시키고, 적절한 분쇄기에서 1 mm 체를 통해 분쇄하였

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포함하는 제조된 과립을 활석,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및 나트륨 스테아릴 푸마레이트와 혼합하

고, 5 mm 펀치를 갖춘 회전 타정기를 사용하여 정제로 압축하였다.

  얻어진 정제를 분리층 및 장용피층으로 코팅 피복하였다. 다음에는 11 mm 펀치를 갖춘 압축코팅기를 사용하여 상기 정

제를 모사프라이드 과립과 압축코팅하였다.

  정제는 통상적인 정제 필름코팅층으로 피복되어 있다.

  실시예 7

  마그네슘 오메프라졸 및 모사프라이드를 포함하는 캡슐 제제 (배치 크기 100 캡슐)

  캡슐

  오버코팅층이 있는,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 9.49 g

  (실시예 3에서와 같은 제조 및 조성)

  모사프라이드 과립 38 g

  (실시예 2에서와 같은 제조 및 조성)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 및 모사프라이드 과립을 00 크기의 캡슐에 충전시켰다. 각 캡슐 중의 오메프라졸의 양은 대략 20

mg이고, 모사프라이드의 양은 대략 15 mg이었다.

  실시예 8

  모사프라이드를 포함하는 정제 코팅층과 함께 마그네슘 오메프라졸을 포함하는 다단위 제형 (배치 크기 1,000 정)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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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코트가 있는,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 82.4 g

  (실시예 1에서와 같은 제조 및 조성)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179.2 g

  가교결합 폴리비닐 피롤리돈 3.7 g

  나트륨 스테아릴 푸마레이트 0.4 g

  모사프라이드 코팅층 현탁액

  모사프라이드 시트레이트 이수화물 23.4 g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13.4 g

  에탄올 99% 132.5 g

  정제수 132.5 g

  정제 코팅액 (정제 10 kg용)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250 g

  폴리에틸렌 글리콜 6000 62.5 g

  이산화티탄 62.5 g

  정제수 2125 g

  과산화수소 0.75 g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을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폴리비닐 피롤리돈 및 나트륨 스테아릴 푸마레이트와 혼합하고, 9 mm

펀치를 갖춘 편심 타정기를 사용하여 정제로 압축하였다. 그 다음, 유동화 베드 장치에서 모사프라이드를 포함하는 현탁액

을 사용하여 정제를 코팅 피복하였다. 각 정제 중의 오메프라졸 양은 대략 10 mg이고, 모사프라이드의 양은 대략 15 mg이

었다.

  최종적으로 정제를 통상적인 정제 필름코팅층으로 피복시켰다.

  본 발명을 실시하는 최적 양태는 실시예 1 및 4에 기재된 조성에 따르는 것이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포함하는,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은 또한 하기 실시예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제조할 수 있다.

  실시예 9

  압출/구형화에 의한,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의 제조

  코어 재료

  마그네슘 오메프라졸 600 g

  만니톨 10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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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300 g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100 g

  나트륨 라우릴 술페이트 6 g

  정제수 802 g

  분리층

  코어 재료 400 g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48 g

  정제수 960 g

  장용피층

  분리층으로 피복된 펠렛 200 g

  메타크릴산 공중합체 100 g

  트리에틸 시트레이트 30 g

  모노- 및 디-글리세라이드 (NF) 5 g

  폴리소르베이트 80 0.5 g

  정제수 309 g

  나트륨 라우릴 술페이트를 정제수에 용해시켜 과립화액을 형성시켰다. 마그네슘 오메프라졸, 만니톨, 미세결정성 셀룰

로오스 및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를 건식 혼합하였다. 이 분말 혼합물에 과립화액을 가하고, 덩어리를 습식 혼합하였

다.

  젖어있는 덩어리를 크기 0.5 mm의 스크린을 갖춘 압출기에 통과시켰다. 압출물을 구형화 장치 중의 마찰면에서 구형화

하였다. 코어 재료를 유동화 베드 건조기에서 건조시키고, 분급하였다. 제조된 코어 재료를 유동화 베드 장치에서 히드록

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물 용액을 사용하여 분리층으로 피복시켰다.

  모노- 및 디-글리세라이드/폴리소르베이트 분산액을 첨가한 트리에틸 시트레이트로 가소화시킨 메타크릴산 공중합체

의 수분산액으로부터 분리층으로 피복된 펠렛에 장용피층을 도포하였다. 펠렛을 유동화 베드 장치에서 건조시켰다.

  실시예 10

  분말에 의한,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의 제조

  코어 재료

  마그네슘 오메프라졸 1500 g

  당 스피어 시드 1500 g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42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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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실(Aerosil, 등록상표) 8 g

  정제수 4230 g

  분리층

  코어 재료 500 g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40 g

  활석 67 g

  스테아르산마그네슘 6 g

  정제수 800 g

  장용피층

  분리층으로 피복된 펠렛 500 g

  메타크릴산 공중합체 200 g

  트리에틸 시트레이트 60 g

  정제수 392 g

  마그네슘 오메프라졸,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의 일부 및 에어로실 (등록상표)를 건식 혼합하여 분말을 형성시

켰다. 원심 유동화 코팅 과립화기에서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용액 (6 w/w%)을 분무하면서 당 스피어 시드

(0.25-0.40 mm)에 이 분말을 적층시켰다.

  제조된 코어 재료를 건조시키고, 원심 유동화 코팅-과립화기에서 분리층을 피복시켰다. 장용피층 적층에는 유동화 베드

장치를 사용하였다.

  실시예 11

  이산화규소 시드를 사용한,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의 제조

  코어 재료

  마그네슘 오메프라졸 8.00 kg

  이산화규소 8.00 kg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1.41 kg

  나트륨 라우릴 술페이트 0.08 kg

  정제수 28.00 kg

  분리층

  코어 재료 10.0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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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0.80 kg

  정제수 10.00 kg

  장용피층

  분리층으로 피복된 펠렛 300 g

  메타크릴산 공중합체 124 g

  폴리에틸렌 글리콜 400 25 g

  모노- 및 디-글리세라이드 (NF) 3 g

  폴리소르베이트 80 1 g

  정제수 463 g

  현탁액 적층은 유동화 베드 장치에서 수행하였다. 마그네슘 오메프라졸을 용해된 결합제 및 계면활성 성분을 함유하는

수현탁액에서 이산화규소 시드 상으로 분무하였다.

  제조된 코어 재료를 유동화 베드 장치에서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용액을 사용하여 분리층으로 피복하였다. 메

타크릴산 공중합체, 모노- 및 디-글리세라이드, 폴리에틸렌 글리콜 400 및 폴리소르베이트로 구성된 장용피층을 유동화

베드 장치에서 분리층으로 피복된 펠렛 상으로 분무하였다.

  실시예 12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의 제조

  장용피층

  분리층으로 피복된 펠렛

  (실시예 10에서와 같은 제조 및 조성) 500 g

  메타크릴산 공중합체 250 g

  폴리에틸렌 글리콜 6000 75 g

  모노- 및 디-글리세라이드 (NF) 12.5 g

  폴리소르베이트 80 1.2 g

  정제수 490 g

  실시예 13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의 제조

  장용피

  분리층으로 피복된 펠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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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1에서와 같은 제조 및 조성) 500 g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프탈레이트 250 g

  세탄올 50 g

  에탄올 (95%) 1000 g

  아세톤 2500 g

  실시예 14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의 제조

  코어 재료

  오메프라졸 225 g

  만니톨 1425 g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60 g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40 g

  무수 락토오스 80 g

  나트륨 라우릴 술페이트 5 g

  인산수소이나트륨 이수화물 8 g

  정제수 350 g

  분리층

  코어 재료 300 g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30 g

  활석 51 g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4 g

  장용피층

  분리층으로 피복된 펠렛 300 g

  메타크릴산 공중합체 140 g

  트리에틸 시트레이트 42 g

  모노- 및 디-글리세라이드 (NF) 7 g

  폴리소르베이트 80 0.7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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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 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건조 성분들을 혼합기에서 잘 혼합하였다. 과립화액을 첨가하고, 혼합물을 혼련시킨 다음,

적절한 콘시스턴시로 과립화하였다. 젖어있는 덩어리를 압출기 스크린에 통과시키고, 구형화기에서 과립을 구형으로 변화

시켰다. 코어 재료를 유동화 베드 장치에서 건조시키고, 적절한 입자 크기 범위, 예를 들면 0.5-1.0 mm로 분급했다. 제조

된 코어 재료를 앞의 실시예들에 기재된 대로 분리층으로 피복하고, 장용피층을 입혔다.

  활성 물질의 제조

  일부 실시예에서 사용된 마그네슘 오메프라졸은 국제 특허 공개 제95/01977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으며, 오

메프라졸염의 단일 에난티오머는 국제 특허 공개 제94/27988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하였고, 오메프라졸은 EP-A1

0005129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이들 문헌은 전체를 본원에 참고로 포함시켰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2 종 이상의 제약 활성 성분을 포함하는 고정 단위 제형 형태이며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장용피층에 의해 보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 민감성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1 종 이상의 프로키네틱제 및 임의로 제약상 허용되는 부형제와 함께 포

함하는 경구 제약 제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정제인 제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캡슐제인 제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장용피층 및 장용피를 양성자 펌프 억제제로부터 분리시키는 층의 2층에 의해 보

호되는 제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양성자 펌프 억제제 및 1 종의 프로키네틱제를 포함하는 제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오메프라졸, 그의 단일 에난티오머 중 하나 또는 그의 알칼리성염인 제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S-오메프라졸 마그네슘염인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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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란소프라졸, 그의 단일 에난티오머 중 하나 또는 그의 알칼리성염인 제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프로키네틱제가 모사프라이드인 제형.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프로키네틱제가 시사프라이드인 제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양이 10-80 mg 범위이고 프로키네틱제(들)의 양이 3-80 mg 범위인 제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양이 10-40 mg 범위이고 프로키네틱제(들)의 양이 15-40 mg 범위인 제형.

청구항 13.

  제2항에 있어서,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포함하는 한 층, 및 1 종 이상의 프로키네틱제를 포함하는 나머지 한 층의 2개의

개별층으로 이루어지는 정제 제형.

청구항 14.

  제2항에 있어서, 정제가 프로키네틱 제제와 함께 정제로 압축된,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 형태의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포

함하는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이며, 이로써 펠렛을 피복시킨 장용피층은 펠렛을 프로키네틱 과립 및 임의로 제약상 허용되

는 부형제와 함께 타정하는 것이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의 내산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성질을 갖는

정제 제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의 내산성이 펠렛을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으로 압축시키는 동안 10% 넘게 감소

하지 않는 정제 제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펠렛의 장용피가 가소화된 장용피층 재료를 포함하는 정제 제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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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항에 있어서,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이 제약상 허용되는 부형제를 포함하는 오버코팅층에 의해 추가로 피복되는 정

제 제형.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정제가 분할가능한 정제 제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정제가 프로키네틱제 및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장용피 펠렛을 포함하는 약산성 수성 현탁액으로 분산

될 수 있는 정제 제형.

청구항 20.

  제2항에 있어서, 정제가 프로키네틱제를 포함하는 층에 의해 둘러싸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포함하는 장용피층을 입

힌 정제인 정제 제형.

청구항 21.

  제14항에 있어서,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포함하는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에 프로키네틱제를 포함하는 개별층이 적층되

거나, 또는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이 프로키네틱제를 포함하는 층에 의해 둘러싸인 정제 제형.

청구항 22.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 형태로 제조하고 이 펠렛을 임의로 제약상 허용되는 부형제와 혼합된 프로

키네틱제(들)와 함께 캡슐에 충전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 및 1 종 이상의 프로키네틱제를 캡슐에

포함하는 고정 제형의 제조 방법.

청구항 23.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 형태로 제조하고 이들 펠렛을 제조된 프로키네틱 혼합물 및 임의로 제약상

허용되는 정제 부형제와 혼합한 후, 혼합물을 장용피층의 내산성에 현저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다단위 정제로 압축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 및 1 종 이상의 프로키네틱제를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에 포함하는 고정 제형

의 제조 방법.

청구항 24.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정제 부형제와 혼합하고 정제로 예비압축한 후, 정제를 장용피층으로 피복하고, 임의로 장용피층

이전에 분리층을 도포하고, 그 후에 제약상 허용되는 부형제와 혼합된 프로키네틱제(들)를 장용피층을 입힌 정제 상에 압

축코팅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 및 1 종 이상의 프로키네틱제(들)를 장용피층을 입힌 정제에 포함

하는 고정 제형의 제조 방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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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장용피층을 입힌 펠렛 형태로 제조하고 이들 펠렛을 제약상 허용되는 정제 부형제와 혼합한 다음,

이 건조 혼합물을 장용피층의 내산성에 현저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다단위 정제로 압축시키고, 그 후 이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에 프로키네틱제(들)의 수성 현탁액을 분무코팅 피복시키거나, 또는 상기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에 제약상 허용되

는 부형제와 혼합된 프로키네틱제(들)로 이루어진 개별층을 적층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 및 1 종

이상의 프로키네틱제를 다단위 정제로 된 제형에 포함하는 고정 제형의 제조 방법.

청구항 26.

  제1항 내지 제21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제형을 포함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에 관련된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제약 조성

물.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장애가 위식도 역류 질환에 관련된 위장 장애인 제약 조성물.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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