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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유효 화합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신규 제제의 제조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제약상  유효한  화합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신규의  제제와  이와  같은  제제의  제조방법  및 
제약상 유효한 화합물을 서서히 방출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각종  질병을  의학적으로  치료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실장혈관,  위장  및  화학요법  분야에  있어서, 
투여된  약물은  혈액  중에서  일정한  농도를  갖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하여,  약제로부터  약물을 서서
히 방출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서방형  제제는  전체  치료  투약  간격  동안  적당하고  고른  효과를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양의  약물을 
방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투여된  약물이  일정한  속도로  전달되어  혈액중에서 
고른  농도를  나타내야  함을  의미하는데,  약물이  적은  치료지수를  갖는,  즉  유효  농도와  독성 농도간
의  차이가  적은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약물의  지속적이고  일정한  방출은  또한  국부에  고농도로 존
재할 경우 위장 장해를 일으킬 잠재적 위험이 있는 국부를 자극하는 약물의 경우나,  또는 짧은 제거 
반감기를  갖는  약물의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후자의  경우에,  보다  적은  투여  빈도수와  아울러  이에 
따른  환자의  보다  좋은  적응성은  종래의  투여형에  비해  서서히  방출되는  제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헤이스(Hayes R. B.) 등의 Clin. Pharm. Therap. (1977년), 제22권, 제125-130페이지 참조].

약물은 임의의 투여 경로를 통하여 서서히 방출시킬 수  있으나,  그  제제는 예를 들면 약물을 서서히 
재현  가능하게  방출하여야  하고,  재현가능하게  흡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독성  또는  자극성  성분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높은  투여량의  약물에도  적합해야  하는  등,  바람직하게는  몇  가지  특성을 공통
으로 지녀야 한다.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경구  투여용  약물  전달  시스템의  예로서는 Durules 과  같은  불용성  기질형 

서방형  정제  및 OROS  와  같은  삼투적으로 유효한 전제를 들  수  있다. OROS  시스템은 미합중국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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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제 4,036,277호 및 티우웨스(Theeuwes F.) 등의 문헌[British Journal of Clinical 
Pfarmacology(1985년),  제  19권의  부록,  제695-765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주성분인 
약물이  적은  구멍이  뚫려져  있는  반투과성  중합체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제  코어로  이루어진다. 독
일  연방  공화국  특허  공개  공보  제  2,030,501호에는  무정형  이산화규소를  함유하는  기질형  제제가 
기재되어  있다.  유효  화합물은  확산에  의해  기질을  통하여  방출된다.  전술한  예는  모든  약물이  단일 
단위로 농축된 단일 단위 시스템인 반면에, 본 발명은 복수 단위 성분으로 된다.

영국  특허  공개  공보  제  1,542,414호에는  유효  화합물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된  유지 지지
체  물질과,  이  지지체  물질과  접촉하고  있는  유리  물질을  함유하는  조성물이  기재되어  있다.  유리는 
가용성  금속  이온을  함유한다.  이  약물의  방출은  이온  교환  과정에  기인한,  유리  물질로부터  금속 
이온의 용해에 의해 지배된다. 명백히 유리는 조성물의 불용성의 불활성 화합물이 아니다.

다수의  소단위로  이루어지는  데포(depot)제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여러가지  잇점들이  문헌에 기재되
어 있다.  예를 들면,  입도가 1-2mm  미만인 경우에 단위들이 위로 부터 소정으로 재현 가능하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Bogentoft  C.  외  공저  :  Influence  of  food  on  the  absorption  of 
acetylsalicylic  acid  from  enteric  coated  dosage  forms.  Europ.  J.  Clin.  Pharmacol.(1978년),  제 
14권,  제  351-355페이지  참조].  위장관  내의  넓은  면적에  걸친  분산은  더욱  재현  가능한  전체  통과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은  흡수  과정에  유리한  점이다.[Edgar  B.  외  공저  :  Comparison  of 
two  enteric-coated  acetylsalicylic  acid  preparations  by  monitoring  steady-state  levels  of 
salicylic  acid  and  its  metabolites  in  plasma  and  urine.  Biopharmaceutics  ＆  Drug  Disposition, 
(1984년),  제  5권,  제251-260페이지  참조].  또한  복수  단위  제제는  투여물이  장내에  퍼지므로,  단일 
약물 단위에 좋다.  소화관에서의 수축에 의해 일부 투여물에 의한 국부적 자극 및  축적의 위험도 역
시  적어진다[McMahan  F.  G.  외  공저  :  Upper  gastrointestinal  lesions  after  potassium  chloride 
supplements  :  A  controlled  clinical  trial.  The  Lancet  (11월,  제  13권),  제  1059-1061페이지 참
조].

복수 단위 제제에 따른 추가의 잇점은 이것이 모두 동일한 흡수 특성을 갖는 보다 작은 부분으로 분
할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투여물의 크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보다 큰  적응성을 얻는 것을 가능
하게 해준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제약상 유효한 화합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제제는  제약상  유효한  화합물로  피복된  다수의  불용성  소립자  코어로  이루어진다.  이 코
어의  크기는  0.1-2mm,  적합하기로는  0.1-0.5mm이며,  불용성인  불활성  물질로  구성된다.  여기서 불용
성이란,  물질이  물,  생리적  유체,  또는  정맥내  주입용으로  사용되는  통상의  액체  중에  용해되지 않
음을  의미한다.  불용성인  불활성  물질의  예로서는  이산화실리콘,  유리  또는  플라스틱  수지  입자들을 
들  수  있다.  적당한  종류의  플라스틱  물질로서는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이  있는데, 폴리프로
필렌과 같은 제약상 허용되는 플라스틱이 좋다. 코어 물질은 표준화된 크기와 형태를 가져야 
하는데,  고른  표면을  갖는  구형이  좋다.  바람직하기로는,  코어  물질은  유동상  공정에  적합하도록 충
분히  높은  밀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코어  물질은  고도의  순도를  갖는  것,  즉  가용성  오염 화합물
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

제약상  유효한  화합물은  바람직하기로는  용액으로부터  분무에  의해  코어  물질상에  도포된다.  이에 
따라,  유효  화합물은  불용성  코어  상에  조밀층을  형성한다.  제약상  유효한  화합물로서는  심장혈관, 
위장  또는  화학요법  효과를  갖는  화합물,  특히  아드레날린  베타-차단제  및  항생물질  등을  사용한다. 
코어  물질  상에  도포할  수  있는  제약상  유효한  화합물로서  적합한  것으로는  아프레놀롤염, 메토프롤
롤염,  퀴니딘염,  마그네슘염  및  암피실린염을  들  수  있다.  생성된  입자  또는  비이드(bead)의  입도는 
0.2-3.0mm인데,  0.3-1.0mm인  것이  좋다.  그러나,  이들이  가공  처리  과정에서  건조하여  제거시킬  수 
있는 용매 중에 용해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제제가 요구되는 대부분의 약물에 대하여 전술한 방법
에 따라 서방형 제제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 의한 비이드는 조밀한 구조인데, 이것은 공극히 15% 미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이드는  약물  방출을  완화  및  제어하는  중합체막에  의하여  피복된다.  중합체막은  각종  방출  특성, 
예를들면  pH  의존성,  장용피,  pH  비의존성,  체류  시간의  유무에  따라  약물을  방출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pH  1-8  범위에서  pH  비의존성인  서방형이다.  적합한  중합체  물질의 예로서
는,  에틸  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

메틸  프탈레이트(예,  HP  55),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프탈레이트, Eudragit  RL, Eudragit  RS를  들 

수  있다.  에틸  셀룰로오스는  단독으로,  또는  피복층의  투과성을  조절하기  위해  예를  들면 히드록시
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와 같은 수용성 중합체와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에틸  셀룰로오스는  상이한  점도를  갖는  등급으로  입수할  수  있다.  후술하는  실시예에서는,  점도가 
10,  50  또는  100cps인  품질의  에틸  셀룰로오스를  사용하였으나,  다른  종류의  에틸  셀룰로오스도 역
시 적합하다.

Eudragit 은  룀  파르마사(Rohm  Pharma)가  제조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는  다수의  피막 코팅

물질의  상표명이다.  예를  드련, Eudragit  RL  및  RS는  아크릴산과  메타크릴산에스테르를  낮은 함량

의  사급  암모늄기와  합성한  공중합체이다.  이들  암모늄기와  나머지의  중성  (메트)아크릴산 에스테르

의 몰비는 Eudragit  RL의  경우 1  :  20이고, Eudragit  RS의  경우 1  :  40이며,  상이한 투과 특성을 

갖게 된다.  사용  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Eudragit 은 Eudragit  L, Eudragit  S  및 Eudragit  E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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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체막의  기술적  특성을  개선하거나  또는  방출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중합체  용액에  안료 
및/또는  가소제를  첨가할  수도  있다.  가소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는  시트르산에스테르, 아세
틸화모노글리세리드 및 글리세린트리아세테이트가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신규의 제제에는 여러가지의 유리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입자의 유효 성분의 함
유비가  높고,  가용성인  불활성  화합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락토오스  또는  당의 코어
를  치료학적으로  유효한  화합물로  피복시킬  때가  그  경우이다.  이것은  제제가  비경구  투여용으로 사
용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코어  물질로서  예를  들면  이산회실리콘의  저밀도  입자를  사용함으로써,  유효  화합물의  고농축 비이
드(과립)를 얻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은 고투여량 제제, 예를 들면 염화마그네슘의 경우에 
유리하다.

본  발명에  의한  신규의  제제가  갖는  잇점은,  유효  화합물로  도포된  불용성  코어를  피복시키는 경우
가  가용성  코어  물질을  갖는  제제를  피복시키는  경우에  비하여  사방형  약물을  얻는  데에는 일반적으
로  더  소량의  중합체  물질이  요구된다는  점이다(제1도  참조).  본  발명에  의한  제제는  각종  투여 경
로,  예를  들며  경구비경구로  투여할  수  있다.  정맥내  투여의  예로서는  유럽  특허  공고  제 59,694호
에 기재되어 있는 약물 투여 장치에 의한 것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유효  화합물이  피복된  비이드를  경구  투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제제는  경질 젤
라틴  캡슐이나  향낭  중에  충전시킨  과립체,  또는  정제로  제형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투여  후의 목적
하는 혈장 농도 특성 및 효과의 지속 기간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소형의  비이드를  타정시키는  경우에,  이들은  정제  특성을  개선하고,  개개의  비이드를  유리시키도록 

정제의 붕해를 촉진하는 Avicel 과 같은 미세 결정성 셀룰로오스를 함유하는 첨가제와 혼합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투여  빈도수를  줄이고,  다음  투여때까지  전기간  동안  혈장  내의  약물  농도를 거
의  일정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에  의한  신규의  제제를  사용하면,  1일  1회의  투여로 
충분하다.

또한,  서방형  제제의  제조방법도  본  발명의  또  하나의  특징을  나타낸다.  제약상  유효한  화합물을 적
합한  용매,  예를  들면  염화메틸렌,  에탄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또는  물  중에  용해시키고  이것을 피
복  팬,  또는  바람직하기로는  유동상  내에서  불용성  코어  물질  상에  분무시킨  후,  용매를  건조하여 
제거한다.  이어서,  얻은  비이드를  전술한  바  있는  중합체층으로  피복시킨다.  중합체  혼합물은 에탄
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및/또는  염화메틸렌과  같은  용매  중에  용해된다.  분무는  피복  팬  중에서 행
할  수도  있으나,  유동상  내에서  행하는  것이  좋다.  에틸  셀룰로오스  역시  분산  수용액(라텍스)으로 
도포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  제제는  치료학적으로  유효한  화합물을  서서히  일정하게  방출시키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특히  유리하다.  치료학적으로  유효한  화합물을  서서히  방출시키는  방법  또한  본  발명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실시예 

실시예 1

코어

메토프롤롤 푸마레이트                                   1440g

염화메틸렌                                                    9618g 

95% 에탄올                                                   3888g

SiO2(0.15-0.25mm)                                        375g 

중합체층       

에틸 셀룰로오스 10cps                                  265.6g

히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58.4g

아세틸트리부틸시트레이트                               36.0g

염화메틸렌                                                     6141g

이소프로필 알코올                                           1544g

유동상  조립기  중에서,  95%  에탄올  용액에  용해시킨  메토프롤롤  푸마레이트를  이산화실리콘  코어 상
에  분무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형성시킨  비이드(0.4-0.63mm  분획물)  400g을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
필  알코올에  용해시킨  에틸  셀룰로오스(점도,  10cps),  히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와 아세틸트리
부틸시트레이트를  함유하는  중합체  용액으로  분무하여  피복시켰다.  이어서,  피복된  비이드를  경질 
젤라틴 캡슐에 충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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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3 및 참조예 1

중합체층

상기 과립(0.4-0.5mm 분획물) 400g을 하기 조성물로 피복시켰다.

에틸 셀룰로오스 10cps                                         52.3g

아세틸트리부틸시트레이트                                       8.6g

염화메틸렌                                                           1111g

이소프로필 알코올                                                   218g 

95%  에탄올  및  염화메틸렌의  용액에  용해시킨  메토프롤롤  숙시네이트를  이산화실리콘,  유리  및 염화
나트륨  각각으로  된  코어  상에  분무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형성시킨  비이드를  염화메틸렌과 이소프
로필  알코올중에  용해시킨  에틸  셀룰로오스(점도,  10cps)와  아세틸트리부틸시트레이트를  함유하는 
중합체  용액으로  분무하여  피복시켰다.  제1도는  20시간  동안  메토프롤롤  숙시네이트의  누적 방출율
을  나타내고  있다.  이  도면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효  화합물을  이산화실리콘  또는  유리 
상에  도포하는  경우에는  서서히  거의  일정하게  유효  화합물이  방출될  수  있으나,  가용성 염화나트륨
으로  된  코어는  초기  방출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코어  물질로서  가용성  염화나트륨이 
사용된 제2도(하기 참조예 2 참조)에서도 설명된다.

참조예 2

코어

메토프롤롤 숙시네이트                                            2000g

KCl(0.1-0,2mm)                                                      400g

염화메틸렌                                                             13360g

95% 에탄올                                                              7900g

상기 참조예 2에 의한 과립 400g을 하기 조성물로 피복시켰다.

중합체층

에틸 셀룰로오스(점도, 10cps)                                    135.3g

Eudragit  RS                                                           27.4g 

아세틸트리부틸시트레이트                                           27.4g

염화메틸렌                                                                 4469g   

이소프로필 알코올                                                         661g

과립들을 상기 실시예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제형화하였다.

실시예 4-6

상기 실시예 4-6에 의한 과립 400g을 하기 조성물로 피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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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체층

상기  제제들을  상기한  바와  같이  제형화하였다.  20시간  동안의  메토프롤롤  숙시네이트의  방출율을 
하기 표 1에 나타내었다. 제제들은 모두 장기간에 걸쳐서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였다.

실시예 7

코어

염화마그네슘 6수화물                                             1100g

99.5% 에탄올                                                         6200g

이산화실리콘(0.15-0.30mm)                                     400g

중합체층

에틸 셀룰로오스 50cps                                               533g

염화메틸렌                                                              14107g

이스프로필 알코올                                                     5481g

99.5%  에탄올  용액에  용해시킨 염화마그네슘(MgCl2 )를  이산화실리콘  코어  상에  분무하였다.  이와 같

이하여  얻은  비이드  400g을  염화메틸렌  및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용액에  용해시킨  에틸 셀룰로오스
(점도,  50cps)로  피복시켜서 염화마그네슘(MgCl2 )347mg/g을  함유하는  과립제를  얻었다.  시험관 내에

서의 약물의 방출율은 1시간 후 38%, 2시간후 58%, 6시간 후 82%이었다.

실시예 8

코어

암피실린-Na                                                           600g

95% 에탄올                                                             894g 

정제수                                                                    1020g

유리(0.5mm)                                                             500g

중합체층

에틸 셀룰로오스 100cps                                                 15g

염화메틸렌                                                                    600g  

이소프로필 알코올                                                         150g

암피실린-Na를  에탄올/물  용액으로부터  유리  코어  상에  분무하였다.  이어서,  암피실린-Na  비이드 
500g을  염화메틸린/이소프로필  알코올  중에  용해시킨  에틸  셀룰로오스(점도,  100cps)의  중합체 용액
으로  피복시켰다.  시험관  내에서  40분  후  약물  함량의  50%가  상기  비이드로부터  용해되어 방출되었
다.

실시예 9

코어

메토프롤롤 숙시네이트                                                   1440g

염화메틸렌                                                                     9618g

95% 에탄올                                                                    3888g

SiO2(0.15-0.25mm)                                                          375g 

중합체층

에틸 셀룰로오스 N-10                                                    166.2g

히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39.0g

아세틸트리부틸시트레이트                                                 22.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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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메틸렌                                                                       3889g

이소프로필 알코올                                                              978g

정제 첨가제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429.3g

옥수수 전분                                                                        67.1g

락토오스 분말                                                                      40.3g 

폴리비돈                                                                             55.5g

정제수                                                                                314.7g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1.2g 

정제 피막(12,500 정제)

히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6cps                                    159.6g

폴리에틸렌 글리콜 6000                                                         39.9g

염료 이산화티탄                                                                      39.9g

정제수                                                                                   
1356g

파라핀                                                                                      
1.6g

메토프롤롤  숙시네이트를  상기  실시예에  기재된  방법으로  이산화실리콘  코어  상에  분무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얻은  비이드(0.4-0.63mm  분획물)  400g을  상기  중합체  용액으로  피복시켰다.  피복된 메토
프롤롤  숙시네이트의  비이드를  첨가제와  동량으로  혼합하고,  여기에  0.1%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을 첨
가하여  얻은  건조  화합물을  타정하여  정제를  얻었다.  최종적으로,  정제를  피복  팬  내에서  상기 중합
체 용액으로 피복시켰다.

코어  물질로서  사용된  매우  작은  입도,  즉  0.15-0.25mm인  조밀한 SiO2 는  제조된  작은 비이드(0.4-

0.63mm) 내에서 고함량의 약물에 기여하므로 최종 제제의 크기가 감소된다.

하기 표 1에 실시예 1-6 및 9 및 참조예 1 및2에 의한 조성물의 약물 방출 데이타를 요약하였다.

생물 약제학적 연구

본 발명에 따른 경구 투여(실시예 9  참조)는  제3도에 예시되어 있다.  24시간에 걸쳐서 고른 혈장 농
도  특성을  갖는  1일  1회  투여용  제제를  얻기  위하여  메토프롤롤  숙시네이트에  대하여  복수 단위계
(單位系)을 피복하였다.

본  발명에  의한  서방형  제제  중  메토프롤롤  숙시네이트  190mg(메토프롤롤  타르트레이트  200mg에 상
당함)의  단일  투여량을  10명의  건강한  남성  피검자에  투여하였다.  메토프롤롤의  혈장  농도를 메토프

롤롤  타르트레이트  200mg을  함유하는  불용성  기질  성분  기재의  서방형 정제(Eurules )를  단일 투여

한 후의 혈장 농도와 비교하였다.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제제는 거의 일정
한  메토프롤롤  혈장  농도를  나타내는  반면에,  기질  정제는  투여  후  처음  몇시간  동안  혈장  농도에 
있어서 부적합하게 높은 피크를 나타내었다.

발명을 수행하는 최선의 실시 형태는 현재로서는 실시예 9이다.

[표 1]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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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용매  중에  용해된  제약상  유효한  화합물을  입도가  0.1-2mm인  불용성  코어  물질에  도포하고,  용매를 
증발시켜서  유효  화합물의  조밀층으로  도포된  입도가  0.2-3.0mm인  비이드를  얻고,  이어서  이 비이드
를 서방형 중합체 막으로 더 피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방형 제품 제조용 비이드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코어  물질의  입도가  0.1-0,5mm이고,  상기  제약상  유효한  화합물로  피복된  코어 물
질의 입도가 0.3-1.0m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코어 물질이 이산화실리콘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코어 물질이 소립자의 유리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서서히  방출되는  것이  요구되는  제약상  유효한  화합물을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제약상 유효한 화합물이 경구 또는 비경구 투여용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제약상  유효한  화합물이  심장혈관,  위장  또는  화학요법  분야에서  사용됨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제약상 유효한 화합물이 아드레날린 베타-차단제의 염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제약상 유효한 화합물이 항생물질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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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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