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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유효성분으로 척추골
절율의 감소와 골밀도의 증가효과를 갖는 칼시트리올(Calcitriol)과 골흡수억제제인 알렌드로네이트(Alendronate)을 
투여하되, 가장 큰 상승작용을 갖는 최적의 투여비율로 투여하고, 이와 동시에 알렌드로네이트의 흡수강화제 등의 첨가
제를 적정량 첨가한 다음, 각각의 성분을 하나의 제형으로 최적화시켜 복합제제로 제조함으로써, 칼시트리올을 사용함
에 따라 유발되는 부작용인 고칼슘혈증을 억제함과 동시에 알렌드로네이트의 사용에 따라 유발되는 뼈 생성 방해작용
을 칼시트리올이 보상시키면서 복용방법의 난이성과 식도 부작용 등의 문제점 등에 따른 저하된 약물순응도(Complia
nce)를 월등히 향상시킬수 있어 효과적으로 골다공증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개선된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
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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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골다공증, 칼시트리올, 알렌드로네이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난소적출 후, 2 개월간 알렌드로네이트와 칼시트리올을 단독투여 또는 복합투여한 다음에 경골의 골소주 상태를 
현미경(×40)을 사용하여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도 2는 이미지 측정기를 사용하여 골소주 면적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3은 칼슘농도를 테크니콘 자동측정기(Technicon autoanalyzer)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4는 소변으로의 칼슘/크레아티닌의 농도를 칼슘 키트(영동제약 제품)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5은 오스테오칼신 농도를 RIA 방법을 이용한 키트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6는 알카라인포스파타제 활성도를 테크니콘 자동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7은 골흡수 속도의 지표로 소변중의 콜라겐 1형 텔로펩타이드(NTx)의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도 1 ∼ 7에 대한 부호의 설명]

(A) : 무처리

(B) : 부형제 처리

(C) : 칼시트리올(0.1㎍/㎏)

(D) : 알렌드로네이트(1.0㎎/㎏)

(E) : 복합투여군 1(칼시트리올(0.1㎍/㎏) ＋ 알렌드로네이트(0.5㎎/㎏)

(F) : 복합투여군 2(칼시트리올(0.1㎍/㎏) ＋ 알렌드로네이트(1.0㎎/㎏)

(G) : 복합투여군 3(칼시트리올(0.1㎍/㎏) ＋ 알렌드로네이트(2.0㎎/㎏)

도 8은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를 경구투여한 쥐의 몸무게를 2주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9는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를 경구투여한 쥐의 섭취량을 2주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8 ∼ 9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칼시트리올(125㎍/㎏) ＋ 알렌드로네이트(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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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칼시트리올(100㎍/㎏) ＋ 알렌드로네이트(1000㎎/㎏)

3 : 칼시트리올(75㎍/㎏) ＋ 알렌드로네이트(70㎎/㎏)

4 : 칼시트리올(50㎍/㎏) ＋ 알렌드로네이트(500㎎/㎏)

5 : 칼시트리올(25㎍/㎏) ＋ 알렌드로네이트(250㎎/㎏)

6 : 칼시트리올(5㎍/㎏) ＋ 알렌드로네이트(50㎎/㎏)

7 : 칼시트리올(1㎍/㎏) ＋ 알렌드로네이트(10㎎/㎏)

8 : 칼시트리올(0.2㎍/㎏) ＋ 알렌드로네이트(2.0㎎/㎏)

도 10은 칼시트리올(100㎍/㎏) ＋ 알렌드로네이트(1000㎎/㎏)를 경구투여한 쥐의 비장을 조직소견한 결과를 나타낸 
현미경 사진(H & E×100)을 나타낸 것이다.

도 11은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를 경구투여한 쥐의 몸무게를 7주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12는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를 경구투여한 쥐의 섭취량을 7주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11 ∼ 12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칼시트리올(25㎍/㎏) ＋ 알렌드로네이트(250㎎/㎏)

2 : 칼시트리올(5㎍/㎏) ＋ 알렌드로네이트(50㎎/㎏)

3 : 칼시트리올(1㎍/㎏) ＋ 알렌드로네이트(10㎎/㎏)

4 : 칼시트리올(0.2㎍/㎏) ＋ 알렌드로네이트(2㎎/㎏)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유효성분으로 척추골
절율의 감소와 골밀도의 증가효과를 갖는 칼시트리올(Calcitriol)과 골흡수억제제인 알렌드로네이트(Alendronate)을 
투여하되, 가장 큰 상승작용을 갖는 최적의 투여비율로 투여하고, 이와 동시에 알렌드로네이트의 흡수강화제 등의 첨가
제를 적정량 첨가한 다음, 각각의 성분을 하나의 제형으로 최적화시켜 복합제제로 제조함으로써, 칼시트리올을 사용함
에 따라 유발되는 부작용인 고칼슘혈증을 억제함과 동시에 알렌드로네이트의 사용에 따라 유발되는 뼈 생성 방해작용
을 칼시트리올이 보상시키면서 복용방법의 난이성과 식도 부작용 등의 문제점 등에 따른 저하된 약물순응도(Complia
nce)를 월등히 향상시킬수 있어 효과적으로 골다공증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개선된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
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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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이라 함은 전신성으로 오는 뼈의 대사성질환으로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뼈의 화학적 조성에는 변함이 없이 
뼈의 양(골량)이 감소되고, 미세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뼈가 쉽게 부러지게 되는 질환이다. 특히,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는 경미한 충격에 의해서도 쉽게 골절이 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2천 5백만명
의 골다공증 환자중 매년 130만명이 골절로 고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골다공증은 크게 제 1형 골다공증과 2형 골다공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제 1형 골다공증은 폐경기 여성에
게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에스트로겐의 결핍으로 골의 흡수(resorption)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골소
주(trabecular bone)의 소실을 관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척추나 손목 등에 골절이 발생하기 쉽다. 제 2형 골다공증은 
주로 노인이나 남성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골흡수 증가보다는 골형성능력이 크게 저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상기 제 1형 골다공증 및 제 2형 골다공증 모두 파골세포에 의한 골흡수의 증가와 함께 칼슘의 장내흡수
가 감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상기한 이유로 인하여, 임상에서는 이러한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골형성을 촉진시키는 약제와 골흡수만을 차단시키는 약
제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먼저,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골형성을 촉진시키는 약제로는 아나보릭 스테로이드, 불소, 비타민 D 및 부갑상선 호르몬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들어서, 골의 생성 기전이 밝혀짐에 따라서 골질량의 균형을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 유도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상기 골형성 촉진제 중에서도 특히, 활성비타민 D 3 의 일종으로 1,25-(OH) 2 -D3 로 표시되는 칼시
트리올은 장관에서의 칼슘 수송에 관여하여 소장으로부터 칼슘의 흡수를 증진시키고, 골질량의 감소를 억제시키는 효과
가 있어 골다공증의 예방에 중요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칼시트리올을 약제로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칼슘혈증의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고칼슘혈증은 혈장칼슘의 농도가 11.0㎎/㎗ 이상으로 종양 등
의 질병과 밀접히 연계되어 가장 일반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대사성 질환이며, 칼시트리올과 관련하여서는 칼시트리올
에 의한 혈장내 칼슘농도의 증가와 골대사의 비정상적인 체내 칼슘농도 조절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다. 칼시트리올에 의
한 부작용 및 비타민 D를 과량 투여할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 즉, 고칼슘혈증 증후군 또는 칼슘중독(고칼슘혈증의 심
한 정도 및 지속시간에 의함)과 유사하다. 때때로 나타나는 급성증상은 식욕감퇴, 두통, 구토, 변비 등이 있으며, 만성
증상은 영양실조, 감각이상, 갈증을 수반한 발열, 다뇨, 탈수, 무관심, 성장둔화, 요로감염 등이 있다.

따라서, 고칼슘혈증을 겪는 환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며 골다공증 등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큰 불편함
을 갖게된다.

한편,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골흡수를 억제하는 약제들로는 여성호르몬, 칼시토닌, 비스포스포네이트 및 이프리후라본 
등이 이에 속한다. 종래에는 골다공증의 치료제로서 주로 골흡수를 억제하는 약제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 이
를 더욱 상세히 하기로 한다.

먼저, 일본국 특허공개 평7-330613호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일종으로 알렌드로네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하고, 디하
이드록시 비타민 D3 의 존재에 의해, 조골세포의 석회화 및 골기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골형성 촉진제가 공지되어 있다.

또한, 유럽특허 출원 제 88-4628호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기제로 하고, 적당량의 나트륨 라우릴설페이트를 함유하
는 경구 투여용 약학적 조성물이 공지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특허 제 125,372 호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함유하는 장용 코팅 정제가 공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축적된 임상경험에 의하면, 상기한 흔히 사용되는 골흡수억제제만으로는 이미 진행된 골다공증 환자
의 골량을 증가시키기는 크게 미흡함이 밝혀져 골형성 촉진제의 개발이 오래 전부터 요구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획기
적으로 유용한 물질이 개발되지 못하여 안타까운 실정이다.

따라서,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태리 문헌[Clinical Drug Investigation 1998 Mar; 15(3); 235 ∼ 24
4]에는 알렌드로네이트와 칼시트리올을 병용투여하는 방법이 공지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상세히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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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태리 문헌에 공지된 임상실험은 알렌드로네이트와 칼시트리올 각각의 성분을 하나의 제형으로 최적화시켜 복합
제제로 제조하는 것과는 달리 각각의 성분을 따로 병용투여한다. 즉, 알렌드로네이트는 1일 1회 투여하고, 칼시트리올
을 1일 2회로 하여 각각의 성분을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투여하는 것이다. 또한, 식후에 복용하면 흡수가 떨어져 
효력이 상실하게 되어 식전으로 복용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태리 문헌에 공지된 임상실험은 그 복용방법이 상당히 난이한 문제가 있어, 골다공증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이
고, 매일 여러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기한 복용방법의 난이성으로 인하여, 복용해야 
하는 약물중 한 두가지 약물을 빠뜨리는 일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약물투여를 통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알렌드로네이트가 상부 위장관 점막에 국소자극을 일으켜 식도염, 식도궤양, 식도미란 같은 식도 부작용을 야기
시키는 문제가 있어 약물을 신속히 통과시켜 식도자극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환자에 대한 순응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환자에 대한 순응도에 대해서 자세히 하면, 1997년 1월에 벤쿠버에서 개최된 'Japanese and American Glaucoma S
ocieties' 학회에서도 환자의 약물순응도 향상이 복합제제 개발의 최종목표라고 발표되었고, 1998년 2월 4일에 시카고
에서 개최된 'Fifth Conference on Retroviruses and opportunistic infection'에서는 서로 다른 약리기전을 가진 라
미부딘과 지도부딘 성분의 각각 투여보다, 이들의 복합제인 컴비버(Combivir)의 효과가 72%에서 96%로 향상된 대조
결과를 보였는데, 이 결과를 통해서 상기 얻어진 효과는 환자의 약물순응도의 향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이러한 개념 즉,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를 복합제제화 하는 개념을 갖는 골다공증치료제의 연구는 전
혀 없었으며, 단지 비타민 D에 의한 고칼슘혈증의 치료로서 알렌드로네이트 제제의 효과에 대한 많은 시도만이 이루어
져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골다공증 치료제의 연구개발을 통해 상품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제제를 
개발함으로써, 고칼슘혈증 등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 적은 용량으로 효과적으로 골다공증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
고, 나아가서 복용방법의 난이성과 식도 부작용 등의 문제점 등에 따른 저하된 약물순응도(Compliance)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용량의 복합제제로서 제제기술을 거친 골다공증 치료용 약제조성물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노력한 결과, 유효성분으로 척추골절율의 감소와 골밀도의 
증가효과를 갖는 칼시트리올(Calcitriol)과 골흡수억제제인 알렌드로네이트(Alendronate)를 투여하되, 가장 큰 상승
작용을 갖는 최적의 투여비율로 투여하고, 이와 동시에 알렌드로네이트의 흡수강화제 등의 첨가제를 적정량 첨가한 다
음, 각각의 성분을 하나의 제형으로 최적화시켜 복합제제로 제조함으로써, 칼시트리올을 사용함에 따라 유발되는 부작
용인 고칼슘혈증을 억제함과 동시에 알렌드로네이트의 사용에 따라 유발되는 뼈 생성 방해작용을 칼시트리올이 보상시
키면서 복용방법의 난이성과 식도 부작용 등의 문제점 등에 따른 저하된 약물순응도(Compliance)를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어 효과적으로 골다공증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개선된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에 있어서,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되, 칼시트
리올 1 중량부에 대하여 알렌드로네이트가 1,000 ∼ 50,000 중량부로 함유되어 있는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성
물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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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칼시트리올과 에탄올의 혼합물에 만니톨을 혼합한 후, 여기에 다시 추가적으로 에탄올, 항산화제 및 결합제를 혼합
한 다음, 상기 혼합물을 14 ∼ 35 메쉬(mesh) 크기로 분쇄하고 건조시켜 칼시트리올 과립을 얻는 과정과,

B): 알렌드로네이트, 만니톨 및 흡수강화제를 혼합한 후, 여기에 다시 에탄올 및 결합제를 혼합한 다음, 상기 혼합물을 
14 ∼ 35 메쉬(mesh) 크기로 분쇄하고 건조시켜 알렌드로네이트 과립을 얻는 과정 그리고,

C): 상기 A) 과정을 통해 얻은 칼시트리올 과립 1 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B) 과정을 통해 얻은 알렌드로네이트 과립을 
1 중량부로하여 혼합한 다음, 여기에 붕해제 및 활택제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타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대사성 골
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의 제조방법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유효성분으로 척추골절율의 감소와 골밀도의 증가효과를 갖는 칼시트리올(Calcitriol)과 골흡수억제제인 알
렌드로네이트(Alendronate)을 투여하되, 가장 큰 상승작용을 갖는 최적의 투여비율로 투여하고, 이와 동시에 알렌드
로네이트의 흡수강화제를 적정량 첨가한 다음, 각각의 성분을 하나의 제형으로 최적화시켜 복합제제로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먼저, 본 발명의 유효성분인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에 대하여 상세히 하기로 한다.

칼시트리올칼시트리올

먼저, 본 발명에서 유효성분으로 첨가되는 칼시트리올(1,25-(OH) 2 -D3 )은 상술한 바와 같이, 골형성 촉진제 중에서
도 특히, 활성비타민 D3 의 일종으로 장관에서의 칼슘 수송에 관여하여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고, 부갑상선 호
르몬 분비를 감소시켜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들의 골손실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Aloia JF.]. 또한, 조골
세포에 대하여 뼈의 무기질화에 중요한 골 특이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의 생성을 촉진시킴이 연구되었다[Price PA.].

그러나, 칼시트리올을 약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칼슘혈증의 부작용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가 있어 왔다.

알렌드로네이트알렌드로네이트

한편, 본 발명에서는 유효성분으로 알렌드로네이트를 첨가하는 바, 알렌드로네이트(Alendronate, 4-아미노-1-하이
드록시부틸리딘-1,1-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개발된 물질 중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일종으로, 파골세
포의 기능을 억제하여 뼈의 소실을 막아주며, 골밀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알려졌다.

    
임상시험 결과, 약 2 ∼ 3%의 골밀도 개선효과를 나타내었다. 예를들면, 16개국의 폐경기 여성 994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단계적으로 척추 및 하지골의 미네랄 밀도를 상승시켰다. 또한, 위약군에 비해 신규 척추골절 발생율을 
48% 정도 감소시켰다. 참고로, 뼈의 미네랄 밀도는 뼈의 밀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네랄의 밀도가 높을수
록 골절의 발생율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는 데, 알렌드로네이트의 치료효과를 가장 우수하게 나타내는 1일 10 ㎎의 
용량을 3년동안 투여했을 경우, 척추와 하지골의 미네랄의 밀도는 각각 8.2%, 7.2%가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동안 위
약군에서의 미네랄의 밀도는 오히려 0.7%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상기한 알렌드로네이트는 새로운 뼈의 생성속도(bone remodeling rate)를 낮춰 정상적인 골대사 회전에 악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골형성제의 복합투여가 요구되어진다.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의 복합제제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의 복합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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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이한 점은 알렌드로네이트는 고칼슘혈증을 억제할 수 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골형성제인 칼시트리올과 함
께 투여되어 골다공증에 대한 효력만 인정된다면 칼시트리올에 의한 가장 큰 부작용인 고칼슘혈증을 해결할 수 있어 특
히 안전역이 매우 좁아 1일 투여용량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최적의 유효용량을 투여하지 못하는 칼시트리올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알렌드로네이트에 의한 골 생성(Bone remodeling)에 대한 저해작용은 칼시트리올이 보상시켜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폐경후의 골다공증 여성에 있어서, 척추골절율의 빈도감소와 골밀도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칼시트리올(Calcitriol)과 골흡수억제제인 알렌드로네이트와의 복합제제를 이용하여 폐경기의 여성에게서 골다
공증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약제를 개발하고자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골다공증을 유도한 후,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
트의 비율을 각각 달리하여 복합투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골다공증을 억제하면서 골형성속도가 억제되지 않고, 동시에 
혈중칼슘 농도가 정상 범위내에서 조절될 수 있는 최적 농도비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본 발명에 따른 최적의 농도비는 칼시트리올 1 중량부에 대하여 알렌드로네이트가 1,000 ∼ 50,00
0 중량부로 함유시켰을 때, 가장 우수한 효과를 가짐을 밝혀내었다. 만일, 칼시트리올 1 중량부에 대하여 함유되는 알
렌드로네이트의 함량이 1,000 중량부 미만일 경우에는 칼시트리올에 의한 혈장내 칼슘 농도 증가로 고칼슘혈증이 발생
할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에 50,000 중량부를 초과하여 과량으로 함유될 경우에는 알렌드로네이트에 의해 
정상적인 골대사 회전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은 나정, 장용 코팅정, 과립제, 장용 코팅과립제, 캅셀제 
및 장용 코팅 캅셀제 형태로 제형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제형될 경우, 단위투여 제형내 칼시트리올의 함량은 
0.1 ∼ 5.0㎍이고, 알렌드로네이트의 함량은 1 ∼ 5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약제조성물에 첨가되는 당 업계에 공지되어 있는 적합한 첨가제 중에서 최적의 첨가제를 선별하
기 위해 연구·노력한 결과, 최적의 첨가제를 선별하였고, 이를 적정량 첨가한 다음, 각각의 성분을 하나의 제형으로 최
적화시켜 복합제제로 제조함으로써, 복용방법의 난이성과 식도 부작용 등의 문제점 등에 따른 저하된 약물순응도(Com
pliance)를 월등히 향상시킬수 있어 효과적으로 골다공증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개선된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
제조성물의 제조방법에도 그 특징이 있는 바, 이를 상세히 하기로 한다.
    

A) 과정 :

먼저, 본 발명에서는 칼시트리올과 에탄올의 혼합물에 만니톨을 혼합한 후, 여기에 다시 추가적으로 에탄올, 항산화제 
및 결합제를 혼합한 다음, 상기 혼합물을 14 ∼ 35 메쉬(mesh) 크기로 분쇄하고 30 ∼ 50℃의 온도에서 건조시켜 칼
시트리올 과립을 얻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만일 상기 혼합물의 크기가 14 메쉬 미만이면 과립중 칼시트리올이 불균일
하여 바람직하지 않고, 반면에 35 메쉬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조수율의 저하와 타정성이 나빠져 바람직하지 않다.

B) 과정 :

본 발명에서는 상기 A) 과정과는 별도로, 알렌드로네이트, 만니톨 및 흡수강화제를 혼합한 후, 여기에 다시 에탄올 및 
결합제를 혼합한 다음, 상기 혼합물을 14 ∼ 35 메쉬(mesh) 크기로 분쇄하고 30 ∼ 50℃의 온도에서 건조시켜 알렌
드로네이트 과립을 얻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만일 상기 혼합물의 크기가 14 메쉬 미만이면 과립중 알렌드로네이트가 
불균일하여 바람직하지 않고, 반면에 35 메쉬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조수율의 저하와 타정성이 나빠져 바람직하지 않다.

C)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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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A) 과정을 통해 얻은 칼시트리올 과립과 상기 B) 과정을 통해 얻은 알렌드로네이트 과립을 혼합한 다음, 여기에 
붕해제 및 활택제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타정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본 발명을 완성한다.

이제, 본 발명에 첨가되는 각각의 첨가제를 상세히 하기로 한다.

상기 만니톨은 부형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상기 A) 과정과 B) 과정에 사용되는 만니톨의 사용량을 50 ∼ 60 : 40 ∼ 
60의 비율로 한정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만니톨의 사용량을 한정한 이유는 하기한 바와 같다.

    
칼리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와의 혼화성 시험 결과, 칼시트리올의 안정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칼시
트리올을 타부형제와 혼화한 후 알렌드로네이트를 넣고, 배합성 시험을 해본 결과, 칼시트리올의 안정성은 유지가 되었
다. 따라서 제조공정에 있어서 칼시트리올이 특히 알렌드로네이트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되도록 피하기 위하여 칼시트리
올과 알렌드로네이트를 만니톨로 희석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과립을 만든 후, 그 과립을 혼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과립 제조시에 만니톨 사용량의 50%씩으로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를 각각 과립하였을 때, 그 결과물인 과
립에서 비용적의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이 과립을 혼합하고 타정하여 얻은 정제는 함량균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따라
서, 과립의 입자크기 분포와 함량이 균일하고 일정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결과, 칼시트리올 과립에 총 만니톨 사용량의 5
0 ∼ 60%, 바람직하기로는 52%, 알렌드로네이트 과립에 총 만니톨 사용량의 40 ∼ 50%, 바람직하기로는 48%를 사
용하여 두 과립이 혼합되기 전의 중량이 동일하도록 조정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정제는 과립에서 균일한 
입자분포도를 가지며 그 결과 함량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본 발명에서는 부형제로서 만니톨 이외에
도 백당, 셀룰로오스 및 락토오즈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바람직하기로는 D-만니톨을 사용한다. 
이러한 부형제는 전체 약제조성물에 대하여 10 ∼ 98 중량%, 바람직하기로는 70 ∼ 97 중량%를 함유시킨다. 이때, 첨
가되는 상기 만니톨의 함량이 상기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타정성이 나빠져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상기 항산화제로는 부틸레이티드히드록시톨루엔(BHT, Butylated Hydroxytoluene), 부틸레이티드히드록시아
니솔(BHA, Butylated Hydroxyanisole), DL-알파- 토코페롤 및 레시틴 중에서 선택하여 1종 이상을 사용할 수 있
는데, 이중에서 바람직하기로는 부틸레이티드히드록시톨루엔(BHT, Butylated Hydroxytoluene), 부틸레이티드히드
록시아니솔(BHA, Butylated Hydroxyanisole)을 사용한다. 이러한 항산화제는 전체 약제조성물에 대하여 0.001 ∼ 
10 중량%, 바람직하기로는 0.01 ∼ 1.0 중량%를 함유시킨다. 이때, 첨가되는 항산화제의 함량이 상기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칼시트리올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결합제로는 폴리비닐 피롤리돈, 히드록시 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및 카르복시메틸셀
룰로오스나트륨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제는 전체 약제조성물에 대하여 0.1 ∼ 20 중량%, 바람
직하기로는 1 ∼ 10 중량%를 함유시킬 수 있다. 이때, 첨가되는 결합제의 함량이 상기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균일한 
입자분포도를 갖지 못하여 타정성에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붕해제로는 크로스카멜로스 소디움(Croscarmellose sodium), 저치환도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및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칼슘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약제조성물에 대하여 0.1 ∼ 20 중량%, 바람직하기로는 1 ∼ 
10 중량%를 함유시킨다. 이때, 첨가되는 붕해제의 함량이 상기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정제의 붕해에 문제가 있어 바
람직하지 않다.

활택제로는 스테아린산 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및 탈크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약제조성물에 대하
여 0.1 ∼ 20 중량%, 바람직하기로는 0.1 ∼ 10 중량%를 함유시킨다. 이때, 첨가되는 활택제의 함량이 상기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타정성과 주성분의 함량분석에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흡수강화제로는 소디움라우릴설페이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약제조성물에 대하여 0.01 ∼ 10 중량%, 바람직하기
로는 0.1 ∼ 1 중량%를 함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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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서는 추가적으로 서방화제로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메틸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
스 및 에틸셀룰로오스 중에서 선택하여 첨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약제조성물은 장용 코팅용액으로 코팅하므로 장용 코팅제로, 그리고, 통상적인 캅셀에 충진시켜 
캅셀제로도 제조될 수 있다. 여기서, 장용 코팅액은 장용피제, 가소제 및 용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기 장용피제로는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프탈레이트, 메타크릴산 폴리머 및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프탈레이트 등이 있고, 가소제
로는 트리에틸시트레이트,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프로필렌글리콜이 있으며, 용제로는 메틸렌 클로라이드, 에탄올, 아세
톤 및 정제수중에서 선택된 2종 이상을 적절히 혼합하여 제조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약제조성물은 대사성 골질환에 있어 탁월한 효능을 갖는다. 이때, 상기 대사성 골
질환으로는 골다공증, 파제트씨병, 구루병, 골연화증, 신부전환자의 신성골이영양증, 부갑상선기능 항진 및 저하증이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거 더욱 상세히 설명하겠는 바, 본 발명이 실시예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예

먼저, 골다공증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골형성 속도는 억제하지 않고, 혈청 칼슘 농도와 소변으로의 칼슘배설
량 또한 정상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복합제제의 개발을 위해 하기한 바와 같이 실시하여 최적 농도비를 산출하였다.

1) 골다공증의 유도:

생후, 12주인 성숙된 Sprague-Dawley 암쥐(220 ∼ 250g)를 대한실험동물(주)에서 공급받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물실험실 청정실에서 사육하였으며, 1 주일간 일반 사료로(Purina, chow diet) 적용시킨 후, 체중을 측정하여 비슷
한 분포가 되도록 균등하게 각 10 마리씩 6군으로 나눈 뒤, 난소적출을 시행하였다. 이때, 실험동물은 먹이와 물은 마
음대로 먹게 하였으며, 표준화된 조건(22℃, 50% 습도, 12시간 dark/light cycle)하에서 사육하였다.

2) 약물투여:

수술 후, 2일간 안정시킨 다음에 2 개월간에 걸쳐 주 5일씩 오전 중에 정해진 투여량의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를 
각각 분별정제한 야자유 0.5 ㎖과 생리식염수 0.5 ㎖에 녹여 경구로 단독투여 또는 복합투여하였다. 각 군에 따른 약물
투여 용량은 다음 표 1에 나타내었다. 한편, 대조군에는 실험군과 동량의 야자유와 생리식염수만을 투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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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 채취 및 전처리:

약물투여를 시작한 지 2개월 후에 메타볼릭 케이지(metabolic cage)를 이용하여 24 시간뇨를 얻어 원심분리하여 -7
0℃에 냉동보관하였고, 밤새도록 단식시킨 후, 단두하여 혈액을 받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얻어 -70℃에 냉동보관하
였다. 또한, 경골(tibia)을 적출 분리하여 4% 포르말린 pH 7.4에 고정시켰다.

4) 통계처리 및 평가:

먼저, 각 실험의 분석결과는 평균치±표준오차로 제시하였고, 각군간의 차이의 유의성은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
OVA,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하여 p<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판정하였다.

실험예 1 : 골소주 면적 측정(bone histomorphometry) 시험

상기 참조예에서 고정시킨 경골을 탈석회하기 위해 10% 질산용액에 6 시간 동안 넣어두고, 알코올 80%부터 100% 까
지 10 단계를 거치면서 탈수하였다. 그 후, 크실렌과 파라핀으로 각각 2회씩 포매한 후, 골절단용 마이크로톰으로 근위 
경골부에서 4㎛ 두께의 절편을 만들어, 헤마토크실렌-에오신 염색을 실시하였다. 근위 경골부가 현미경의 시야에 들어
오도록 40배율에서 정량적 영상분석체계(quantitative image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일정한 표준면적(2×10
6 ㎛2 )내의 골소주 면적을 측정하여 그 비율을 계산하였다.

경골의 골소주 면적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람에 있어서 피질골(cortical bone)은 년 2 ∼ 3% 만이 새롭게 교체되나 골소주(trabecular bone)는 년 25%의 빠
른 속도로 교체되고 있어 경골이나 척추뼈의 골소주의 발달정도는 뼈의 건강상태에 대한 가장 정확하면서도 직접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 동물실험에서 이용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난소적출 후, 2 개월간 알렌드로네이트와 칼시트리올을 단독투여 또는 복합투여한 다음에 경골의 골소주 
상태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난소적출한 대조군은 정상보다 골소주가 많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도 1). 또한, 
약물투여로 인한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이미지 측정기(image analyzer)로 골소주 면적을 측정 계량
한 결과, 알렌드로네이트 단독 투여군, 복합투여 1, 2 및 3군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골소주 면적을 크게 증가시키는 효
과를 보였다(도 2). 그러나, 칼시트리올 단독 투여군에서는 증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경골의 골소주의 발달상태는 
알렌드로네이트에 칼시트리올을 복합투여한 경우에도 알렌드로네이트만 단독 투여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복합투여 1, 2 및 3군 간의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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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예 2 : 생화학적 검사

먼저, 상기 참조예를 통해 얻은 시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1) 혈청칼슘 농도 측정:

혈청 칼슘농도는 테크니콘 자동측정기(Technicon autoanalyzer)로 측정하였다. 혈청 칼슘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칼시트리올 단독투여군은 혈중칼슘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알렌드로네이트 단독 투여군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칼시트리올은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알렌드로네이트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감소
시켜 골흡수를 억제시킴으로써, 칼슘이 뼈에서 혈중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신장에서의 칼시트리올(1,25-(OH)

2 -D3 )의 합성이 억제됨으로써, 소장에서의 칼슘흡수가 감소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시트리올과 알렌드
로네이트를 복합투여한 복합투여 1, 2 및 3군의 혈중칼슘 농도는 예상대로 칼시트리올 단독 투여군과 알렌드로네이트 
단독투여군의 중간 수준으로 잘 유지되고 있었다(도 3).

2) 소변으로의 칼슘 배설량 측정 :

24 시간뇨에서 칼슘, 크레아티닌 농도를 칼슘 키트(영동제약 제품)를 이용하여 칼슘/크레아티닌의 농도비를 계산하였
다. 칼슘의 소변 배설량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약물투여시 혈중칼슘 농도와 함께 소변으로의 배설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소변내 칼슘/크레아티닌의 농도
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도 4에 나타내었다.

소변으로의 칼슘 배설량은 칼시트리올 투여시 크게 증가하였으나, 알렌드로네이트 투여시에는 변화가 없었다. 칼시트리
올과 알렌드로네이트를 복합투여한 경우, 복합투여 1군과 복합투여 3군은 칼슘 배설량이 증가하였으나, 복합투여 2군
은 대조군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도 4).

3) 골형성 지표 측정 :

혈청 알칼라인포스파타제 활성도는 테크니콘 자동측정기(Technicon autoanalyzer)로 측정하였고, 오스테오칼신(os
teocalcin) 농도는 RIA 방법을 이용한 키트(OSCA 테스트, Brahams, Berli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골형성 속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형성 속도의 지표로 혈청 오스테오칼신(osteocalcin) 농도와 알칼라인포스파타제 활성을 측정하였다. 오스테오칼신
(osteocalcin) 농도와 알칼라인포스파타제 활성은 칼시트리올의 단독투여에 의하여 약간 상승하였으며, 알렌드로네이
트 투여에 의하여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변화는 아니었다(도 5, 6). 또한, 복합투여에 
의해서도 오스테오칼신(osteocalcin) 농도는 변화가 없었으며, 알칼라인포스파타제 활성은 복합투여 3군에서만 유의
하게 감소하여 복합투여 1군과 2군은 골형성 속도가 감소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 골흡수지표 측정 :

24 시간뇨에서 콜라겐 1 형의 분해산물인 N-텔로펩타이드(NTx)의 농도를 키트(Osteomark, Ostex, USA)를 이용
한 ELISA 방법으로 측정하여 뇨증 NTx/크레아티닌의 비를 계산하였다. 골흡수 속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흡수 속도의 지표로 소변중의 콜라겐 1형 텔로펩타이드(NTx)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약물투여에 의한 유의한 변화
는 없었다(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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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험예 1 ∼ 2에 대한 결론 :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를 복합투여함으로써, 폐경기 후, 골다공증의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골 회전율과 혈청
칼슘 농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적 농도비를 경구로 단독투여하거나, 3가지 비율로(복합투여 1, 2, 3) 복합
투여하였다.

    
복합투여한 경우, 모두 동일하게 경골의 골소주의 발달정도가 알렌드로네이트 단독 투여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
다. 또한, 혈청칼슘의 농도도 복합투여 1, 2, 3군 모두 정상수준으로 유지되는 좋은 효과를 보였다. 다만, 복합투여 1군
은 소변으로의 칼슘 배설량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복합투여 3군은 소변으로의 칼슘배설량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골형성 
지표인 알칼라인포스파타제 활성을 감소시킨 반면, 복합투여 2군은 칼슘 배설량을 증가시키지도 않았고, 알칼라인포스
파타제 활성을 억제시키지도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복합투여 2군(칼시트리올 0.1㎍/㎏ ＋ 알렌드로네이트 1.0㎎/㎏)가 골다공증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골형성 속도는 억제하지 않았고, 혈청 칼슘 농도와 소변으로의 칼슘배설량 또한 정상수준으로 
유지되도록하여 복합제제 개발을 위한 최적 농도비로 판단되었다.

상기한 실험예 1 ∼ 2를 통해서,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의 최적 농도비를 산출하였고, 이 복합제제의 안전성을 
다음 실험예 3 ∼ 4와 같이 평가하였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의 복합제제에 대하여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98-56호, 98. 4.29)에 적합한 급성 및 아급성 독성시험을 실시하여 복합제제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실험예 3 :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 복합제제의 급성 독성시험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 복합제제를 실험동물에 단회 경구 투여시의 급성 독성을 하기한 바와 같은 조건으로 하
여 측정한 후, 이 복합제제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이때,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 복합제제의 급성 경구독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흰쥐에 투여한 후, LD50 , 일반상태, 체중 및 섭취량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부검을 실시하여 이를 관
찰하였다.

사육조건 :

4 ∼ 5 주령의 Sprague-Dawley 흰쥐 180마리(암/수 각각 90마리)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물사육장의 SPF실(T
echniplast Co., Italy)에서 실온은 23±2℃, 상대습도 60±2%, 환기회수 13 ∼ 15회/시간, 조명 12 시간/일(오전 7
시 ∼ 오후 7시)으로 설정하여 사육하였다. 동물은 흰쥐용 케이지(cage)에 넣고 방사선 멸균한 고형사료(한일사료 : 
그린피아(주)) 및 음료수(가열 멸균한 수도물)는 자유로이 섭취하도록 하였다.

시료조제 :

차광용기에 넣어 냉장고(-20℃)에 보관된 칼시트리올 1.0㎎을 달아 갈색 용량 플라스크에 넣고, 사용할 때 용매(100
% 에탄올 : MCT = 5 : 95)를 넣어 1.0 및 10㎍/㎖ 농도로 조제하고, 여기에 알렌드로네이트 모노소디움을 0.5% CM
C-Na 수용액에 현탁시킨 액을 배합하여 매주 조제하여 사용하였다.

투여 용량 결정 :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의 투여용량은 인체의 투여용량을 고려하여 각각 0.5㎍ : 5㎎의 배합비율로 투여하는 방
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LD50 을 감안하여 일정비례로 8군으로 분류하고, 대조군을 포함하여 총 9군을 다음 표 2와 
같이 설정하였다. 이때, 약품의 투여용량은 1 ㎖가 되게 조제하여 경구투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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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약물의 최저 투여군을 계산하기 위하여 인체 체중과 흰쥐의 투여량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최저 투여용량을 각각 
0.2㎍/㎏ 및 2.0㎎/㎏로 결정하였다.

실험항목:

1) LD50 50 측정

암수 흰쥐에서 LD50 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기 표 2과 같이 복합제제의 배합 투여군 1 ∼ 8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1
0 마리를 1군으로하여 각각 경구투여하고 2주내에 사망한 동물수를 세어 브레렌스-카버(Brehrens-Karber)법을 사
용하여 LD50 를 계산하였다.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 복합제제의 LD50 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 복합제제(1㎍/㎏:10㎎/㎏)를 단회 경구투여 하였을 때의 모든 암수 흰쥐 실험군의 사망
율을 다음 표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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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3의 결과로부터 Brehrens-Karber법에 의하여 복합제제의 LD 50 을 계산하였다. 즉, 숫 흰쥐의 LD50 은 칼시
트리올 77.5㎍/㎏이고, 알렌드로네이트는 775㎎/㎏이었고, 암컷 흰쥐의 LD 50 은 칼시트리올 75.0㎍/㎏이고, 알렌드로
네이트는 750㎎/㎏이었다.

2) 일반상태 관찰

전 동물에 대하여 매일 실시하되,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 복합제제를 투여한 후, 6 시간 동안은 매 30분 마다 관
찰하였고, 그 이후에는 1일 1회씩 일정한 시간에 2 주일간 관찰하였다. 일반상태의 관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 동물에 대하여 투여한 후, 6 시간까지 매 30분마다 일반상태를 관찰한 결과, 암수 흰쥐에서 LD 50 이상의 투여군에서
는 투여직후부터 다리로 머리를 긁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식도·위 자극증상으로 판단되었다. 그 후, 투여 1 시간 
이내에 경련과 호흡곤란을 유발하였고, 2 시간 후부터는 자발운동이 저하되고, 경도의 유연상태를 보이고, 기면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후, 호흡곤란을 일으켜 칼시트리올 100㎍/㎏과 알렌드로네이트 1000㎎/㎏ 이상의 고용량에서는 24 시
간내에 거의 모두 사망하였다. 칼시트리올 75㎍/㎏과 알렌드로네이트 750㎎/㎏ 투여군에서는 상기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암컷은 60%, 숫컷은 50%가 사망하였고, 칼시트리올 50㎍/㎏과 알렌드로네이트 500㎎/㎏ 투여군에서는 모두 생
존하였다.

한편, 이러한 증상은 칼시트리올 50㎍/㎏과 알렌드로네이트 500㎎/㎏ 투여군에서는 암수와 관계없이 10 마리중 3마리 
정도에서 식도·위 자극증상이 나타났으나 회복기 제 1일 째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3) 체중 및 섭취량 측정

전 동물에 대하여 투여 전, 투여 후 2주 동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체중 및 섭취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 동물에 대하여 투여 전·후, 2 주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한 결과, 암수 흰쥐에서 사망한 동물 이외에는 14일간
의 회복기간에 체중변화와 섭취량에서 유의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도 8 ∼ 9).

4) 부검

사망한 동물의 부검 뿐만 아니라, 전 생존 동물을 에테르로 마취하여 치사시켜 육안적 소견을 얻었으며, 육안적 이상장
기나 조직은 10% 중성 포르말린액에 고정한 후, 통상적인 조직표본을 제작하고 헤마토크실렌과 에오신에 염색한 후 조
직소견을 얻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용량의 복합투여(칼시트리올 75㎍/㎏과 알렌드로네이트 750㎎/㎏ 이상)로 사망한 실험동물을 부검한 결과, 비장의 
울혈 이외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다. 또한, 14일 간의 회복종료시에 생존한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 복합투여군과 
대조군의 전 동물을 에테르로 마취후 부검하여 육안적으로 모든 장기를 검사하였으나, 비장의 경미한 비대 이외는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칼시트리올 100㎍/㎏과 알렌드로네이트 1,000㎎/㎏ 투여군의 사망한 동물의 비장의 
조직소견에서는 심한 울혈과 출혈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도 10).
    

실험예 4 :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 복합제제의 아급성 독성시험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 복합제제를 실험동물에 5주 반복 경구 투여시의 아급성 독성을 하기한 바와 같은 조건으
로 하여 측정한 후, 이 복합제제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즉, 매일 1회씩 5주간 반복경구 투여하는 기간과 2 주간의 회
복기간에서 관찰하였다.

이때,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 복합제제의 아급성 경구독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흰쥐에 투여한 후, 일반상태, 체중
변화, 섭취량, 안과학적 검사, 청각검사, 뇨검사, 혈액학적 검사, 혈액 화학적 검사 및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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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및 사육조건 :

급성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흰쥐를 사육하였고, 시험종료 하루전에는 메타볼릭 케이지(metabolic cage)에 넣어 사육
하였다. 각 실험군은 암수 각각 20 마리를 1군으로 하여 5주간 투여 후, 그리고 2주간 회복시험 후에 각각 10마리씩 시
험하였다.

시료조제 및 투여용량 :

상기 급성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료를 조제하였다. 그리고, 칼시트리올 및 알렌드로네이트 투여용량은 각각 인체의 
투여용량과 이미 보고된 LD50 를 고려하고, 임상에서 골다공증의 치료와 예방에 응용되는 투약량을 고려하여 각각 0.
5㎍과 5㎎을 복합투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공비 5로 다음 표 4와 같이 약물투여군 4군과 용매 대조군(총 5군)을 설정
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항목 :

1) 사망상황 검사

칼시트리올 및 알렌드로네이트 복합투여 종료시 및 회복 종료시에 암수 모든 동물이 생존하여 사망을 유발하지 않았다.

2) 일반상태 관찰

투여기간중에는 투여전, 투여직후 및 투여 2 시간후, 총 3회(단, 휴일에는 투여전과 투여직후, 총 2회), 회복기간중에
는 매일 1회씩 일반상태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물의 행동은 약물투여 시작 후, 3일째 까지는 위·식도 자극증상과 기면상태를 나타내었으나, 이러한 증상은 제 5일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의 모든 투여군에서 투여 종료 및 회복 종료시 까지 투약에 기인되었다고 판단되는 일
반상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체중변화 및 물 섭취량

체중은 투여기간 및 회복기간을 통하여 매 3일마다 측정하였다. 특히, 섭취량은 원칙적으로 7일간의 누적 섭취량을 매
주 1회 측정하고, 한 마리의 1일 섭취량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의 복합 투여종료 
및 회복종료시까지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성 있는 체중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도 11). 또한,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
이트의 복합 투여종료시 및 회복종료시까지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성 있는 섭취량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도 12).

4) 안과학적 부검

    
검역·순회 기간중에는 전 동물에 대하여 투여 제 5주는 각 군의 암수 각 5마리씩 검사하였다. 특히, 눈의 외관을 육안
적으로 관찰하는 중에 산동제(atropine제)를 점안하고, 산동을 검안경(BX α형)을 이용하여 전안부, 중간투광체 및 안
저를 관찰하였다. 특히, 투여 제 5 주째의 검사 결과, 투약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여 변화가 없을 경우, 회복기간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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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의 배합 투여종료시 및 회복종료시까지 모든 실험군에
서 약물 투여에 기인되었다고 인정되는 안과학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5) 청각검사

투여 제 5주째에 각 군의 암수 각 10 마리씩 가이단 보이즈루(약 600㎐)를 이용하여 이계반사를 검사하였다. 특히, 투
여 제 5주의 검사결과, 투약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여 변화가 없을 경우, 회복기간중의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의 배합 투여종료 및 회복종료 시까지 모든 실험군에서 약물 투여에 기인되었다고 인정되
는 청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6) 뇨검사

    
투여 제 5주 및 회복 제 2주에는 각 군의 암수 각 10 마리를 절식시키고, 물은 자유로이 먹게하여 4시간 뇨를, 그 후, 
자유급식 및 자유급수하에 20시간 뇨를 채취하였다. 최초의 4시간 뇨를 이용하여 백혈구, 아초산염, 우로빌리노겐(ur
obilinogen), pH, 단백질, 케톤체, 뇨당, 잠혈, 비중, 빌리루빈(bilirubin)(이상 AMES 뇨 검사 시험지, N-Nultistix 
SG-L :일본 바이엘, 삼공(주)), 색깔 및 침사를 검사하였다. 여기에서 20시간 뇨를 이용하여 나트륨, 칼륨 및 염소(전
량측정법)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투여기간 및 회복기간에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의 복합투여군 모두에서 뇨검사치가 정상 범위내에 있어 
약물 투여에 기인되었다고 인정되는 뇨검사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7) 혈액학적 검사

    
투여기간 및 회복기간 종료 다음날 도살 계획시에는 전날부터 하루밤(약 16시간) 절식시키고, 동물을 에테르 마취하에 
정중선을 따라 개복하고, 복대동맥으로부터 항응고제(7.5% EDTA-2K) 함유 채혈병(Vacutainer : Bechon Dickins
on Vacutainer Systems Europe England)에 채혈하여 적혈구수(전기저항변화 검출법), 헤모글로빈 량(시아노메노헤
모글로빈 법), 헤마토크리트치(적혈구수 및 평균 적혈구 용적을 산출), 평균 적혈구 용적(전기저항 변화 검출법), 평균 
적혈구 혈색소량(헤모글로빈 량 및 헤마토크리트치로부터 산출), 혈소판수(전기저항 변화 검출법), 백혈구(전기저항 
변화 검출법)(이상 자동분석장치 Cell-Dyne 3000 :Abbot Co.), 망상적혈구(Brecher법) 및 백혈구 백분율 (May-
Giemsa 검정법)을 측정하였다. 이때, 3.8% 소디움 시트레이트로 처리하여 혈액을 원심분리(3,000 rpm, 10 분간)하
여 얻은 혈장을 이용하여 프로토롬빈 시간(Quick법)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투여종료시: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를 복합투여 종료시에 암수 모든 약물투여군에서 약물 투여에 기인한 특기할 만한 변화가 
인정되지 않았다.

회복종료시: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를 복합투여후, 회복종료시에 암수 모든 약물투여군에서 약물 투여에 기인한 특기할 만한 
변화가 인정되지 않았다.

8) 혈액 화학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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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학적 검사시와 같이 복대정맥으로 채혈하여 헤파린 처리 혈액을 원심분리(3,000rpm, 10분)하여 혈청을 얻고, G
PT 및 GOT(이상 UV rate법, 자동분석장치, CH16; Texas International INC.), ALP(Bessey-Lowry 법), 전체 
콜레스테롤(CEH-COD-POD법), 전체 빌리루빈(아조바빈법), 혈당(헥소키나제 PD법), 우레아-니트로젠(우레아-G
L PC법), 무기인(몰리브딘산 법) 및 총 단백질(Biuret법)(이상 UV rate법, 자동분석장치(Monach :Instrumentatio
n Laboratory))을 측정하였다. 본 시험에 사용한 검사 시약은 Stanbio Laboratory, Inc.(USA, Texas)의 제품을 사
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투여종료시:

    
칼시트리올 25㎍/㎏과 알렌드로네이트 250㎎/㎏ 및 칼시트리올 5㎍/㎏과 알렌드로네이트 50㎎/㎏ 복합투여 종료시 숫
컷에서 GPT 활성이 약간 상승하였으며, 모든 실험군에서 GOT 활성이 높았으나, 약물 투여량과 용량 의존성이 없었고, 
용매 대조군에서도 높아 있는 것으로 보아 채혈과정에서 약간의 용혈로 인하여 상승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혈당이 
모든 실험군의 암수에서 약간의 상승이 있었으나, 용량의존성이 없었으며, 용매 대조군에서도 약간의 상승이 있었고, 
뇨검사에서 뇨당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당뇨병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극(stress)에 의해 일시적으로 상승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실험군과 용매대조군에서 모두 GOT와 혈당의 상승 이외에는 약물투여와 관계되는 특기할 만한 
변화가 인정되지 않았다.
    

회복종료시:

    
칼시트리올 25㎍/㎏과 알렌드로네이트 250㎎/㎏ 및 칼시트리올 5㎍/㎏과 알렌드로네이트 50㎎/㎏ 복합투여 종료시에 
숫컷에서 GPT 활성이 정상으로 되었다. 그러나, 모든 실험군에서 GOT 활성이 투여종료시 보다 저하되었지만 약물 투
여량과 용량 의존성이 없었고, 용매 대조군에서도 높아 있는 것으로 보아 채혈과정에서 약간의 상승이 있었고, 뇨검사
에서 뇨당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당뇨병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극(stress)에 의해 일시적으로 상승된 것으로 판단
된다. 이상과 같이 투여종료시와 마찬가지로 실험군과 용매 대조군에서 모두 GOT와 혈당의 상승 이외에는 특기할 만한 
변화가 인정되지 않았다.
    

9) 부검

사망한 동물의 부검 뿐만 아니라, 전 생존 동물을 에테르로 마취하여 치사시켜 육안적 소견을 얻었으며, 육안적 이상장
기나 조직은 10% 중성 포르말린액에 고정한 후, 통상적인 조직표본을 제작하고 헤마토크실렌과 에오신에 염색한 후 조
직소견을 얻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투여종료시:

칼시트리올 25㎍/㎏과 알렌드로네이트 250㎎/㎏ 복합투여 종료시 암수에서 유의성 있는 비장비대가 관찰되었으나, 그 
보다 저용량에서는 유의성 있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외 모든 장기에서 약물투여와 관계되었다고 인정되는 변화
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복종료시:

칼시트리올 25㎍/㎏과 알렌드로네이트 250㎎/㎏ 복합투여후, 회복종료시 암수에서 유의성 있는 비장비대가 관찰되었
으나, 그 보다 저용량에서는 유의성 있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외 모든 장기에서 약물투여에 기인되었다고 인정
될 만한 조직소견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10) 병리학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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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후, 전동물을 방혈하여 치사시키고, 전신의 제기관의 이상 유무를 육안적으로 관찰하고 난 후, 뇌, 뇌하수체, 갑상
선(상피소체를 포함), 타액선(악하선, 설하선), 흉선, 심장, 폐(기관지 포함), 간장, 비장, 신장, 부신, 정소, 난소, 전립
선, 정낭, 자궁 및 흉골을 적출하고 기관중량을 측정하고, 부검당일 절식후, 체중으로부터 체중 100g에 대한 상대중량
을 산출한다. 그리고, 척수, 좌골신경, 흉대동맥, 기관, 설, 식도, 위 , 십이지장, 공장, 회장, 맹장, 결장, 직장, 췌장, 장
간막적 이상 부위를 적출하여 인산완충 10% 포르마린액에 고정하고, 골 및 골수(흉골, 대퇴골)는 Bouin's 액에 고정한 
후, 파라핀에 포매하였다. 주군과 회복군에서 용매 대조군과 실험군의 전기관, 조직의 절편을 헤마토크실렌과 에오신(
H & E)에 염색하고, 검경하였다. 그 결과, 약물투여에 기인되었다고 인정되는 특기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상기 실험예 3 ∼ 4에 대한 결론 :

암·수의 SD계 흰쥐에서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를 각각 1 : 10,000 비율로 배합한 복합제제를 단회 경구투여 
및 5주간 반복 경구투여에 의한 급성 및 아급성 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이제, 복합제제의 급성 독성시험(단회 경구투여시험)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암컷 흰쥐에서 LD50 은 경구투여로 칼시트리올 75.0㎍과 알렌드로네이트 750.0㎎이었으며, 수컷 흰쥐에서 LD 50 은 경
구투여로 칼시트리올 77.5㎍/㎏과 알렌드로네이트 775.0㎎/㎏이었다.

칼시트리올 50㎍/㎏과 알렌드로네이트 500㎎/㎏을 복합하여 단회 경구투여 종료시에 사망한 동물이 없었으며, 위식도 
자극증상과 기면상태가 나타난 이외에는 일반상태의 이상은 없었고, 체중, 섭취량 및 뇨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
다. 칼시트리올 75㎍/㎏과 알렌드로네이트 750㎎/㎏ 이상의 경구투여에서 사망한 동물의 비대된 비장의 부검에서 심한 
울혈과 출혈이 관찰되었으나, 이외에는 약물투여에 기인되었다고 인정되는 특이한 병변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복합제제의 아급성 독성시험(5주 반복 경구투여시험)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반복투여 종료시 :

    
칼시트리올 25㎍/㎏과 알렌드로네이트 250㎎/㎏을 복합하여 5주간 반복 경구투여 종료시에 사망한 동물이 없었으며, 
일반상태, 섭취량, 안과학적 검사, 청각검사, 뇨검사, 혈액학적 검사 및 혈액화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검에서 비장비대 이외의 기관중량에서도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직 소견에서 국소적인 폐중격의 중정도의 비후
가 있었고, 비장과 간장, 신장 등에 약간의 울혈이 있었으며, 식도-위의 점막부종과 염증세포침윤이 있었다. 그러나, 이
러한 병변은 저용량(칼시트리올 5㎍/㎏과 알렌드로네이트 50㎎/㎏ 이하) 투여군과 대조군에서도 나타났으므로 약물에 
기인되어 나타났다고 인정할 만한 특이한 병변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외 뇌, 골·골수, 생식선 및 소화선 등에는 전혀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회복 종료시 :

    
칼시트리올 25㎍/㎏과 알렌드로네이트 250㎎/㎏을 복합하여 5주간 반복 경구 투여후 2 주간의 회복종료시에서도 사망
한 동물이 없었으며, 일반상태, 섭취량, 안과학적 검사, 청각검사, 뇨검사, 혈액학적 검사 및 혈액화학적 검사에서 이상
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검에서 비장비대 이외의 기관중량에서도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직소견에서 국소적인 폐
중격의 경미한 비후가 있었고, 비장과 간장 및 신장에 경미한 울혈이 있었으며, 식도-위의 점막부종과 염증세포 침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미한 병변들은 저용량(칼시트리올 5㎍/㎏과 알렌드로네이트 50㎎/㎏ 이하) 투여군과 대조군
에서도 나타났으므로 약물에 기인되어 나타났다고 인정할 만한 특이한 병변은 나타나지 않았다. 위-식도의 경미한 염
증은 설피류의 독성평가상 가역적 상해(reversible injury)로서 특이한 문제가 되는 변화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 외, 
뇌, 골·골수, 생식선 및 소화선 등에는 전혀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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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한 급성· 아급성시험 결과를 통해서 볼때,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를 1 : 10,000으로 배합한 복합
제제의 단회경구 투여시험에서 LD50 가 각각 75㎍/㎏ 및 750㎎/㎏ 이상으로 저독성 약물이며, 칼시트리올 25㎍/㎏과 
알렌드로네이트 250㎎/㎏을 5주간 반복 경구투여하여도 투여종료 및 회복종료시에 아급성 독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 
인체(체중 60㎏)에 투여하는 경우는 이보다 3,000분의 1(칼시트리올 0.5㎍과 알렌드로네이트 5㎎)에 해당되므로 안
전한 복합제제라고 사료되었다.

실험예 5 :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 복합제제의 배합변화 시험

1)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 혼합물과 부형제 등의 첨가제와의 혼화성을 검토하였다.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
트의 혼합물(5㎍ : 50㎎)에 다음 표 5 및 6에 나타낸 바와 같은 부형제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였다.

2) 여기에 별도로, 다시 수분 5%를 첨가한 상태로 40℃의 온도에서 14일간 보관하였다.

그 다음에,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 혼합물과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표 5 및 표 6에 나타내었다. 
이때, 칼시트리올의 안정성 및 알렌드로네이트의 안정성을 HPLC로 정량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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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5 ∼ 6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의 혼합물과 부형제와의 혼화성을 검토한 결과로

 - 21 -



등록특허 10-0317935

 
는 부형제로 만니톨을, 결합제로 포비돈을, 활택제로 스테아린산칼슘 및 스테아린산마그네슘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산화제는 부틸레이티드히드록시톨루엔과 부틸레이티드히드록시아니솔이 칼시트리올의 안정
성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추가 실험 결과, 칼시트리올의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제 약제 조성물에는 
미량이 투여되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 배합변화 실험결과를 토대로 약제 조성물에 들어갈 부형제로 만니톨, 결합제로 포비돈, 활택제로 스테아
린산칼슘, 항산화제로 부틸레이티드히드록시톨루엔과 부틸레이티드히드록시아니솔, 흡수강화제로 라우릴황산나트륨을 
선택하였다.

제조예

본 발명에 따른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을 사용하여 나정, 장용 코팅정, 과립제, 장용 코팅과립제, 캅셀제 및 
장용 코팅 캅셀제 형태로 제형화하였다.

제조예 1 ∼ 3 : 나정의 제조

다음 표 7에 나타낸 조성 및 함량으로 나정을 제조하였음을 밝힌다.

먼저, 칼시트리올과 에탄올의 혼합물에 D-만니톨을 혼합한 후, 여기에 다시 추가적으로 에탄올, 항산화제 및 결합제를 
혼합하였다.

한편, 상기 칼시트리올 과립을 얻는 과정과는 별도로, 알렌드로네이트, 만니톨 및 흡수강화제를 혼합한 후, 여기에 다시 
에탄올 및 결합제를 혼합하였다. 그 다음에 상기 칼시트리올 혼합물과 상기 알렌드로네이트 혼합물을 재혼합한 다음, 
여기에 붕해제 및 활택제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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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예 4 ∼ 6 : 장용 코팅정의 제조

다음 표 8에 나타낸 조성 및 함량으로 장용 코팅정을 제조하되, 상기 제조예 1 ∼ 3에서 얻은 나정을 다음 표 8에 나타
낸 조성 및 함량을 갖는 장용 코팅용액으로 코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제조예 1 ∼ 3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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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예 7 ∼ 9 : 과립제의 제조

다음 표 9에 나타낸 조성 및 함량으로 과립제를 제조하였음을 밝힌다.

먼저, 칼시트리올과 에탄올의 혼합물에 D-만니톨을 혼합한 후, 여기에 다시 추가적으로 에탄올, 항산화제 및 결합제를 
혼합한 다음, 상기 혼합물을 통상적인 분쇄기를 사용하여 14 ∼ 35 메쉬(mesh) 크기로 분쇄하였다. 그리고, 40℃의 
온도로 건조시켜 칼시트리올 과립을 얻었다.

한편, 상기 칼시트리올 과립을 얻는 과정과는 별도로, 알렌드로네이트, 만니톨 및 흡수강화제를 혼합한 후, 여기에 다시 
에탄올 및 결합제를 혼합한 다음, 상기 혼합물을 통상적인 분쇄기를 사용하여 14 ∼ 35 메쉬(mesh) 크기로 분쇄하였
다. 그리고, 40℃의 온도로 건조시켜 알렌드로네이트 과립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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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상기 칼시트리올 과립과 상기 알렌드로네이트 과립을 혼합한 다음, 여기에 붕해제 및 활택제를 첨가하여 혼
합한 후, 타정하였다.

제조예 10 ∼ 12 : 장용코팅 과립제의 제조

다음 표 10에 나타낸 조성 및 함량으로 장용코팅 과립제를 제조하되, 상기 제조예 7 ∼ 9에서 얻은 과립제를 다음 표 
10에 나타낸 조성 및 함량을 갖는 장용 코팅용액으로 코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제조예 7 ∼ 9과 동일하게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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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예 13 ∼ 15 : 캅셀제의 제조

다음 표 11에 나타낸 조성 및 함량으로 캅셀제를 제조하였음을 밝힌다.

먼저, 칼시트리올과 에탄올의 혼합물에 D-만니톨을 혼합한 후, 여기에 다시 추가적으로 에탄올, 항산화제 및 결합제를 
혼합한 다음, 상기 혼합물을 통상적인 분쇄기를 사용하여 14 ∼ 35 메쉬(mesh) 크기로 분쇄하였다. 그리고, 40℃의 
온도로 건조시켜 칼시트리올 과립을 얻었다.

한편, 상기 칼시트리올 과립을 얻는 과정과는 별도로, 알렌드로네이트, 만니톨 및 흡수강화제를 혼합한 후, 여기에 다시 
에탄올 및 결합제를 혼합한 다음, 상기 혼합물을 통상적인 분쇄기를 사용하여 14 ∼ 35 메쉬(mesh) 크기로 분쇄하였
다. 그리고, 40℃의 온도로 건조시켜 알렌드로네이트 과립을 얻었다.

그 다음에 상기 칼시트리올 과립과 상기 알렌드로네이트 과립을 혼합한 다음, 여기에 붕해제 및 활택제를 첨가하여 혼
합한 후, 캅셀제에 충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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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예 16 ∼ 18

다음 표 12에 나타낸 조성 및 함량으로 상기 제조예 13 ∼ 15과 동일하게 제조하되, 다음 표 12에 나타낸 조성 및 함
량을 갖는 장용 코팅용액으로 코팅한 후,캅셀제에 충진하는 것을 달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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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예 6 : 장용 코팅 정제의 안정성 시험

상기 제조예 5에 따라 제조한 장용코팅 정제를 가속조건(40℃, 상대습도 75%)에서 2달동안 보관한 후, 정제의 안정성
을 3회에 걸쳐서 시험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표 13에 나타내었다.

이때, 정제의 안정성 평가 중에서 1) 성상은 육안으로 관찰하여 평가하였고, 2) 확인시험은 HPLC 방법을 사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3) 함량 칼시트리올은 HPLC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4) 함량 알렌드로네이트도 HPLC 방법으로 측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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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13의 결과를 통해서 볼때, 2개월간 실온 및 가속조건에서 정제를 성상, 확인, 함량시험을 통해 안정성 시험을 
한 결과,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유효성분으로 척추골절율의 감소와 골밀도 증가효과를 갖는 칼시트리올(Calcitriol)을 골
흡수억제제인 알렌드로네이트(Alendronate)와 투여하되, 가장 큰 상승작용을 갖는 최적의 투여비율로 투여하고, 이와 
동시에 알렌드로네이트의 흡수강화제를 적정량 첨가한 다음, 각각의 성분을 하나의 제형으로 최적화시켜 복합제제로 제
조함으로써, 칼시트리올을 사용함에 따라 유발되는 부작용인 고칼슘혈증을 억제함과 동시에 알렌드로네이트의 사용에 
따라 유발되는 뼈 생성 방해작용을 칼시트리올이 보상시키면서 약물순응도(Compliance)를 월등히 향상시킬수 있어 효
과적으로 골다공증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음은 물론, 복용방법도 간편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에 있어서,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되, 칼시트리올 1 중량부에 대하여 알렌드로네이트가 1,000 ∼ 
50,000 중량부로 함유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대사성 골질환은 골다공증, 파제트씨병, 구루병, 골연화증, 신부전환자의 신성골이영양증, 부갑
상선기능 항진 및 저하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은 나정, 장용 코팅정, 과립제, 장용 코팅과립제, 캅셀제 및 장
용 코팅 캅셀제 형태로 제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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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조성물의 단위투여 제형내 칼시트리올의 함량은 0.1 ∼ 5.0㎍이고, 알렌드로네이트의 함량
은 1 ∼ 50㎎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흡수강화제로는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를 사용하되, 전체 약제조성물에 대하여 0.01 ∼ 10 중
량%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

청구항 6.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칼시트리올과 에탄올의 혼합물에 만니톨을 혼합한 후, 여기에 다시 추가적으로 에탄올, 항산화제 및 결합제를 혼합
한 다음, 상기 혼합물을 14 ∼ 35 메쉬(mesh) 크기로 분쇄하고 건조시켜 칼시트리올 과립을 얻는 과정과,

B): 알렌드로네이트, 만니톨 및 흡수강화제를 혼합한 후, 여기에 다시 에탄올 및 결합제를 혼합한 다음, 상기 혼합물을 
14 ∼ 35 메쉬(mesh) 크기로 분쇄하고 건조시켜 알렌드로네이트 과립을 얻는 과정 그리고,

C): 상기 A) 과정을 통해 얻은 칼시트리올 과립 1 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B) 과정을 통해 얻은 알렌드로네이트 과립을 
1 중량부로 하여 혼합한 다음, 여기에 붕해제 및 활택제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타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조성물에는 칼시트리올 1 중량부에 대하여 알렌드로네이트가 1,000 ∼ 50,000 중량부로 
함유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칼시트리올과 알렌드로네이트에는 부형제로서 만니톨을 50 ∼ 60 : 40 ∼ 60의 비율로 사용하
되, 전체 약제조성물에 대하여 10 ∼ 98 중량%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성 골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의 제
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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