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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난용성활성물질용제약조성물

명세서

본 발명은 난용성 활성 물질용 제약 조성물 및 상기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1>

일반적으로, 정제, 캡슐제 또는 당의정과 같은 고상 투여 형태의 활성 물질의 경구 투여는 다른 <2>
투여 형태, 예를 들면 비경구 투여 형태보다 우수한 잇점을 제공한다. 주사 투여에 의해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은 정제, 캡슐제 또는 당의정의 투여가 약간 알려진 다른 질병보다 심각하다고 순전히 주관적으로 느
끼게 된다. 상기 투여 형태는 환자 스스로의 자가 치료에 적합한 것으로 특히 유리하지만, 몇가지의 예외
를 제외하고 비경구 투여 형태는 내과의 또는 준의료 보조원에 의해 투여되어야 한다.

경구 투여 형태의 투여 및 용해 후에, 위장액, 예를 들면 위액 또는 장액은 활성 물질에 작용한<3>
다. 많은 경구 투여용 활성 물질은 친지성이므로, 위장관의 수성 환경에서는 난용성이다. 이들 환경하에
서는, 재흡수될 수 있는 활성 물질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 생체 이용율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
로 활성 물질을 보다 많은 투여량으로 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 생물학적 변이성 및 바람직하지 
않은 효능도 변화가 발생한다.

난용성 활성 물질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이른바 가용화제 (solubilizer), 예를 들면 친수<4>
성 공용매, 전형적으로 에탄올, 프로필렌 글리콜, 액체 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친지성 가용화제, 전형적
으로 레시틴, 지방산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또는 지방산 글리세롤 폴리글리콜 에스테르가 문헌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가용화제의 사용은 내성의 저하 및 투여 형태의 안정성 결여로 인하여, 예를 들면 탈균질화
(dehomogenisation)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독일 연방 공화국 출원 공개 제40 05 190호에는 글리세롤 지방산 부분 에스테르 또는 프<5>
로필렌 글리콜의 부분 에스테르의 사용이 제안되어 있다. 이들 부형제(보조 계면활성제)의 사용은 바람직
하지 않은데, 이는 이들을 단지 2 내지 3의 좁은 HLB 범위에서만 얻을 수 있음으로써, 가용화되는 활성 
물질을 상이한 용해도로 조정하기 위한 담체 조성물 중에 존재하는 성분의 비의 변화를 제한하기 때문이
다.

본 발명의 목적은 특히 적합한 부형제를 선택함으로써 경구 투여용 활성 물질의 용해도, 재흡수 <6>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 그의 생체 이용율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본 발명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데, 본 발명은 수난용성이고, 담체 조성물에 존재<7>
하는, 활성 물질의 가용성을 향상시키는데 특히 유용한 제약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담체 조성물의 중량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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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및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8>
친수성-친지성 밸런스값 (Griffin에 따른 HLB값)이 10 미만인, 실질적으로 순수하거나 또는 혼합물 형태
의 보조 계면활성제 약 10-50 중량%,

b) 필수 친지성 성분으로서 트리글리세리드를 포함하는, 실질적으로 순수하거나 또는 혼합물 형<9>
태의 제약상 허용되는 오일 약 5-40 중량%, 및

c) HLB값이 10초과인 실질적으로 순수하거나 또는 혼합물 형태의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약 10-50 <10>
중량%, 및

임의로 제약상 허용되는 추가 부형제를 포함한다.<11>

또한, 본 발명은 수난용성이고, 상기한 성분들을 포함하는 담체 조성물 중에 존재하는 가용화된 <12>
활성 물질을 함유하는 제약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제약 조성물은 경구 투여 단위, 
예를 들면 전분 또는 경질 또는 연질 젤라틴 캡슐에 충전되기에 적합하다.

본 발명의 설명 범주 내에, 앞서 및 이후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3>

용어 "제약 조성물"이란 수난용성이고, 상기한 성분들을 포함하는 담체 조성물중에 존재하는 가<14>
용화된 활성 물질의 혼합물 또는 활성 물질의 배합물을 정의하며, 이 혼합물은 경구 투여 형태, 바람직하
게는 전분, 또는 경질 또는 연질 젤라틴 캡슐로 가공될 수 있다.

수난용성 활성 물질 또는 활성 물질의 혼합물에 관한 용어 "가용화된" 또는 "가용화"란 치료 유<15>
효 투여량이 완전히 용해되거나, 부분 용해 과정에 의해 적어도 생체 이용될 수 있을 정도로, 활성 물질
의 분산성을 향상시키는 적합한 가용화제의 작용에 의해 유도되는 분산 과정을 의미한다. 용어 "분산도"
란 물 중의 부형제와 활성 물질의 순수 분자 용액, 및 콜로이드성 용액, 전형적으로 투명 또는 유백색이
고, 임의의 여과 예를 들면 공극 직경 약 5-10 ㎛의 멸균 필터를 사용하는 여과 후에 고상 입체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분자 콜로이드 또는 회합 콜로이드의 용액, 또는 예를 들면 단지 초원심 분리에 의해서만 
분리 가능한 미셀 용액 또는 스페로콜로이드의 미세 에멀젼의 형성에 대한 척도로 정의된다. 분산도는 예
를 들면 물 1 ℓ당 mg 또는 mmol로 나타낼 수 있다.

수난용성 활성 물질 또는 활성 물질 혼합물의 수용해도는 500 mg/1000 ㎖ 미만, 바람직하게는 <16>
200 mg/㎖ 미만이다.

특히 적합한 난용성 활성 물질로는 매크로라이드 구조를 갖는 면역억제제, 통상적으로 시클로스<17>
포린 A, 시클로스포린 G, 라파마이신, 타크로리무스, 데옥시스페르구알린,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 구스
페리무스,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 통상적으로 아세틸살리실산, 이부프로펜 또는 S(+)-이부프로펜, 인도
메타신, 디클로페낙, 피록시캄, 멜록시캄, 테녹시캄, 나프록센, 케토프로펜, 플루르비프로펜, 
페노프로펜, 펠비낙, 술린닥, 에토돌락, 옥시펜부타존, 페닐부타존, 나부메론; 심장혈관 활성을 갖는 디
히드로피리딘 유도체, 예를 들면 니페디핀, 니트렌디핀, 니모디핀, 니솔디핀, 이스라디핀, 펠로디핀, 암
로디핀, 닐바디핀, 락시디핀, 베니디핀, 마스니디핀, 푸르니디핀, 니굴디핀; 진정제 및 자극제, 통상적으
로 α-리폰산, 무라밀 펩티드, 예를 들면 무라밀 디펩티드 또는 무라밀 트리펩티드, 로무르티드, 지용성 
비타민, 통상적으로 비타민 A, D, E 또는 F; 알칼로이드, 예를 들면 빈코펙틴, 빈크리스틴, 빈블라스틴, 
레세르핀, 코데인, 맥각 알칼로이드, 통상적으로 브로모크립틴, 디히드로에르고타민, 디히드로에르고크리
스틴; 항종양제, 예를 들면 클로람부실, 에토포사이드, 테니포사이드, 이독시펜, 탈리무스틴, 
텔록산트론, 티라파자민, 카르젤레신, 덱스니굴디핀, 인토플리신, 이다루비신, 밀테포신, 
트로포스파미드, 텔록산트론, 멜팔란, 로무스틴, 4,5-비스(4'플루오로아닐리노)프탈이미드; 4,5-디아닐리
노프탈이미드; 면역 조절제, 통상적으로 티모크토난, 프레자티드 구리 아세테이트; 항감염제, 예를 들면 
에리트로마이신, 다우노루비신, 그라미시딘, 독소루비신, 암포테리신 B, 젠타마이신, 루코마이신, 스트렙
토마이신, 가네프로마이신, 리파멕실, 라모플라닌, 스피라마이신; 항균제, 통상적으로 플루코나졸, 케토
코나졸, 이트라코나졸; H2-수용체 길항제, 통상적으로 파모티딘, 시메티딘, 라니티딘, 록사티딘, 니자티
딘, 오메프라졸, 프로테인키나제 억제제, 예를 들면 N-[4-메틸-3-(4-피리딘-3-일피리미딘-2-일아미노)페

닐]벤즈아미드, N-벤조일스타우로스포린; HIV-1-프로테아제 억제제, 예를 들면 BOC-Phe
c
Phe-Val-Phe-모르

폴린 또는 그의 O-[2-(2-메톡시에톡시)아세톡시]유도체; 루코트리엔 길항제, 통상적으로 N-[4-(5-시클로
펜틸옥시카르보닐아미노-1-메틸인돌-3-일메틸)-3-메톡시벤조일]-2-비닐옥시]벤젠술폰아미드가 있다.

특히 바람직한 활성 물질로는 시클로스포린, 라파마이신, 타크로리무스, 데옥시스페르구알린, 마<18>
이코페놀레이트-모페틸, 니페디핀, 니모디핀, 에토포사이드, 이부프로펜 및 α-리폰산이 있다.

유리산 또는 염기 형태 대신에, 활성 물질은 제약상 허용되는 염, 통상적으로 히드로브로마이드, <19>
히드로클로라이드,  메실레이트,  아세테이트,  숙신네이트,  락테이트,  타르트레이트,  푸마레이트, 

술페이트, 말레에이트 형태 등의 제약 조성물로 존재할 수 있다.

활성 물질 또는 그의 배합물의 농도는 투여되는 투여량에 의해 결정되며, 담체 조성물의 중량 기<20>
준으로 1 내지 30 중량%, 바람직하게는 5 내지 20 중량%, 보다 특히 5 내지 12 중량%의 범위일 수 있다.

인용된 활성 물질 중 하나 또는 활성 물질 배합물에 대한 담체 조성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21>

담체 조성물에 존재하는 성분에 대한 요구 조건인 "실질적으로 순수한"이란 활성 물질 배합물이 <22>
다른 성분과 혼합되기 전에, 90% 초과, 바람직하게는 95 % 초과의 상기 성분의 순도로 정의된다. "실질적
으로 순수한" 것으로 정의된 성분은 바람직하게는 균일하게 정의된 구조 및 조성을 갖는다.

담체 조성물 중에 혼합물로서 존재하는 성분은 천연 물질의 혼합물일 수 있으며, 그의 조성은 원<23>
료 자체, 그의 단리 및 그의 추가 공정에 따라 좌우된다. 이러한 혼합물의 성분은 제조자의 설명서에 나
타나 있다.

성분 a)의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는 실질적으로 순수한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또<24>
는 상이한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폴리글리세롤 사슬은 바람직하게는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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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수가 8 내지 20의 짝수인 포화 또는 불포화 카르복실산의 1 내지 10개의 산기로 에스테르화된 글리세
롤 10단위 이상을 함유한다.

폴리글리세롤 사슬을 에스테르화하는, 탄소 원자수가 8 내지 20의 짝수인 포화 카르복실산의 산<25>
기는 바람직하게는 직쇄이고, 12, 14, 16 및 18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n-도데
카노일, n-테트라데카노일, n-헥사데카노일 또는 n-옥타데카노일이 있다.

폴리글리세롤 사슬을 에스테르화하는, 탄소 원자수가 8 내지 20의 짝수인 불포화 카르복실산의 <26>
산기는 바람직하게는 직쇄이고, 12, 14, 16 및 18개의 탄소 원자 및 1개의 이중 결합을 함유하는 것으로
서, 통상적으로 9-시스-도데세노일, 9-시스-테트라데세노일, 9-시스-헥사데세노일 또는 9-시스-옥타데세
노일이 있다.

또한, 다음에 제시된 것들이 인용된 산기에 대해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9-시스-도데세노일(라우<27>
롤레오일), 9-시스-테트라데세노일(미리스톨레오일), 9-시스-헥사데세노일(팔미톨레오일), 6-시스-옥타데
세노일(페트로셀로일), 6-트란스-옥타데세노일(페트로셀라이도일), 9-시스-옥타데세노일(올레오일), 9-트
란스-옥타데세노일(엘라이도일), 11-시스-옥타데세노일(박세노일), 9-시스-이코세노일(가돌레오일), n-도
데카노일(라우로일),  n-테트라데카노일(미리스토일),  n-헥사데카노일(팔미토일), n-옥타데카노일(스테아
로일), n-이코사노일(아라키도일).

균일하게 한정된 구조를 갖는 적합한 폴리글세롤 지방산 에스테르로는 통상적으로 디글리세롤 모<28>
노카프레이트, 디글리세릴 모노라우레이트, 디글리세롤 디이소스테아레이트, 디글리세롤 모노이소스테아
레이트, 디글리세롤 테트라스테아레이트 (폴리글리세릴 2-테트라스테아레이트), 트리글리세롤 모노올레에
이트  (폴리글리세릴  3-모노올레에이트),  트리글리세롤  모노라우레이트,  트리글리세롤  모노스테아레이트 
(폴리글리세릴 3-스테아레이트), 트리글리세롤 모노이소스테아레이트, 헥사글리세롤 디올레에이트 (폴리
글리세롤 6-디올레에이트), 헥사글리세롤 디스테아레이트 (폴리글리세롤 6-디스테아레이트), 데카글리세
롤 디올레에이트 (폴리글리세롤 10-디올레에이트), 데카글리세롤 테트라올레에이트 (폴리글리세롤 10-테
트라올레에이트), 데카글리세롤 데카올레에이트 (폴리글리세롤 10-데카올레에이트), 데카글리세롤 데카스
테아레이트 (폴리글리세롤 10-데카스테아레이트)가 있다. 괄호에 기재된 것은 CTFA 명명이다. 이들 제품

은 등록 상표 Caprol
?
 (Columbus Ohio 소재의 Karlshamns USA Inc.사 상표)로 시판되고 있다. 구체적인 제

품명은 CAPROL 2G4S, 3GO, 3GS, 6G2O, 6G2S, 10G2O, 10G4O, 10G10O, 10G10S이다. Solvay Alkali GmbH (D-
3002 Hannover에 소재)사의 DGLC-MC, DGLC-ML, DGLC-DISOS, DGLC-MISOS, TGLC-ML 및 TGLC-MISOS의 제품명
으로 시판되는 또다른 제품이 있다.

상이한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의 혼합물은 데카글리세롤 모노올레에이트, 디올레에이트, <29>
혼합 지방산의 폴리글리세롤 에스테르, 지방산의 폴리글리세롤 에스테르, 폴리글리세롤 카프레이트, 코코
에이트, 라우레이트, 라놀리네이트, 이소스테아레이트 또는 리지놀레이트와 같은 이름으로 특정되며, 등

록  상표 Triodan
?
 및 Homodan

?
(Denmark  Grindsted  소재의  Grindsted  Products의  상표)로  특정  제품명 

TRIODAN 20, 55, R90 및 HOMODAN MO; Radiamuls
?
 (Belgium Bruxelles 소재의 Petrofina (FINA)의 상표)로 

특정 제품명 RADIAMULS  Poly  2253;  제품명 CAPROL  PGE  860  또는 ET,  또는 등록 상표 Plurol
?
 (프랑스 

Saint-Priest 소재, Gattefosse Etablissements의 상표), 특정 제품명 : PLUROL Stearique WL 1009 또는 
PLUROL Oleique WL 1173으로 시판되고 있다. 하노버 데-3002 소재의 Solvay Alkali GmbH사의 제품 PGLC-C 
1010S, PGLC-C 0810, PGLC 1010/S, PGLC-L T 2010, PGLC-LAN 0510/S, PGLC-CT 2010/90, PGLC-ISOS T UE, 
PGLC R UE, PGLC-ISOS 0140이 추가로 이용될 수 있다.

인용된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는 "기재", "요구 조건" 및 "시험"에 관한 232페이지의 "모<30>
노그래프  (Monographs)"하의  식품  화학  법전  (Foodchemical  Codex)  FCC  Ⅲ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특히, 특정 제품의 데이타 시트에 대해 상기 제조자에 의해 발행된 제품 내역, 구체적으로 모노에스테르 
함량, 강하점, 유리 글리세롤, 유리 지방산, 요오드가, 형태, 항산화제, HLB값, 특성 및 안정성과 같은 
내용이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인용된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는 EC 식품 첨가제 지침의 E 475 (EC 지침 74/329) <31>
및 U.S. FDA 법전 21 CFR §172.854의 규정에 따른다.

바람직하게는, 성분 a)의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는 실질적으로 순수한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32>
테르, 또는 상이한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소르비탄 골격은 탄소 원자수가 8 내
지 20의 짝수인 포화 또는 불포화 직쇄 카르복실산의 1 내지 3개의 산기로 에스테르화한다.

소르비탄 골격을 에스테르화하는, 탄소 원자수가 8 내지 20의 짝수인 포화 카르복실산의 산기는 <33>
바람직하게는 탄소 원자수 12, 14, 16 및 18의 직쇄이며, 통상적으로 n-도데카노일, n-테트라데카노일, 
n-헥사데카노일 또는 n-옥타데카노일이 있다.

탄소 원자수가 8 내지 20의 짝수인 불포화 카르복실산의 산기는 바람직하게는 탄소 원자수 12, <34>
14, 16 및 18의 직쇄이며, 통상적으로 올레오일이다.

적합한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로는 바람직하게는 소르비탄 모노라우레이트, 소르비탄 모노팔<35>
미테이트, 소르비탄 모노스테아레이트, 소르비탄 트리스테아레이트, 소르비탄 모노올레에이트, 소르비탄 

세스퀴올레에이트 및 소르비탄 트리올레에이트가 있다. 이들 생성물은 등록 상표 Span
?
 (미국 Wilmington 

소재의 Atlas사의 상표), 특정 제품명: SPAN 20, 40, 60, 65, 80 및 85; Arlacel
?
 (Atlas사의 상표), 특정 

제품명: ARLACEL 20, 40, 60, 80, 83, 85 및 C; Crill
?
 (영국 Snaith Goole Cowick Hall 소재의 Croda 

Chemicals Ltd.사 상표), 특정 제품명: CRILL 1, 3 및 4; Dehymuls
?
 (독일 연방 공화국 

소재의 Henkel사의 상표), 특정 제품명: DEHYMULS SML, SMO, SMS, SSO; Famodan
?
 (덴마아크 Grindsted 소

재의 Grindsted Products사의 상표), 특정 제품명: FAMODAN MS 및 TS; Capmul
?
 (미국 Ohio Columbus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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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Karlshamns USA Inc.사의 상표), 특정 제품명: CAPMUL S 및 O; Radiasurf
?
 [벨기에 Bruxelles 소재의 

Petrofina (FINA)의 상표], 특정 제품명: RADIASURF 7125, 7135, 7145 및 7155로 시판되고 있다.

인용된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및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는 영국약전 (특수 모노그래<36>
피)또는 Ph.Helv.VI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특히, 특정 제품의 데이타 시트에 대해 상기 제조자에 의해 
발행된 제품 내역,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형태, 색깔, HLB값, 점도, 융해도 및 융점 오름에 관한 내용이 
이용될 수 있다.

성분 a)의 HLB값은 10 미만이다. 성분 a)는 담체 조성물 중에 담체 조성물의 총중량 기준으로, <37>
10-50 중량%, 바람직하게는 15-40 중량%, 보다 특히 15-20 중량% 양으로 존재한다. 또한, 성분 a)는 인용
된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사이의 생성 혼합물, 또는 인용된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사이의 생
성 혼합물, 또는 상기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와 상기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의 생성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제약상 허용되는 오일 b)는 천연원 트리글리세리드 또는 합성 또는 반합성의 실질적으로 순수한 <38>
트리글리세리드이다. 천연원 트리글리세리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글리세롤은 탄소 원자수가 8 
내지 20의 짝수인 포화 또는 불포화 카르보실산의 산기에 의해 에스테르화된다. 상기 산기는 상기 정의한 
바와 같으며, 통상적으로 n-도데카노일, n-테트라데카노일, n-헥사데카노일, n-옥타데카노일 또는 올레오
일이 있다.

적합한 천연원 트리글리세리드로는 예를 들면 땅콩유, 참깨유,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옥수수유, <39>
대두유, 피마자유, 면실유, 평지 종자유, 엉검퀴유, 포도 종자유, 어유 또는 중성유가 있다.

성분 b)는 담체 조성물 중에 담체 조성물의 총중량 기준으로 약 5 내지 40 중량%, 바람직하게는 <40>
10 내지 35 중량%의 양으로 존재한다. 또한, 성분 b)는 상기 제약상 허용되는 오일의 생성 혼합물을 포함
할 수 있다.

HLB값이 10 초과인 성분 c)의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바람직하게는 산화에틸렌 15 내지 60 단위<41>
에 상당하는 약 600 내지 2,500의 평균 분자량을 갖는 산화 폴리에틸렌 성분을 포함하는 친수성 성분을 
갖는 양쪽성 물질이다.

적합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는 통상적으로 천연 또는 수소화 피마자유 및 산화에틸렌의 반응 <42>

생성물이다. 이러한 제품은 등록 상표 Cremophor
?
, Niccol

?
 및 Emulgin

?
으로 시판되고 있다. 또한, 적합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는 폴리옥시에틸렌 (POE)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소르베이트), 통상적으로 
POE-(20) 소르비탄 모노라우레이트, POE-(20) 소르비탄 모노팔미테이트, POE-(20) 소르비탄 트리스테아레
이트, POE-(20) 소르비탄 모노올레에이트 또는 POE-(20) 소르비탄 트리올레에이트 및 폴리옥시에틸렌 지
방산 에스테르, 통상적으로 POE-(20, 30, 40, 50) 스테아레이트가 있다. 이러한 제품은 예를 들면 등록 

상표 Tween
?
 및 Myri

?
으로 시판된다.

성분 c)는 담체 조성물 중에 담체 조성물의 총중량 기준으로 약 10 내지 50 중량%, 바람직하게는 <43>
20 내지 45 중량%의 양으로 존재한다. 또한, 성분 c)는 상기 제약상 허용되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생
성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적합한 제약상 허용되는 첨가 부형제는 성분 a), b) 및 c), 및 활성 물질 또는 이들의 배합물의 <44>
양과 합하여 100 중량%가 될 수 있는 함량으로 담체 조성물에 첨가된다. 첨가 부형제는 담체 조성물에 0 
중량% 내지 약 75 중량%의 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 첨가 부형제는 제약 투여 형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제약상 허용되는 희석제, 통상적으로 에탄올, 프로판올, 이소프로판올, 프로필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
리콜, 글리세롤 또는 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은 드롭제, 현탁제 또는 캡슐 충전제와 같은 액상 투여 형태
에 첨가될 수 있다.

또한, 통상적인 부형제는 예를 들면 방부제, 통상적으로 벤질 알코올, 에탄올, p-히드록시벤조에<45>
이트, 소르브산; 항산화제, 통상적으로 토코페롤류,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부틸히드록시톨루엔, 아스코르
브산, 아스코르빌팔미테이트; 안정화제, 통상적으로 시트르산, 타르타르산, EDTA, 풍미제 또는 방향제를 
첨가할 수 있다.

젤라틴 캡슐은 적합하게는 젤라틴 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통상적인 가소제로 충전시킨다. 이러<46>
한  부형제로는  전형적으로  소르비톨,  소르비탄,  폴리비닐피롤리돈,  히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HPMC),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메틸 셀룰로오스 또는 콜로이드성 이산화규소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성분 a), b) 및 c), 및 임의로 제약상 허용되는 추가 부형제를 임의의 순서로 <47>
혼합시키고, 이 혼합물 중에 수난용성 제약 활성 물질을 분산시키고, 필요할 경우 분산물을 경구 투여에 
적합한 투여 형태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기 정의한 제약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활성 물질 또는 그의 배합물의 분산은 성분 a), b) 및 c), 및 다른 부형제를 혼합한 후 수행할 <48>
수 있다. 별법으로는, 활성 물질 또는 그의 배합물은 단일 성분 또는 상기 성분 중 두 성분의 혼합물 중
에 분산될 수 있으며, 이어서 나머지 성분을 첨가할 수 있다. 가용화 또는 분산 과정은 단일 성분들 또는 
그의 혼합물을 가열시킴으로써 가속화시킬 수 있다. 바람직한 반응 조건은 콜로이드성 분산상의 형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은 산소에 민감한 활성 물질의 존재하에, 불활성 기체 분위기, 통상적으로 질소, 헬륨 또<49>
는 아르곤 중에서 수행된다.

상기 과정을 수행하기 이전에, 액체 성분에 존재하는 산소는 저압, 통상적으로 50 내지 100 mbar<50>
의 압력을 인가하거나, 초음파에 의해 제거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적합하게는 교반기가 장착된 이중벽 반
응 용기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경구 투여용 투여 형태로의 변환은 공지된 방법으로 수행된다. 드롭제, 현탁제, 에멀젼제 등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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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구 투여용 투여 형태는 표준 교재 (예를 들면, Hagers Handbuch der Pharmazeutischen Praxis or 
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s)에 기재된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캡슐은 바람직하게는 젤라틴, 특정 경우에 글리세롤 또는 소르비톨을 첨가하여 제조된 건조 충전 <52>
캡슐로서,  위액의  작용하에  지체되지  않고  용해된다.  또한,  전분으로  제조된  캡슐은  예를  들면 

Capsugel/Warner Lambert사에 의해 제조되어 상표 Capill
?
로 시판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캡슐은 부형

제 및 충전제, 통상적으로 유당, 전분, 윤활제, 예를 들면 전분 또는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와 추가로 블
렌딩될 수 있다. 연질 캡슐은 부가적으로 레시틴, 지방, 오일, 파라핀 오일 또는 액체 폴리에틸렌 글리콜
과 같은 액체를 함유할 수 있다. 투여량에 따라, 건조 충전 캡슐은 적합하게는 크기 0 내지 4, 바람직하
게는 0 내지 2이다. 적합한 시판용 캡슐은 Shionogi, Capsugel 또는 Scherer에 의해 공급되는 제품이다.

다음의 실시예는 상기한 발명의 전체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며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 것<53>
이다. 인용된 활성 물질은 상기 언급한 모든 활성 물질을 대표한 것이다. 온도는 섭씨 온도이다.

실시예 1<54>

연질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기 위한 조성물; 충전된 캡슐 당 mg 단위의 양; 연질 젤라틴 캡슐의 <55>
크기: 22 미님 (minim) 장타원형.

1  시클로스포린 A (USP XXⅡ/Pharm.Eur.)                      100.0<56>

2  POE-(40) 수소화 피마자유                                  400.0<57>

   (CREMOPHOR RH 40, NICCOL HCO 40, SIMULSOL 1293)<58>

3  디/트리/테트라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238.0<59>

   (FCC/TRIODAN 20)<60>

4  참깨유 (DAB 10)                                           160.0<61>

5  알파-토코페놀 (DAB 10)                                      2.0<62>

6  에탄올 (DAB 10)                                           100.0<63>

성분 2-4를 40 ℃로 가열하면서, 교반기가 장착된 스테인레스강 용기에서 혼합하였다. 이어서, <64>
용액을 낮은 압력을 인가하여 탈기하였다. 항산화제 5를 투명 용액에 첨가한 후, 활성 물질 시클로스포린 
A를 여기에 분산시켰다. 에탄올을 첨가한 후, 전체 조성물을 투명 용액이 얻어질 때까지 교반시켰다. 이 
용액을 약 20 ℃로 냉각시킨 후, 연질 젤라틴 캡슐에 충전시켰다. 증발을 보충하기 위해, 첨가되는 에탄
올 양은 상기 조성물에서보다 30-60 mg 더 많았다.

젤라틴 이외에, 연질 젤라틴 캡슐의 쉘은 컨시스턴시 (consistency)에 영향을 주는 부형제, 통상<65>
적으로 글리세롤 및(또는) 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소르비톨 및(또는) 만니톨을 함유하였다. 이 쉘은 안료 
또는 착색제, 통상적으로 이산화티탄, 산화철, 퀴놀린 옐로우 또는 코켄닐(cochenille) 레드 A를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

실시예 2<66>

경질 젤라틴 캡슐 또는 전분 캡슐에 충전하기 위한 조성물; 제제 당 kg 단위의 양.<67>

1  니페디핀 (DAB 10)                                             20.0<68>

2  POE-(20) 소르비탄 모노올레에이트                             168.0<69>

   (폴리소르베이트 20 Pharm. Eur. TWEEN 20)<70>

3  트리글리세롤 모노/디올레에이트 (FCC-CAPROL 3GO)               28.0<71>

4  중성유 (MIGLYOL 812, CAPTEX 300/400)                          84.0<72>

45 ℃에서, 조성물의 모든 성분을 부피 300 l인 이중벽 가열 용기 중에서 혼합하고, 투명 용액이 <73>
얻어질 때까지 교반시켰다. 각각의 냉각된 투명 용액 300 mg을 이산화티탄/산화철로 불투명하게 제조된 
크기 1의 경질 젤라틴 캡슐 중에 충전시켰다.

충전된 캡슐을 결합시켰다. 빛에 대한 니페디핀의 민감성으로 인하여, 모든 공정 단계를 빛을 배<74>
제한 상태하에서 수행해야 했다.

실시예 3<75>

유리병에 충전하기 위한 조성물. 조성물은 드롭 용액으로서 경구 투여용으로 적합하고, 40 ml의 <76>
갈색의 드롭 병에 충전하였다. 양은 그램 단위이다.

1  니모디핀                                                       3.0<77>

2  POE-(60) 수소화 피마자유                                      15.0<78>

   (CREMOPHOR RH 60, NICCOL HCO 60, SIMULSOL 1294)<79>

3  소르비탄 모노라우레이트 (BPC 1973, SPAN 20)                    8.5<80>

4  해바라기유 (DAB 10)                                            8.5<81>

5  프로필렌 글리콜                                                5.0<82>

7-5

1019960700042



용액을 일반적으로 실시예 2의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83>

실시예 4<84>

연질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기 위한 조성물; 충전된 캡슐 당 mg 단위의 양; 연질 젤라틴 캡슐의 <85>
크기: 4 미님 (minim) 장타원형.

1  타크롤리무스                                                  10.0<86>

2  POE-(35) 피마자유 (CREMOPHOR EL)                              72.0<87>

3  소르비탄 모노올레에이트 (SPAN 80)                             72.0<88>

4  중성유                                                        32.0<89>

5  알파-토코페놀                                                  1.0<90>

6  프로필렌 글리콜 (DAB 10)                                       5.0<91>

캡슐을 일반적으로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프로필렌 글리콜은 캡슐 쉘에 대한 가소<92>
제로서 특히 적합하다.

실시예 5<93>

경질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기 위한 조성물; 1개의 크기 0의 캡슐의 충전에 관한 양.<94>

1  알파-리폰산                                                   100.0<95>

2  POE-(40) 스테아레이트 (US/NF, MYRJ 52S)                        80.0<96>

3  테트라글리콜 스테아레이트 (FCC, TRIODAN 55)                   215.0<97>

4  참깨유                                                        160.0<98>

5  부틸히드록시아니솔                                              0.5<99>

용액을 일반적으로 실시예 2의 방법에 따라 제조하고, 추가적으로 산소에 대한 리폰산의 민감성<100>
을 관측하였다.

실시예 6<101>

연질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기 위한 조성물; 충전된 캡슐 당 mg 단위의 양; 연질 젤라틴 캡슐의 <102>
크기; 6 미님 (minim), 장타원형.

1  라파마이신                                                     20.0<103>

2  폴리소르바트 (POLYSORBAT) 80 (TWEEN 80)                       150.0<104>

3  소르비탄 모노올레에이트                                        25.0<105>

4  중성유                                                         75.0<106>

5  아스코르빌팔미테이트                                            0.5<107>

6  벤질 알코올 (DAB 10)                                            5.0<108>

조성물을 일반적으로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제조하고, 최종 성분으로서 벤질 알코올을 첨가하<109>
였다.

실시예 7<110>

연질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기 위한 조성물; 충전된 캡슐 당 mg 단위의 양.<111>

1  에토포사이드                                                  100.0<112>

2  POE-(40) 수소화 피마자유                                      400.0<113>

3  디/트리/테트라글리세롤 라우레이트                             160.0<114>

   (TGLC-Laurat T2010 Solvay Alkali GmbH)<115>

4  옥수수유                                                      230.0<116>

5  에탄올                                                        100.0<117>

조성물을 일반적으로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118>

실시예 8<119>

연질 젤라틴 캡슐에 사용하기 위한 조성물; 충전된 캡슐 당 mg 단위의 양; 연질 젤라틴 캡슐의 <120>
크기: 9.5 미님 (minim), 장타원형.

1  S(+)-이부프로펜                                               100.0<121>

2  폴리소르바트 (POLYSORBAT) 60 (TWEEN 60)                       210.0<122>

3  헥사글리세롤 디올레에이트 (CAPROL 6G2O)                       13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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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마자유 (DAB 10)                                              60.0<124>

조성물을 일반적으로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125>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담체 조성물의 중량 기준으로,

a)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및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고, 
친수성-친지성 밸런스값 (Griffin에 따른 HLB값)이 10 미만인, 실질적으로 순수하거나 또는 혼합물 형태
인 보조 계면활성제 10-50 중량%,

b) 필수 친지성 성분으로서 트리글리세리드를 포함하는, 실질적으로 순수하거나 또는 혼합물 형
태인 제약상 허용되는 오일 5-40 중량%,

c) HLB값이 10 초과인 실질적으로 순수하거나 또는 혼합물 형태의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10-50 중
량%, 및

임의로 제약상 허용되는 추가 부형제를 포함하는, 시클로스포린류를 제외한 매크로 라이드 구조
를 갖는 면역억제제;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 심장혈관 활성을 갖는 디히드로피리딘 유도체; 신경치료제; 
무라밀 펩티드; 지용성 비타민; 알칼로이드; 항종양제; 4,5-디아닐리노프탈이미드; 면역 조절제; 항감염
제; 항균제; H2-수용체 길항제; HIV-프로테아제 억제제 또는 루코트리엔 길항제로부터 선택된 수난용성 
활성 물질을 담체 조성물 중에 용해시킨 경구 투여용 제약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라파마이신, 타크로리무스, 데옥시스페르구알린,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 니페
디핀, 니모디핀, 에토포사이드 및 이부프로펜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난용성 활성 물질을 용해
시킨 제약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성분 a)는 실질적으로 순수한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또는 
상이한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의 혼합물로 이루어지며, 폴리글리세롤 사슬이 탄소 원자수가 8 내
지 20의 짝수인 포화 또는 불포화 카르복실산의 1 내지 10개의 산기로 에스테르화된 글리세롤 10 단위 이
하를 함유하는 것인 제약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성분 a)가 실질적으로 순수한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또는 소르
비탄 지방산 에스테르의 혼합물로 이루어지며, 소르비탄 골격이 탄소 원자수가 8 내지 20의 짝수인 포화 
또는 불포화 카르복실산의 1 내지 3개의 산기로 에스테르화된 것인 제약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성분 b)가 제약상 허용되는 오일로서, 땅콩유, 참깨유,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옥수수유, 대두유, 피마자유, 면실유, 평지 종자유, 엉겅퀴유, 포도 종자유, 어유 또는 중성유
를 함유하고, 성분 c)는 산화에틸렌 15 내지 60 단위로 이루어지는 친수성 성분을 갖는 비이온성 계면활
성제를 함유하는 것인 제약 조성물.

청구항 6 

성분  a),  b)  및  c),  및  임의로  제약상  허용되는  추가  수용성  부형제를  임의의  순서로 
혼합시키고, 이 혼합물 중에 수난용성 활성 물질을 분산시키고, 필요할 경우 상기 분산물을 경구 투여에 
적당한 투여 형태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1항 기재의 제약 조성물의 제조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난용성 활성 물질용 제약 조성물 및 상기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가용화
제로서,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또는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를 친지성 부형제 및 비이온성 계
면 활성제와 조합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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