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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방출조절성 경구용 고형제형과 그의 제조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방출조절성  경구용  고형제형과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약제학적 유효성분
이  위내로,  또  임의적으로  상부장내로  장시간에  걸쳐  방출조절되도록  하는  인체에  경구투여시키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경구용 고형제형과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구용  고형제형은  하나이상의  약제  유니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유니트는 약제
학적 유효성분과 결합제등의 담체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유니트의  크기가  예컨대,  2mm이하로  작은  경우에  그  제형은  다수의  유니트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제형은  일반적으로  캡슐이고,  상기  각각의  유니트는  작은  펠릿(pellet)형일  수 

있다.

만약,  상기  유니트의  크기가  예컨대,  5mm이상  크기의  정제로  크다면,  이러한  제형은  단일  정제나 또
는 다른 유니트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결합제의  선택(그의  적용방법을  포함)에  따라  각  유니트로부터  유효성분이  방출되는  속도가 
결정되게  되는데,  예를들면,  만약  결합제가  위액에서  쉽게  용해되는  것이라면  상기  유니트는  위내로 
들어감과 동시에 신속하게 분해되므로, 실제로 모든 유효성분이 즉각적으로 방출되게 된다.

만약,  기질(matrix)결합제이거나,  더욱  일반적으로  각  유니트를  도포하는  코팅제  등일  수도  있는 결
합제가  만약  위내방출조절성  결합제라면  유니트가  위내로  들어감과  동시에  분해되지  않고  그  대신 
유효성분이  일정시간과  속도로  위액내로  침투되어,  유효성분이  위내부와  위액이  방출되는 상부장내
에서 이용가능하게 된다.

또,  만약  결합제가  장용성(臟溶性)  결합제라면  유효성분이  위내에서  방출되는  것을  막는  대신  상부 
장내에서  일반적인  더  높은  pH조건에서만  유효성분을  방출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장용성  유니트는 
위내로 유효성분을 방출시키지 않게 된다.

따라서,  결합제를  적절하게  선택하므로써  유효성분을  방출시키는  시간과  위치를  광범위하게 변화시
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효성분의  방출을  지연시키면서  동시에  그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
은  어렵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만약  상기  방출속도가  지나치게  느릴  경우에는, 유효성
분이  완전히  방출되기전에  유니트가  정해진  위치로부터,  또는  심지어  체외로  배설되게  될  것이며, 
반면에  만약  상기  방출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정해진  조건하에서  유효성분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
해서는 약물을 복용한 후에 곧 다시 또 다른 제형을 복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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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우기,  위로부터  신속하게  배출되는  유니트들은  유효성분을  모두  방출시키기  전에  몸으로부터 배설
되게 될수도 있으므로 유효성분을 낭비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점은  단일  유니트  또는  다수의  유니트들은  복용후  음식물이나  분비물과  함께 
위로  부터  매우  빨리  배출되므로  위내  또는  상부장내에서  약효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에는  예를들어,  위로부터의  배출을  지연시키기에  적당한  크기와  팽윤성을 가
지는  제형들을  이용하는  등  위내  체류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으나, 그
러한  시도들은  전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며,  여러가지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유니트의  위내  체류시간은  환자가  절식상태인지  혹은  급식상태인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위에서
의  유효성분이  이용가능성을  예견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예를들어,  방출조절성  정제는  환자가 공
복상태일  때  복용시켰을  때가  식사후에  복용시켰을  때보다도  훨씬  더  빨리  위를  통과하는  성질이 있
으므로,  방출조절성  결합제를  적절하게  선택하면  원하는  방출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체의  위내에서  유효성분의  방출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새로운  메카니즘을 제공
하는것이 요구되어 왔다.

통상적인  정제와  펠릿의  밀도는  대체로  약  1.0  내지  1.5g/ml이며,  이러한  정제와  펠릿들의  대부분의 
성분들은  상기  범위내  혹은  그  이하의  밀도를  갖는다.  중량의  몇몇  성분들은  실제로  펠릿과  정제의 
최종밀도가  상기  일반적인  범위이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  경량의  다른  성분들과  함께  혼합되어 사용
되는바,  예를  들어,  알루미늄옥사이드는  항상  일정량은  아니지만,  예컨대,  영국  특허  제 1,590,573
호에서  제안한  겔  침전법에  의해  최종  생성물이  전형적으로  비교적  낮은  밀도를  갖도록  해주는  다른 
성분들과 함께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로벤스는  1978년  7월에  뉴차텔  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다공성  고체의  특성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약물의  존재하에  알루미나를  침전시키고,  다공성  알루미나를  약물로  침전시킨  후,  다공성 알루미나
와  약물을  혼합하여  약제파우더와  함께  알루미나를  압착시켜서  제형을  제조하는  공정을  제안하고, 
그에  따라  얻어진  미소기공(microporous)구조의  효과를  시험하였다.  여기서,  로벤스는  고형제형들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방출조절성  결합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
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제안에  따른  다공성  알루미나  시스템은  고도의  다공성때문에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있고, 그 밀도도 아마 매우 낮을 것으로 짐작되어 진다.

고형물질이  소화관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밀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년동
안  계속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켈젤은  "The  Rate  of  Passage  of  Inert  Materials  through  the 
Digestive  Tract"  (Am.J.  Physiol,  92,  1930,  p466-497)에서  물질이  인체의  소화관을  통과하는데 소
요되는  시간은  0.9  내지  1.6g/ml의  밀도를  갖는  음식물의  경우에  약  25시간이  걸리고,  약  7.7g/ml의 
밀도를  갖는  강철  볼베어링의  경우에는  약  80시간이  걸리며,  10.53g/ml의  밀도를  갖는  굽은 은철사
는 약 82시간 걸린다고 하였다.

방출조절성  결합제내에  미량원소가  함유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50mm이상의  크기를  갖는  크고  무거운 
거환제를  소의  반추성위내에  투여하여서  미량원소를  소에  투여시킨다.  만약  거환제가  수주간  위내에 
남아있을  정도의  크기이라면,  결합제는  그  기간동안  미량원소를  점진적으로  매우  느리게 방출시키도
록  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추성  소화계에서는  적절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인체  소화계에  수일이상 
남아있는  경구투여용  약제  유니트의  제조는  어려우며  소화계내에  장애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기 방법은 인체의 소화계는 매우 부적절하다.

한편,  밀도가  비소화성  미립자  고형성분이  위를  통과하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만성 십이지지장루
에  걸린  개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가  Gastroenterology(1985)89  805-13에  보고된  바  있는데,  이 보고
에서는  예컨대,  0.015mm크기의  입자들은  1mm크기의  입자들과  동일한  속도로  통과하고,  밀도 1g/ml이
하  또는  1g/ml이상의  구면체들은  밀도  1b/ml의  구면체들보다도  더  느리게  통과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등  몇가지  모순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시험된  밀도중  최고의  밀도는  2g/ml였으며,  그러한 구
면체들은 방출조절성질을 갖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인체  위장관을  통과하는  약제  유니트들의  이동시간에  그들의  밀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
은 연구가 있었다.

즉, J.Pharm. Pharmac(1978) 30 690-692에서 베가드 등은 회장누공설치술 환자에 대하여 밀도 
1.6/ml의  펠릿이  밀도  1.0g/ml의  펠릿보다도  훨씬  더  큰  전체  장내  이동속도를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회장누공설치술  환자에  대한  펠릿의  장내  이동속도가  건강인에  대한  장내  이동속도에 필적
하는지를  의문으로  여기고  있고,  또  직경  1.5mm가  진성  다중  유니트  제형의  최대치일  것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서  베가드에  의한  미국특허  제4,193,985호에서는  어떠한  하나의  캡슐이  특정 밀
도범위를  가지는  방출조절성  펠릿을  함유하도록  서로  다른  밀도를  갖는  캡슐용  위내  방출조절성 펠
릿들을  제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최대밀도는  3.4g/ml이다.  그러나,  단지  1.6g/ml까지의 밀
도를  가지는  펠릿들만으로  생체내  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다시  회장누공설치술환자들에게  시험한 결
과,  밀도차이가  펠릿의  장내  이동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기  특허에서는  각각의 캡
슐이  다른  밀도를  가지는  펠릿들을  함유할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1회  투여량의  다중  유니트중  경량 
및  중량  유니트들의  혼합물은  위장관을  따라  이동시키는  동안  유니트들을  분산시키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유니트의  적어도  25중량%는  조성물내의  다른 유
니트들의 특정 중량에 대해서 적어도 25%이상의 특정중량을 가져야만 한다.

이상과  같이  베가드  및  다른  저자들은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인체의  위장관  통과시간을 증가시키
지는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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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harm,  Pharmac.(1985)  37  718-721에서,  베가드  등은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증거가  상술한  바와 
같은  그들의  초기  연구와  직접적으로  모순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즉,  그들은  회장누공설치술 환자
에  대하여  밀도  0.9g/ml와  1.96g/ml를  가지는  입자들이  이동속도상에  아무런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
지 않는다는 것을 입중하고 있다.

"Radionuclide  Imaging  in  Drug  Research"(Croom  Helm,  London,  (1982)  294-296)에서  보젠토프트 등
은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실험을  기술하고  있는  바,  실험  결과로부터  펠릿의  밀도가  1.24g/ml로부터 
1.81g/ml까지 증가될 때 이동시간이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6년  10월,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던  "The  1986  European  Capsule  Technology  Symposium"에서, 윌슨
과  와싱톤은  "캡슐제의  위장관내  거동에  대한  섬광계수법(Scintigraphy)연구"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음식물과  함께  투여시킨  다중  미립자들은  액체  및  소화된  음식물과  함께(위로부터)이동,  배출되어 
소장으로 들어가게 되며, 이 경우 밀도등의 대부분의 물리적 인자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Pharm.  Res.  (1986)  3  :  208-213에서,  데이비스는  밀도  0.94g/ml와  1.96g/ml의  펠릿이나  혹은 
밀도  1.2g/ml의  단일  유니트를  사용한  연구의  결론을  내리면서,  "약제학적  제형(다중  혹은  단일 유
니트)의  위내  체류시간을  변경시키는  한  방법으로서  밀도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혹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  단일  유니트의  위내  이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은  음식물의  존재여부에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 사실은 Pharmaceutical Research(1987) 4(1) 78에서 카우스에 의해 입증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상술한  세가지  논문들은  본  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후에  발표된 것이라
는  사실이다.  즉,  (a)작은  유니트들의  밀도를  1.96g/ml까지  증가시키는  것은  인체의  위장관 통과시
간이나  또는  인체의  위내  체류시간  등에서  예측될  수  있는  어떠한  증가도  일으키지  않으며, (b)정제
가  인체의  위내에서  체류하는  시간은  그것을  절식상태에서  투여시켰는지  또는  급식상태에서 투여시
켰는지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게되며,  (c)작은  유니트들이  급식  또는  절식상태에서  모두가 
위로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된다는  등의  사실들은  본  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후에  고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u-A-46570/85  및  유럽특허  제0173210A호에서는  미국특허  제4,193,985호의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하
면서  밀도가  1.4g/ml내지  2.4g/ml이고  직경이  0.2mm  내지  1.8mm이며  코팅제나  내위액성  다른 결합제
(예를들면,  장용성  결합제)를  함유하고  있는  펠릿으로된  펠릿제형을  제조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펠릿의  밀도는  1.5g/ml내지  1.8g/ml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비코팅물질은  즉시 
이용가능하며  장용성  코팅  물질은  장내에서만  유효성분을  방출하도록,  상기  펠릿들을  비코팅 유효성
분과의 혼합물로 투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내에서는  장용성코팅  물질로부터  유효성분이  방출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상기  장용성  물질이 
내위액성을  갖는  모든  장용성  물질을  말한다는  것에  의해  입증되어지는  바,  예를들어  제조업자들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본건특허에서  추천하고  있는  Eudragit(등록상표)  등급  L과  S는(Eudragit  RS가 천
연의  위액에  침투성인데  반해)불용성이며  불침투성이다.   그러므로,  본건특허는  인체의  위내에서 유
효성분의 방출을 지연시키기 위한 개선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자는  만약  유니트의  밀도를  충분히  높인다면,  그에  따라  위내  방출조절성  유니트들의  인체의 
위내  체류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유효성분의  이용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유니트의  밀도가  유니트의  이동  또는  체류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
근의  모든  연구에서는  약제  유니트들이  항상  통상적인  밀도에  너무나  근접하는  밀도를  가지고 있어
서, 결과적으로 위내 체류시간의 증가를 관측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제형의  밀도를  적어도  2.5g/ml이상으로  증가시켜  위내  체류시간을 연장시킴으로
써  약제학적  유효성분의  위내로,  또  임의적으로는  상부장내로의  방출이  장시간에  걸쳐  조절될  수 있
도록 된 경구용 고형제형과 그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위내에  있는  동안  방출조설성  유니트로부터  유효성분이  방출되는  것을  조절해주는  위내 
방출조건성  결합체와  같은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와  약제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적어도 하나
의  위내  방출조절성  유니트로  되어있고,  그  최소크기가  적어도  2mm이며,  인체내로  경구투여시키기에 
적합한  방출조절성  경구용  고형제형에  있어서,  상기  방출조절성  유니트  또는  각각의  유니트들의 밀
도가 적어도 .25/ml인 방출조절성 경구용 고형제형 임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제형의  밀도가  적어도  2.5g/ml가  되도록  하기에  충분한  양의  중량제와,  유니트가 
인체의  위내에  있는  동안  유니트로부터  유효성분이  방출되는  것을조절해주는  위내방출조절성  결합제 
및  약제학적  유효성분을  결합시켜서  된  단일  방출조절성  유니트로  이루어진  적어도  2mm의 최소크기
를 갖는 방출조절성 경구용 고형제형의 제조방법인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뿐만아니라,  본  발명은  각  유니트의  밀도가  적어도  2.5g/ml가  되도록  하기에  충분한  양의  중량제와, 
유니트들이  인체의  위내에  있는  동안  유니트들로부터  유효성분이  방출되는  것을  조절해주는  위내 방
출조절성  결합제  및  약제학적  유효성분을  결합시켜서  된  복수개의  방출조절성  유니트로  이루어진 것
으로 적어도 2mm의 최소크기를 갖는 방출조절성 경구용 고형제형의 제조방법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 따른 약제학적 제형은 적어도 2mm의  크기를 가져야만 하는 바,  그 이유는 이보다 더 작은 
크기  제형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비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미국특허  제4,193,985호에  따른 
각각의  펠릿은  약제학적  제형을  형성시키지  못한다.  만약  제형중의  방출조절성  유니트가  예컨대, 정
제가  같이  비교적  큰  것이라면,  상기  제형은  단일의  방출조절성  유니트를  포함하고  보통  그  자체가 
제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제형은  주로  다수의  상기  방출조절성  유니트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실제로 제형내의 모든 상기 방출조절성 유니트들은 규정된 밀도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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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체의  위내  체류시간을  유용하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유니트의  밀도를  약  2g/ml이상, 바람직
하게는  약  2.5/ml이상으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위내  체류시간의  정밀한  증가값은  사람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이며,  예컨대,  제형의  크기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형의  위내 
체류시간의  증가는  제형의  밀도를  약  2g/ml이상으로  증가시키면  얻을  수  있는데  비록  그  값이  약 
2.1g/ml, 바람직하기로는 약 2.3g/ml일지라도 체류시간상에 있어서는 유용한 증가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그  밀도가  약  2.5g/ml이상,  바람직하기로는  약  2.7g/ml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하여  최상의  결과가  얻어지게  된다.  예를들면,  약  2.8g/ml내지  약  3g/ml범위의  밀도에서는  특히 
체류시간과  다른  특성들의  좋은  조화를  나타낸다.  상기  밀도는  약  4g/ml까지  혹은  그  이상  예컨대, 
약 6g/ml이상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 3.5g/ml이상으로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약제  유니트가  매우  큰  정제인  경우  (즉,  5mm이상,  일반적으로는  10mm이상의  크기를  갖는  정제), 위
로부터의  배출시간은  절식상태에서  정제를  투여시켰는지  또는  음식물과  함께  투여시켰는지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바,  절식상태에서  투여시킬  때가  더  빠르게  배출된다고  생각되어져  왔다.  본 
발명에 따라 규정된 고밀도를 갖는 비교적 큰  정제를 사용하는 경우,  상기 배출은 이를 음식물과 함
께 투여시킬때, 그리고 특히 절식된 상태에서 투여시킬때 모두 지연시킬 수 있게 된다.

즉,  본  발명에 따르면 유니트가 비교적 큰  정제인 경우에 있어서의 위내 체류시간은 이  정제를 음식
물과 함께 투여시키든지 혹은 절식상태에서 투여시키든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종래에는  제형이  크기가  매우  작은  여러개의  유니트들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유니트들이 통상적
인  밀도와  통상적인  펠릿  크기(예를들어,  1  내지  1.4mm)를  가진다면,  일반적으로  마치  유동체와 같
이 위로부터 실제로 연속적으로 이동되게 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본  발명자들은  공복개시시간,  50%  공복시간(즉,  펠릿의  절반이  배출된  시간)  및 공복완결시
간은  모두  제형을  음식물과  함께  투여시키든지  또는  절식상태에서  투여시키든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무관하게  위내의  체류시간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으며,  또한  환자가  음료와  간단한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증가되며  유니트의  배출은  주로  환자가  정식을  하거나  먹고  있을  때만이 완결
되게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를들면,  위로부터의,  공복개시시간  및  50%  공복시간은  주로 
적어도  30분,  흔히  1시간  이상  증가되고,  통상적인  밀도의  펠릿의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  백분율로 
표시하면  적어도  10%,  주로  적어도  20%,  그리고  주로  70%까지나  심지어  100%까지  증가되게 된다(실
시예 5참조).

이와같은  백분율의  증가는  또한,  본  발명에서  대소(大小)유니트의  위내  공복이  완결되는  시간에도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상기  시간은  통상적인  밀도를  갖는  대응하는  유니트들에  대한  시간보다 적어
도  약  30분  또는  1시간이  더  길고,  체류시간상으로는  대개  약  1시간  30분  또는  2시간  또는 3시간까
지  증가되게  되는  바,  그와  같은  유니트들에  대한  위로부터의  최종공복시간은  주로  약  2시간 30분
(적절시)  내지  약  3시간  30분(급식시)의  범위  이내이며,  본  발명에  따르면  이러한  시간들을  약 1시
간 내지 약 2시간정도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

즉,  본  발명은  위내  체류시간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때,  체류시간은  제형을  음식물과  함께 
투여시키든지 혹은 절식상태에서 투여시키든지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한편,  유효성분은,  일반적인  방출조절성  결합제의  적절한  선택에  의해  사전  결정되어지고,  조절될 
수  있는  속도와  시간으로,  위내에서  상기  방출조절성  유니트들에  의해  방출되게  되는  바,  예컨대, 
사전에  결정된  체류시간  직후부터  위내에서  방출되게  될  것이며,  또는  위내에서  체류되는  시간의 대
부분 혹은 전체에 걸쳐서 방출될 수도 있다.

위에서  흡수되지  않는  어떤  유효성분은  유동체와  함께  위에서  소장의  상부로  이동하게  되어, 그곳에
서나  위장관이  연속되는  부위에서  흡수될  수도  있는  바,  즉  유니트가  위로부터  배출된  후  장내에서 
유효성분의  방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인체의  위내에서  유효성분의 이용
가능성을  예컨대,  3시간  내지  5시간  혹은  6시간까지도  지연시킬  수  있고,  소장의  상부에서도 이용가
능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반면에,  각  유니트는  통상적인  모양과  크기  및  조성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독물학상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으며,  유니트가  위장관내에  고이게  되는  등의  어떠한  위험도  없게 되
어,  크기-배제(Size-exclusion)조성물보다  상당히  잇점을  갖게  되며,  체외로  완전히  배설되는데 걸
리는 시간도 통사의 것과 같이 약 1 내지 5일이내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위내에서  체류시간의  증가에  따라  위내  또는  위내와  소장의  상부에서  유효성분의 이용가
능한  시간이  증가된다는  것은  유효성분의  균일한  이용가능성을  얻기  위해  제형을  환자에서 투여시키
는  횟수룰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예를들어,  현재  하루에  4회이상 투여
시키는  제형은  하루에  단지  2  내지  3회만  투여시키고,  현재  하루에  3회이상을  투여시켜야  하는 제형
은 하루에 단지 2회(혹은 심지어 1회)만 투여시켜도 되게 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제형은  인체내로  경구투여시킬  수  있는  형태와  크기를  가져야만  하는데,  특히, 약제
의  제조업자와  약제사뿐아니라  환자들도  취급이  용이하도록  하고  유용한  유효성분을  충분량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된  크기  이상,  일반적으로  적어도  2mm의  최소크기를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  제형의  중량은  약  3g이하,  대개는  약  0.3g  혹은  약  0.5g에서  약  2g까지,  예컨대  약 
1.5g까지의  범위이다.  각  제형중에  함유되어있는  유효성분의  양은  일반적으로  약  1g  이하,  대개는 
약  0.25g이하인데,  만약  제형이  프로스타글란딘이거나  극소량의  투여로도  유효한  어떤  다른 물질이
라면  상기량을  약  0.0001g  정도로  낮출  수도  있으나,  주로  적어도  약  0.01g,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약 0.1g이다.

이러한  제형은  여러개의  상기  유니트들로  되어있는  캡슐이거나  다른  패키지일  수  있으며, 음식물이
나  음료와  함께  이동될  수  있는  것으로서,  바람직하게는  한번에  삼킬  수  있으며  인체내로 경구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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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크기와  형태를  가진  것이어야  하므로  상기  제형은  전형적으로  약  25mm까지, 일반적으
로는 약 5mm  혹은 약 10mm  내지 약 25mm까지의 최대크기를 가지며,  또 최소크기는 대체로 약 10mm이
하, 전형적으로는 약 2mm 혹은 약 3mm 내지 약 10mm까지이다.

예를들면,  본  발명의  제형는  캡슐,  예컨대  약  5mm  내지  25mm의  길이와  소직경이  약  10mm보다  작은 
실제로  실린더형이나  난형(卵形)의  캡슐일  수  있다.  상기  캡슐은  단일  유니트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개의  유티트로  되어  있으며,  위에서  혹은  위에서  혹은  위에  도달하기  전에 
유니트를  방출시키기  위하여  용해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분해되는  젤라틴  또는  그밖의  다른  물질을 
사용하여 공지의 방법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형은 약  5mm  내지  25mm,  주로  약  5mm  내지  15mm  내지  15mm의  최대직경을 가지는 단일 
정제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정제는  단일의  방출조절성  유니트로  되어  있거나,  복용후  대개는 위내
에서  유니트를  방출시키기  위하여  분해되는  담체에  의해  결합된  다수개의  상기  유니트들을  함유하는 
분해가능한  정제이거나  교갑(cachet)이다.  비록  본  발명에  따른  약제형인  정제들이  바람직하게도 길
이가  반경보다  짧은  통산적인  정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고형의  실린더나  속이  빈  실린더 또
는  고리형과  같은  형태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며,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므로써  위내에서 지연
되는 체류시간 동안 유효성분을 방출률을 최적화 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제형은  여러개의  상기  방출조절성  유니트를  함유하는  캡슐이나  분해가능한  정제  또는 교갑
(cachet)형태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방출조절성  유니트들을  적어도  약  1mm의  평균크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며,  바람직하게는  모든  유니트들이  적어도  약  1mm의  크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유니트들의  크기가  매우  작다면,  비록  그들의  매우  큰  밀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유동체
와  함께  위로부터  이동되기  쉽다.  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크기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예
컨대, 환자의 유문괄약근의 성질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어떤 환자들은 유니트의 크기가 예컨대 약  0.8mm혹은  심지어 약  0.5mm  정도로 작은 경우에 체류
시간상이  증가될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최적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그보다  더 
큰  크기의  유니트가  필요하게  된다.  매우  작은  크기의  일례로서,  5미크론  크기를  갖는  미립자는 실
제로 밀도에 관계없이 위내에서 마치 유동체처럼 취급되어진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최상의  결과는  상기  유니트가  적어도  약  2.5g/ml,  바람직하기로는  적어도  약  2.7g/ml의  밀도가 적어
도 약 1mm이 평균크기를 가질때 얻어지게 된다.

바람직한  제형들을  평균최대크기가  약  2mm이하,  바람직하기로는  약  1mm  내지  약  1.7mm  범위,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약  1.2mm  내지  약  1.4mm  범위인  펠릿형의  여러개  유니트들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제형은  상기와  같은  펠릿들을  다수개,  전형적으로는  약  50개  이상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상기 펠릿
들은  통상적으로  다중  유니트  약제  캡슐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펠릿의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로드형
이거나, 바람직하기로는 실질적인 구형이어도 좋다.

반면에,  캡슐이나  분해가능한  정제의  경우에는  더  적은  수의  더  크고  중량인  방출조절성  유니트들을 
함유할  수  있는데,  예컨대,  정제들은  약  2mm이상,  일반적으로  약  3mm  내지  약  10mm  범위의  직경을 
가지며,  바람직하기로는 약  3mm  내지  약  5mm  또는  약  6mm  범위의 직경을 가지는 것이 좋다.  또, 그
들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직경보다  짧은데,  예컨대,  반경보다도  작으며,  대개는  약  1mm  내지 
3mm의  범위이다.  이러한  작은  정제들은  예컨대,  캡슐이나  분해가능한  정제내에서  다수개의  정제를 
다른 것에 대하여 공축으로 누적시키므로써 캡슐이나 분해가능한 정제내에 충진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형  제형은  상기와  같은  정제를  적어도  2개,  예컨대,  2개  내지  10개를  포함하게된다. 캡
슐이나  그밖의  다른  제형은  중량의  방출조절성  정제를  하나이상과  그보다  작은  중량인  방출조절성 
유니트 다수개를 함유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은  하나이상의  상기  중량의  위내  방출조절성  유니트  또는  유니트들에다가  약제 유니
트들을  추가해서  함유시켜도  좋은  바,  예컨대,  다른  약제  유효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정한  밀도, 
즉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하기로는  본  발명에서  규정한  범위의  밀도를  갖는  위내 방출조절
성  유니트를  함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형은  어떤  약제  유효성분의  위내  방출조절성 유니
트에  대해서  통상적인  위내  이동시간을  갖도록  하며,  다른  약제  유효성분의  위내  방출조절성 유니트
는 본 발명에 따라 연장된 위내 체류시간을 갖오록 할 수 있다.

더우기, 본 발명의 제형은 위내 방출조절성 결합제가 없은 유니트들을 함유할 수도 있는 바, 
예컨대,  어떤  바람직한  밀도의  장용성  유니트들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그
들의  유효성분을  단지  장내에서만  방출시키게  되며,  또한  상기  제형은  위내  방출조절성  혹은  장용성 
코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투여후  즉각적으로  유효성분을  방출시키게  되는  유니트들을 함유
할  수도  있다.  이와같은  다양한  유니트들은  상술한  바와같은  본  발명의  방출조절성  유니트들과 동일
하거나 또는 다른 유효성분을 함유할 수도 있다.  상기 제형은,  높은 밀도를 가지나 2개  이상의 다른 
형태로된  위내  방출조절성  유니트들을  함유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상기  다른  형태의  유니트들은 
다른 유효성분들을 함유하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위내 방출조절성 결합제들을 가지는 것들을 
말한다.  또,  단일  유니트가  유효성분들의  혼합물을  함유할수도  있다.  만약  어떤  특정한  약제학적 유
효성분의  방출조절성  유니트들이  여러개라면,  위내에서  그  유효성분의  이용가능성을  지연시키고  그 
유효성분이  최대한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모든  위내  방출조절성 유
니트들이 특정한 높은 밀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것이  제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교적  큰  유니트인지  혹은  여러개의  작은  방출조절성  유니트들 중
의  하나인지에  관계없이,  각각의  위내  방출조절성  유니트는  선택된  약제학적  유효성분  혹은  그러한 
성분들의  혼합물과,  위내에  있는  동안  상기  유니트로부터의  위내  유효성분의  방출을  조절시키고 게
다가  임의적으로는  장내에서의  차후  방출을  제공하게  될  위내  방출  조절성  결합제를  함유하는 약제
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로서  이루어진다.  상기  위내  방출조절성  결합제는  방출을  조절하는 방법으
로  상기  유니트중의  다른  성분들을  함께  결합시키는  기질  결합제(matrix  binder)로  이루어질  수 있
으나,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위내  방출조절성  결합제는  유니트  둘레의  코팅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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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추가적인 결합제를 함유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적인 기질 결합제이어도 된다.

일반적인  기질결합제로서  사용하기  위한  공지의  물질들은  대체로  중합체들로서,  합성중합체도 사용
될  수  있지만  주로  천연  중합체이거나  그의  유도체인  바,  예컨대,  전분이거나  바람직하기로는 셀룰
로오즈나  그의  유도체이다.  특히  바람직한  물질로는  세결정성  셀룰로오즈가  있는데,  이는 제조공정
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량의  소디움  카복시메틸  셀룰로오즈와  같은  셀루로오즈  유도체나  다른 중
합체와 혼합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보통 상기 기질결합제는 물에 대하여 비교적 불용성이다.

이와같은  위내  방출조절성  결합제는  코팅제나  기질결합제  혹은  둘다로서  존재할  수  있는데,  원하는 
시간과  속도로  유효성분의  방출을  조절해주는  일반적인  방출조절성  결합제들  중에서  어느것이나 선
택하여  사용해도  좋다.  그것은,  예컨대  미리  정해진  위내  체류시간  후에만  점진적으로  방출시키도록 
처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예컨대  위내  투여후  15분  내지  45분이내에  점진적이지만  사실상 즉각
적으로  방출시키도록  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처방되어  진다.  상기  결합제는  대개  위내에서  적어도 
3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되어  있고,  유니트가  위로부터  배출된  후에도  방출이  계속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결합제들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소수성의 아크릴 중합체나 셀루로오즈 
유도체,  비닐  중합체  및  그밖의  다른  고분자량의  천연  중합체의  유도체  혹은  합성  중합체들로 이루
어져  있다.  바람직한  박막형성  위내  방출조절성  결합제들은  실제로  음이온성기가  없고 바람직하기로
는  소량의  양이온성기를  함유하는  에틸  셀룰로오즈  혹은  아크릴  에스테르중합체로서,  에틸 아크릴레
이트와  메틸  메타크릴레이트의  공중합체  등이  있다.  이에  적당한  물질들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Eudragit  RS100이란  상표로  판매되는  제품도  있다.  실제적으로  방출이  pH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출조절성  코팅제나  그밖의  다른  결합제에는  상기  코팅제나  결합제의  물성을  향상시키는,  가소제나 
점착방지제,  확산  촉진  혹은  지연  물질,  착색제,  유백제  또는  충진제등과  같은  약제학적으로 허용가
능한  다른  물질들을  임이적으로  함유할  수  있는데,  예를들면  에틸  셀룰로오즈와  함께  잘  작용한다고 
알려진 가소제로는 아세틸트리부틸 시트레이트가 있다.

하나의  방출조절성  피막은  일반적으로  10㎛  내지  100㎛의  두께를  가지며  일정  용매계에 용해시키거
나  분산시킨  결합제를  유니트의  이동  배드(moving  bed)에  산포시키므로써  얻을  수  있으며,  이때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유동베드 및 팬 코팅시스템인데 유동베드법이 더 바람직하다.

유니트의  나머니  성분들은  일반적으로  약  1.5g/ml를  초과하지  않는  밀도를  가지므로,  이러한 유니트
들로  이루어지는  제형의  밀도를  적어도  2.5g/ml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중량제를  유니트중에  적당량,  보통  유니트  중량에  대하여  적어도  50%로  함유시킬  필요가  있는  바, 
이때  사용되기  적합한  중량제로는  예컨대,  금속의  염류나  산화물  혹은  수산화물(철  환원물(ferrum 
redactum)과 같은 혼합물을 포함하여)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으로 무기화합물들이 있다.

이러한  중량제는  개개  미립자형태로  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적어도  2.5g/ml,  바람직하기로는 적어
도  3.0g/ml,  더욱  바람직하기로는  적어도  3.5g/ml의  밀도를  갖고  일반적으로  4.0g/ml이상이나 때로
는  5.0g/ml이상의  밀도를  가진다.  이  밀도는  대체로  10g/ml이하로서  보통  6.0g/ml를  넘을  필요는 없
다. 상기 중량제로서 적합한 미립자 물질들의 예를들면 다음 표와 같다.

본  발명에서  중량제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분말로는  바륨설페이트,  페릭  옥사이드,  철환원물(ferrum 
redactum),  티타늄  디옥사이드,  알루미늄  옥사이드  혹은  하이드록사이드,  칼슘  카보네이트,  바륨 포
스페이트,  비스무트  포스페이트,  칼슘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징코늄  실리케이트,  칼슘  포스페이트, 
실리콘  카바이드  및  마그네슘  카보네이트  등이  있다.  바람직한  중량제로는  일반적으로  바륨 설페이
트이지만, 또다른 매우 만족스러운 물질로는 페러스 옥사이드 또는 철환원물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중량제의  함량은  원하는  제형의  밀도에  따라  결정되어지지만,  부분적으로는  충진밀도에 의존하
므로서,  중량제와  그밖의  다른  성분들의  입자크기와  형태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보통  중량제의 함량
은  유니트의  건조  중량에  대하여  50%혹은  60%이상,  대체로  90%  혹은  95%이하이며,  특히  중량비로  약 
70% 혹은 75% 내지 90%일때 우수한 결과가 얻어진다.

본  발명에서  방출조절성  결합제의  총량은  일반적으로  유니트의  중량에  대하여  적어도  약  0.1%,  주로 
약  1%  내지  5%이고,  심지어10%까지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30%이상은  불필요하며, 
방출조절성  결합제와  그외의  기타  결합제  등  결합제의  총량은  일반적으로  유니트의  건조중량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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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이고 대개는 30%이하이다.

유니트가  목적하는  높은  밀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량제의  함량을  가능한한  높게  해야  하는데, 
즉,  일반적인  유니트들은  약  50%  내지  90%의  중량제와  약  2%  내지  30%의  결합제(방출조절성  결합제 
약 0.1%  내지 10%  및 다른 결합제 0%  내지 약 30%),  약 0.0001%  내지 45%(대체로 20%이하)의 유효성
분 및 약 0% 내지 45%(대체로 약 0% 내지 20%)의 다른 담체 성분들로 이루어진다.

방출조절성  유니트가  예컨대  10mm이상의  큰  직경을  가지는  정제인  경우의  담체는  정제를  위에서 6시
간이상  방치할때  정제가  분해되거나  침식될  정도로  위내에서  용해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응하게 되
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바,  즉,  복용후  6시간내지  72시간이내에  분해가  일어나야 
한다.  예를들면,  제형이  10mm내지  25mm,  바람직하게는  10mm내지  15mm의  크기를  갖는  정제형인  경우, 
이때의 담체는 위액에 용해될 수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다.

대체로  결합제는  충분히  위액으로  침투할  수  있으므로,  염산에  용해되는  중량제  예컨대,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바륨설페이트,  칼슘카보네이트,  칼슘포스페이트  또는  마그네슘  카보네이트  등을 사
용하는 것은 증가된 위내 체류시간후 정제를 분해시키기 위한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

유니트중의  담체에는  윤활제,  충진제,  안정화제  및/또는  착색제  등과  같은  다른  통상적인 첨가제들
이 함유될 수 있다.

각각의  유니트는  유효성분과  중량제  및  어떠한  기질결합제  성분이  균질  혹은  비균질성  혼합으로 이
루어지게  되는데,  예컨대  각  유니트는  유효성분으로된  외피로  덮여진  중량제로  형성된  중심부,  또는 
그 반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유효성분과 중량제의 혼합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유니트들은  얻고자하는  유니트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서  선택되는  공지의  기술에  의해  제조될 
수  있는  바,  예를들어,  정제는  통상적인  정제화방법이나,  혹은  성분들의  페이스트를  압출  및 건조시
키되, 그것을 압출시킨 상태나 혹은 건조시킬 때에 적절한 길이로 잘라서 제조할 수 있다.

중량제와  유효성분의  초기배합은  대체로  상기  두  성분들을  물리적으로  혼합시키므로써  제조되지만, 
때로는 공침(coprecipitation)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약  2mm이하의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유니트들은  통상적인  펠릿화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는데, 예컨
대  중심부로서  활성제제의  결정을  사용하고  상기  중심부를  고밀도  물질과  결합제로  코팅시키므로써 
펠릿을  제조할  수  있다.  그렇지않으면,  고밀도  물질과  임의의  결합제가  유효성분과  결합제로 코팅시
킨 비중이 큰 중심부를 이루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펠릿을  제조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겔화  제제와  치료적활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중량제를  구성하는 
무기화합물의  용액이나  졸(sol)을  침전제용액중에  적가시키거나  또는  역으로  상기  무기화합물의 용
액이나  졸에  침전제용액을  적가시키므로써,  혹은  기체상의  침전제를  사용하므로써  겔화시키는 겔침
전법이  있다.  그와같은  방법은  영국특허  제1590573호  및  J.Pharm.Pharmac.  (1984)  36  1-6에 기술되
어  있는데,  그러나  모든  공지  방법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얻고자하는  높은  밀도를  얻기  위해서 충분
한 중량제를 사용해아만 하는 수정작업이 필요하다.

졸-겔  변형에  의해  활성물질을  포함하는  겔을  제조하는  관련방법들이  영국특허  제1590574호에 제안
되어  있다.  겔  펠릿은  일반적으로  기질  결합제를  함유하므로  코팅이  없는  경우나  혹은  코팅이 사용
된 경우에 유효성분의 방출을 충분히 조절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상기  펠릿이나  다른  유니트들을  형성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중량제,  유효성분  및 기
질  결합제의  혼합물을  제조하여  그것을  유니트로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펠릿의  형성을 
돕기  위하여  상기  혼합물에  약간의  물을  첨가하게  되는데,  펠릿화단계  또는  다른  혼합  또는 성형단
계에  상기  혼합물에  포함시키는  물의  최적량은  사용되는  결합제와  중량제  및  유효성분에  따라 다르
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분들의 건조 총  중량에 대하여 5  내지 50%,  바람직하기로는 20  내지 40%의 범
위이다.

대개는  펠릿을  실린더형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상기  습윤성  혼합물을  압출시켜서  펠릿을 형성시키
고,  대표적으로는  약  0.4mm  내지  2mm,  일반적으로는  약  1mm  내지  2mm의  직경을  갖는  실린더를 만들
기 위하여 일정한 길이로 자르거나 무작위 길이로 조각을 내고 건조시킨다.

상기  실린더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약  1mm이상이다.  실린더형의  건조  펠릿을  제조하는  대신, 압출시
킨  습윤성  실린더를  구형화시켜서  펠릿을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형화는  압출된  습윤성 실린
더를 롤링시키거나 텀블링시키므로써 실행할수 있을 것이며, 바람직하기로는 "Pharmacy 
Intermational"(1985년  5월  p119-123)에서  설명된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다.  즉,  상기  고밀도 물질
과  유효성분,  물  및  결합제의  혼합물을  바람직하게는  균일한  직경과,  그리고  반드시  균일할  필요는 
없지만  적당한  길이를  갖는  실린더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압출시킨  후,  형성된  실린더들을 수직관내
의  상부표면에  홈들을  가지고  있는  수평회전판으로  구성된  구형화기기(spheronizer)를  사용하여 둥
글게  한다.  상기  실린더들은  둥글게  한다.  상기  실린더들은  둥글게  될때까지  구형화기기에 방치하는
데, 일반적으로 실린더들이 둥근 구형으로 되기까지는 15분 정도 소요된다.

원하는  형태를  형성시킨  후,  일반적으로  고온의  공기를  이용하는  베드  건조기(fluidised  bed drye
r)내에서  펠릿을  건조시킨다.  상기  건조기내에서  어떠한  표면  코팅도  실시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는 코팅제의 용액이나 현탄액을 펠릿의 표면에 분사시키므로써 실시된다.

펠릿이나  그  밖의  다른  유니트들을  공지방법에서  사용되는  용해성  물질로된  캡슐내에  형성시킨다. 
각  캡슐중의 펠릿의 중량은 캡슐의 크기,  밀도 및  각  캡슐이 포함하는 펠릿의 수와 크기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예를들어,  밀도가  2.9g/ml이고,  직경이  1.2내지  1.4mm인  펠릿은  일반적인  캡슐내에서 
0.84g내지 0.9g의 중량범위를 가지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광범위한  약제  유효성분들의  투여에  대하여  폭넓은  적용성을  가지게  된다고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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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지만,  본  발명은  소화관  및  대사성약물,  심장혈관성  약제,  혈액  및  응고제,  중추신경계  및 기
타  신경계  약물, H1 길항제  및  항바이러스성 활성을 갖는  약제  등의  투여를  위한  개선된  방법을 최초

로 제공하고, 특히 소량의 프로스타글란딘을 투여시키는데 매우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본  발명은  예컨대  위장병의  국소치료를  위하여  유효성분을  위에서  흡수시킬때나  혹은  상부장내에서 
흡수시키고자  할때  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데,  상기  성분들이  잘  이송되어  그  흡수가  잘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발명은  위장관의  국소자극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약제  투여시간의 
간격을  넓혀주므로써  환자의  순응도를  향상시켜  혈장농도를  안정하게  해준다.  따라서,  반감기나 짧
거나 치료범위가 제한된 약제에 특히 중요하다.

본  발명에  따른  유용한  약제로는  소화성궤양  예방  및  치료제,  제산제,  구풍제,  소화제,  위장약, 진
경제  또는  항콜린제,  진토제  및  항오심제,  지사제,  완화제,  이담제  및  간장보호제,  비만증  치료제, 
소화제,  당뇨병  치료제,  전신대사성  약물,  식욕촉진제,  필수아미노산  보충제,  직장  및  결장용  약제, 
기타위장약 등 기타 대사성 약물과 같은 소화관 및 대사성 약물들이다.

항소화성  궤양제의  예를들면,  시메티딘(cimetidine)과  라니티딘(ranitidine)뿐아니라  영국특허 제
2,075,007호에  제시된  화합물들  중  특히,  수포티딘(sufotidine),  영국특허  제2,023,133호에  제시된 
화합물들  중  특히,  램프티딘(lamptidine)  및  영국특허  제2,047,238호에  제시된  화합물들중  특히, 록
스티딘(loxtidine)등과 같은 H2길항제들이 있다.

또한,  어떤  프로스타글란딘은  항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본  발명에서  사용되기에  특히  적합하다.  본 
발명이  사용될  수  있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예로는  영국특허  제2,097,397호,  영국특허  제2,127,406호, 
영국특허  제2,174,702호  및  유럽특허  제160,495호에  제신된  화합물들이  있다.  기타  다른 항소화성궤
양  치료제들은  오메프라졸  카르베녹소레인(omeprazole  carbenoxolane),  리쿼라이스(liquorice)및 수
크랄페이트(sucralfate)등을 포함한다.

진경제의  예를들면,  아트로핀  설페이트,  프로판텔린  브로마이드,  메베버린(mebeverine)  및 디시클로
민(dicyclomine)등이  있고,  진토제  및  항오심제의  예로는 1,2,3,9-테트라-하이드로-3-[(2-메틸이미

다졸-1-일)메틸]-9-메틸-4H-카르바졸-4-온,  시클리진, 신나라진(cinnarazine),  돔페리돈
(domperidone),  프로클로르페라진(prochlorperazine)  및  히오스친(hyoscine)등  뿐아니라,  영국특허 
제2,153,821호,  유럽특허  제219,193호,  유럽특허  제210,840호  및  유럽특허  제191,562호에  제시된 화
합물들과  같은  인돌  유도체들을  들수  있다.  지사제로는  디페녹실레이트하이드로클로라이드, 로페라
미드(loperamide)  및  코데인  포스페이트(codeine  phosphate)등이  있으며,  또  소디움 크로모글리케이
트(sodium  cromoglycate)와  설파살라진(sulfasalazine)은  직장  및  결장용  약제로  적당하고, 메토클
로프라미드(metoclopramide)는 바람직한 이담제이다.

본  발명이  사용될  수  있는  또다른  약제는  비타민제,  미네랄제  및  강장제들이  포함되는데, 비타민제
로는  비타민 B2,B 12  및 B6 가  있고,  미네랄제로는  철,  아연,  셀레늄  및  그밖의  다른  미량원소들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필수아미노산류와 같은 경구용 영양제에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유용한  또다른  약제는  항부정맥제와  같은  심장병치료제와,  중추신경제  작용제  및 
다른  항고혈압제  등을  포함한  저혈합제(고혈압치료제)등을  포함하는  심장혈관  약제와  이뇨제  및 혈
관수축제와  혈관확장제를  포함한  뇌  및  말초  혈관치료제와,  치질  치료제  및  정맥루  치료제,  그리고 
심장선택성  베타  차단제를  포함한  베타차단제,  칼슘길항제,  ACE-저해제와  기타  다른  효소저해제  및 
효소자극제, 그리고 그밖의 다른심장혈관 약제등이 있다.

적당한  항부정맥제로는  아미오다론(amiodarone),  플레카이나이드(flecainide),  베라파밀(verapamil) 
프로카인아미드(procainamide) 및 퀴니딘(quinidine)등이 있으며, 항 고혈압제로는 메틸도파
(methyldopa)  및  클로니딘(clonidine)등이  적합하다.  이뇨제로는  클로로티아자이드와  하이드로 클로
로티아자이드가  있으며,  혈관확장제로는  이소소르바이드(isosorbide) 디니트레이트/모노니트레이트

가  포함된다.  예컨대  편두통의  치료를  위한  뇌혈관  수축제로는  영국특허  제2,162,522호에  제시된 화
합물  중  특히  3-[2-(디메틸아미노)에틸]-N-메틸-1H-인돌-5-메탄설폰아미드가  있다.  베타  차단제로는 
프로파놀올,  라베탈올(labetalol),  옥시프레놀올(oxprenolol),  아세부톨올(acebutolol)  및 메토프롤
올(metoprolol)등이  있고,  칼슘길항제(차단제)로는  니페데핀(nifedepine)이  포함된다.  ACE-저해제의 

두가지 예를들면 캡토프릴(captopril)과 에날라프릴(enalapril)등이 있다.

본  발명이  사용되기에  적합한  또다른  약제는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섬유소분해제,  지혈제, 빈혈치
료제  및  저혈증  지질제  등을  포함한  혈액  및  응고제이다.  항혈소판제로는  디피리다몰이  포함되며, 
빈혈치료제로는 철 염류 및 폴산이 포함된다.

본 발명은 또한 항진균제와 항좌창제와 같은 피부과 약제를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  유용한  약제의  또다른  분류는  산부인과용  항강염제  및  기타  다른  산부인과용  약제와, 
피임약을  포함한  성호르몬제  및  비뇨기과  약제들을  포함하는  성뇨기  약제와  성호르몬제를  포함한다. 
또다른  분류는  성호르몬제를  제외한  호르몬제,  예컨대,  진신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갑상선  요법을 
위한 약제 및 기타 다른 전신성 호르몬제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유용한  또다른  약제로는  전신성  항생제,  전신성  항진균제,  전신성  설폰아미드  및  기타 
다른 항감염제들을 포함한 항생제와 특히 전신성 항바이러스제 등이 있다.

항바이러스제는  경관의  암에  관계되는  바이러스나,  경관  혹은  다른  발암성  바이러스,  또는  기타 다
른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뿐아니라  에이즈(AIDS)와  같은  인체의  레트로바이러스  감염이나,  단순포진, 
대상포진  혹은  세포거대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포진성  감염의  치료를  위한  것이다.  항포진  및 항바이
러스성 약제의 예를들면, 영국특허 제1,523,865호에서 제시한 화합물들 중 특히 아시클로비어
(acyclovir)  및  갠시클로비어(gancylovir)와,  지도부딘(AZT)  및  항  에이즈제의  예로서  유럽특허 제
196185호에서 제시한 다른 화합물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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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  사용되기에  적합한  또다른  약제는  알킬화제를  포함한  항암제,  대사길항제, 항암호르몬
제, 면역조정제 및 기타 다른 세포증식억제제등을 포함한다.

또한, 기생충박멸제도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예컨대 구충제 등이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항류머티스제와  근육이완제,  항통풍제  및  항염증성  효소를  포함한  근골격 약제에
도  유용하다.  통풍치료제의  예를들면,  알루푸리놀(allopurinol)과  콜치신(colchicine)  및 프로베네
시드(probenecid)등이 있다.

본  발명에서  유용한  약제의  또다른  분류는  진통제를  포함한  신경제,  간질병약제,  항파킨슨증후군 치
료제와,  신경이완제,  수면제,  진정제  및  정신안정제를  포함한  정신신경용  약제  및  우울증  치료제, 
정신자극제, 뇌혈류개선제(nootropes) 및 뇌혈관확장제를 포함한 정신흥분제 등이다.

바람직한  진통제는  인도메타신(indomethacin)과  디클로페낙소디움(diclofenac  sodium)뿐아니라, 몰
핀과  코데인,  디하이드로코데인  및  메타돈(methadone)을  포함한다.  적당한  항간질병  약제로는 카바
마제핀,  클로라제팜  및  페노바르비톤  등을  포함하고,  항파킨슨증후군제는  L-도파,  아만티딘, 브로모
크립틴 및 프로시클리딘 등을 포함하며, 적당한 정신신경용 약제는 트리아졸람, 디아제팜, 
로라제팜,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  클로바잠  및  옥사제팜  등을  포함하고,  적당한  정신흥분제는 클로
르프로마진,  리튬염류,  하올페리돌,  아미트립틸린,  페로헤나진,  클로미프라민,  프로마진  및 미안세
린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유용한  약제의  또다른  분류는  기관지  확장증제와  항알러지제등의  항천식제를  포함하는 
호흡기  제제이다.  적당한  항천식제의  예로는  살부타몰,  테르부타린,  아미노필린  및  테오필린  등을 
들 수 있다.

H1 길항제는  본  발명에서의  특수  용도  약제의  또다른  분류인데,  그  예를들면  트리프로리딘, 클로로페

니르아민,  브롬페니르아민  및  EPA  제85959호에서  제시한  화합물중  특히 (E)-3-[6-[(E)-3-(1-피롤리
디닐)-1-(p-톨릴)-1-프로페닐]-2-피리딜]-아크릴산(아크리베스틴)과  같은  아릴알킬아민  유도체와, 

유럽특허  출원  제117302호에서  제시한  화합물들과  같은  페노티아진  유도체,  유럽특허출원 제214779
호에서  제시한  화합물들과  같은  디벤조크세핀  및  디벤조시클로헵텐  유도체,  테르페나딘  및 아스테미
졸 등이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약제들로는  기침  및  감기치료제와,  녹내장제,  안과용  약제  및 이
과용 약제등을 포함한 감각기관용 약제(sensory products)가 있다.

본  발명은  상세한  설명부분과  다음  실시예에서,  약제유니트의  밀도는  공기  비교  피크노미터(air 
comparison pycnometer)로 측정한 값이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실시예 1]

다음  표에  나타낸  바와같은  중량제  a내지  i와  결합제인  세결정성  셀룰로오즈의  혼합물에  물을 혼합
시키되,  각  경우에  있어서  세결정성  셀루로오즈에는  소디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즈  15%가 함유되도
록 하여 매스(mass)를  얻은  후,  이를  압출시켜 직경 1.2  내지  1.4mm와  길이  약  2  내지  15mm의 범위
를  갖는  실린더를  형성시켰다.  상기  실린더를  구형화기기(spheronizer)를  사용하여  약  1.2  내지 
1.4mm인  직경을  갖는  구를  형성시키고,  이를  유동  베드  건조기(fluidised  bed  dryer)내에서 건조시
켰다.

다음  표에는  총  건조분말의  중량을  기준으로  한  중량제와  각  성분들의  상대량  및  건조후  제조된 펠
릿의 밀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펠릿들은  코팅되지  않은  것이므로,  펠릿들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하여  2.5중량%만큼의 방출조
절성  에틸셀룰로오즈  코팅제로  코팅시켜서  상기  펠릿들을  방출조절성  펠릿으로  전환시킨  결과, 펠릿
의 밀도가 약 0.1g/ml만큼 감소되었다.

[실시예 2]

상기  실시예  1에서와  같이  실시하여, BaSO 4  80중량%와  세결정성  셀룰로오즈  결합제  19.9중량%  및 리

보플라빈  0.1중량%를  함유하는  펠릿들을  제조하였다.  압출시키는  매스중의  물의  양은  중량제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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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및  리보플라빈의  총  중량에  대하여  25내지  27중량%가  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건조시킨 펠릿
의  밀도는  3.2g/ml로  나타났다.  그후,  얻어진  펠릿들을  방출조절성  에틸셀룰로오즈  또는  Eudragit 
RS  100  코팅제  약  2중량%로  코팅시킨  결과,  그  밀도가  약  3.1g/ml까지  감소되었다.  다수의  상기 펠
릿들을 젤라틴캡슐에 충진시켜서, 그 중량을 약 0.85g이 되게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기  리보플라빈  0.1%를  상술한  바와같은  기타  다른  치료유효성분들중  어떠한 것
으로도  대치시킬  수  있고,  상기  펠릿들은  캡슐이나  교갑에  채워지거나  혹은  전분으로  결합시켜 분해
가능한 정제로 만들 수도 있다.

[실시예 3]

산화알루미늄  80중량%와  세결정성  셀룰로오즈  17중량%  및  리보플라빈  0.5중량%의  혼합물을 폴리비닐
피롤리돈(PVP)수용액과  함께  과립화시켜서  PVP의  최종  함유향이  1중량%가  되게  하였다.  얻어진 과립
제들을  건조시키고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1중량%와  혼합하여,  리보플라빈  1mg을  함유하며  10mm의 
직경과 3..0g/ml이상의 밀도를 가지는 200mg의 정제로 제조하였다. 이를 에틸셀롤로오즈 또는 
Eudragit RS위내 방출조절성 코팅제 6mg으로 코팅시켜 밀도가 2.7g/ml가 되도록 하였다.

[실시예 4]

상기  실시예  3에서와  동일한  혼합물을  사용하여  직경이  약  4mm인  50mg의  정제를  제조하고,  실시예 3
과  동일하게  실시하여  정제를  코팅시켰다.  이와같이  하여  얻어진  정제들은  각각  0.25mg의 리보플라
빈을 함유하게 되며, 그러한 정제 4개를 젤라틴 캡슐에 충진시켰다.

[실시예 5]

유니트들이  위를  통과하는  이동율을  설명하기  우하여  상기  실시예  1의  d에서와  같이  제조된  밀도 
2.8내지  2.9/ml의  중량의  펠릿들을  99m-테크네튬으로  라벨을  붙이고  에틸  셀룰로오즈로  코팅시켜서 
구들의  최종  밀도가  2.8  내지  2.9/ml가  되게  하였다.  상기에서  사용된  중량제  대신  락토오즈를 포함
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실시하여  구형으로  만들고  마찬가지로  분류하여  코팅시켜서 밀도
가 1.5g/ml인 경량의 펠릿들을 제조하였다.

상기에서  제조된  경량의  펠릿과  중량의  펠릿들의  샘플을  각각  절식상태이거나  혹은  가벼운 아침식사
를  한  건강한  사람에게  복용시키고,  하나는  사람의  앞쪽에  다른  하나는  정확성을  위하여  등쪽을 촬
영할  수  있도록  설치한  2대의  감마  카메라로  감마  섬광계수법을  이용하여  관심부위인  위내에서의 방
사능을 관찰하였다.

위  공복개시시간과  50%공복시간(펠릿들의  절반이  비위졌을  때의  시간)  및  위  공복이  효과적으로 완
결된 시간을 기록하여 그 값들의 평균치를 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표에 나타내었다.

상기  결과로부터,  중량의  펠릿들이  경량의  펠릿들보다  급식상태인지  절식상태인지에  관계없이  위내 
체류시간이 더 길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또한,  상기  실험을  2.5g/ml의  밀도를  가지는  펠릿들을  사용하여  실시하였을  때,  공복개시시간과 50%
공복시간  및  공복완결시간의  값들은  상기표에서  인용한  중량의  펠릿에  대한  값보다  항상  작았으나 
상기 경량의 펠릿에 값보다는 항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위내에  있는  동안  방출조절성  유니트로부터  유효성분이  방출되는  것을  조절해주는  위내  방출조절성 
결합제와  같은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와  약제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적어도  하나의 방출조절
성  유니트로  되어  있고,  최소크기가  적어도  2mm이며,  인체내로  경구투여시키기에  적합한  방출조절성 
경구용  고형제형에  있어서,  상기  방출조절성  유니트  또는  각각의  유니트들의  밀도는  적어도 2.5g/ml
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출조절성 경구용 고형제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밀도는 적어도 2.7g/ml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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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잇어서, 상기 밀도는 6g/ml이하 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출조절성  유니트  또는  각각의  방출조절성  유니트들은  평균크기가  적어도 
1mm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캡슐이거나  분해가능한  정제로서  여러개의  상기  방출조절성 유니트들
로 되어있음을 특징으로하는 제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유니트들은 그 평균크기가 약 1mm 내지 약 2mm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7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유니트들은  평균직경이  약  1mm  내지  약  2mm인  구형화된  펠릿임을 
특징으로하는 제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그  최대크기가  약  5mm내지  약  25mm이며  최소크기가  약  10mm이하임을 
특징으로하는 제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정제형의  단일  방출조절성  유니트로  이루어진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출조절성  유니트  또는  각각의  방출조절성  유니트들에  함유되어있는  상기 담
체는  밀도가  적어도  약  3.0g/ml인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중량제를  상기  유니트의  중량비로  약50% 
내지 약95%로 함유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중량제는 바륨 설페이트나 페러스옥사이드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출조절성  결합제는  상기  방출조절성  유니트  또는  각각의  방출조절성  유니트 
둘레를 코팅시키는 방출조절성 코팅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분은  소화관  및  대사성약제,  심장혈관  약제,  혈액  및  응고제,  신경제, 
H1길항제 및 항바이러스 활성을 갖는 약제들로부터 선택되어진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14 

제1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분은 프로스타글란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15 

방출조절성  경구용  고형제형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제형의  밀도가  적어도  2.5g/ml가  되도록  하기 위
한  중량제와,  유니트가  인체의  위내에  있는  동안  유효성분이  유니트로부터  방출되는  것을 조절해주
는  위내  방출조절성  결합제  및  약제학적  유효성분을  결합시켜서  된  적어도  2mm의  최소크기를  갖는 
단일방출조절성  유니트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경구용  고형제형의 제조
방법.

청구항 16 

방출조절성  경구용  고형제형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각  유니트들의  밀도가  적어도  2.5g/ml가  되도록 
하기  위한  중량제와,  유니트들이  인체의  위내에  있는  동안  유효성분이  유니트로부터  방출되는  것을 
조절해주는  위내  방출조절성  결합제  및  약제학적  유효성분을  결합시켜서  된  방출조절성  유니트 복수
개로  이루어지며  적어도  2mm의  최소크기를  갖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경구용 고형제
형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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