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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생분해성 고분자로 이루어진 담체에 약물을 봉입하여 지속적으로 약물의 방출을 조절할 수 있는 미립구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종래에 하나의 수상에 하나의 유상만을 분산 시키던 방법과는 달리, 둘 이

상의 유상을 제조하여 하나의 수상에 둘 이상의 유상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분산하는 다중 에멀젼법에 의한 서방출

성 미립구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여 제조된 LHRH (Leutenizing Hormone Releasing Hormone)

동족체와 같은 약물봉입 미립구는 체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약물을 지속적으로 방출하므로 약물의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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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서 제조된 미립구들의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도 1b는 비교예 1A에서 제조된 미립구들의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도 1c는 비교예 1B에서 제조된 미립구들의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도 1d는 비교예 1C에서 제조된 미립구들의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도 2a는 본 발명의 실시예 2A에서 제조된 미립구의 100배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도 2b는 본 발명의 실시예 2A에서 제조된 미립구의 800배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 2 와 비교예 2에서 제조된 미립구들 및 류프린제품의 in vitro 방출시험 결과를 나타내는 도

표이다.(-□-: 류프린, -△-: 비교예 2A, -○-: 실시예 2A, -▽-: 비교예 2B, -◇-: 실시예 2B)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서 제조된 미립구들 및 류프린제품의 in vivo 방출시험 결과를 나타내는 도표이다.(-□-

: 류프린, -△-: 실시예 2B, -○-: 실시 예 2A)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서 제조된 미립구들 및 류프린제품에 의한 in vivo 테스토스테론 억제결과를 나타내는 

도표이다.(-○-: 대조군, -□-: 류프린, -△-: 실시예 2A, -▽-: 실시예 2B)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생분해성 고분자로 이루어진 담체에 약물을 봉입하여 지속적으로 약물의 방출을 조절할 수 있는 미립구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 서방형 약물전달계(DDS; Drug Delivery System) 제제들의 일반적인 제조방법은 코아세르베이션법이나 유

탁액 상분리법 또는 분무 건조에 의한 캡슐화 및 유기 또는 수상 중의 용매 증발법 등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방법 중

에서도 수상 중 용매 증발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는데 이는 크게 이중 유화 증발법(W/O/W; Water/Oil/Wat

er)과 단일 유화 증발법(O/W; Oil/Water)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펩타이드나 단백질과 같은 수용성 약물의 봉입에 주로 사용되는 W/O/W 방법은 수용액에 약물을 용해하

여 제조된 약물함유 수용액을 생분해성 고분자를 함유하는 유기용매에 분산시켜 1차 에멀젼을 형성(water in oil)한 

다음, 이를 수상에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지용성 약물의 봉입에 주로 사용되는 O/W방법은 유기용매 또는 유기

용매의 혼합물에 약물과 생분해성 고분자를 함께 용해(oil)시킨 후, 이를 수상에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두 방법 모두 

유기용매상의 고분자가 수상에 분산되는 과정에서 유기용매가 추출 또는 증발등에 의해 제거됨으로써 고분자의 용해

도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고형화가 되고 결과적으로 미립구를 형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W/O/W방법에 의해 제조된 

미립구는 O/W방법에 의해 제조된 미립구에 비하여 다공성이 증가하므로 표면적이 커지게 되어 약물의 초기방출 속

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다.

지속적인 약물 방출의 기간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은 고분자의 화학적 조성, 분자량, 물친화성, 유기용매의 조

성, 유화제나 첨가제의 종류 및 농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고분자의 화학적 조성, 분

자량 및 수친화성 등이다. 예를 들면 락타이드와 글라이코라이드의 몰비율이 다른 형태로 구성되는 공중합체인 폴리

락타이드-코-글라이콜라이드 (polylactide-co-glycoli des, PLGA) 고분자의 경우 락타이드의 몰비와 그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분해속도가 느려진다. 따라서 더 오랜기간 약물의 지속적 방출을 위한 미립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락타

이드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거나 분자량이 더 큰 고분자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더 오랜기간 동안 분해되는 고분

자는 초기 또는 중간 어느부분에서 방출이 거의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한가지 고분자만으로는 요

구되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등)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서방성 미립자를 제

조하는 일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종래의 제조방법은 분해속도가 빠른 고분자와 분해속도가 느린 고

분자를 혼합하여 이들에 약물을 봉입시키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렇게 제조된 미립구로 부터의 약물

의 방출속도는 혼합된 각각의 고분자에 봉입된 미립구로부터 방출되는 약물의 양으로부터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

다. 그 이유로는 특성이 다른 둘 이상의 고분자가 하나의 미립구상에 존재하게 되는데 생체내에서의 분해속도가 빠른

고분자로부터 유래된 분해산물의 영향에 의하여 분해속도가 느린 고분자의 분해가 단독으로 존재할 때 보다 빨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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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약물의 생체내 방출속도도 분해속도가 빠른 고분자의 영향을 받게 되어 각각의 고

분자에 봉입된 약물의 방출속도의 평균치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물을 분해속도가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고분자에 각각 봉입시켜서 얻은 미립구를 적

당한 비율로 혼합하여 원하는 기간동안 약물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미립구(미국특허 제4,897,268)를 얻는 방법이 

있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한 가지 제형의 상품화를 위해서 둘 이상의 미립구를 제조하여야 하는 공정상의 어려

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약물을 분해속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생분해성 고분자의 유상에 각각 용해 또는 분산시켜 얻은 둘 이상

의 1차 유상 또는 에멀젼을 제조하여 이를 하나의 수상에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각각의 방출특성을 

그대로 지니는 미립자들의 혼합체를 제조함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서방출성 제제

를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은 기존의 고분자혼합법에 의해 제조된 방법에 비해 방출기간 예측이 

수월하며 적당한 고분자들의 조성, 분자량 또는 용매의 조성 및 농도, 첨가제 등을 1차 유상 또는 에멀젼 단계에서 각

각 다양하게 조절함으로써 한 공정으로 원하는 기간동안 약물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서방출성 제제를 제조는 데 있

다.

본 발명은 생분해성 지방족 폴리에스테르계 고분자로 이루어진 담체에 LHRH 동족체와 같은 약물을 봉입하여 지속적

으로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서방출성 제제를 제조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여러 개의 1차 유상 또는 에멀젼을 제조하여 이를 하나의 수상에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분산시키면서 각각

의 방출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미립자들의 혼합체를 제조함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할 수 있

는 서방출성 제제의 제조방법으로서 종래의 고분자 혼합법에 의해 제조된 방법에 비해 방출기간을 쉽게 조절할 수 있

으며, 특히 전체적인 방출기간을 변화시키지 않고 초기방출 양을 조절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적당한 고분자들의 조성, 

분자량 또는 용매의 조성 및 농도, 첨가제 등을 1차 유상 또는 에멀젼 단계에서 각각 다양하게 조절함으로써 한 공정

에서 서방출성 제제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그 제조과정은 다음의 세 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

(제 1단계) 약물 및 생분해성 고분자의 종류, 조성 또는 농도 중 둘 이상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이 다른 1차 유상 

또는 에멀젼(Oil 또는 water in oil)을 제조한다.

(제 2단계) 제조된 둘 이상의 1차 유상 또는 에멀젼들을 하나의 수상에 분산시킨다.

(제 3단계) 분산된 미립구로부터 유기용매를 제거하고 미립자를 얻는다.

상기의 제 2단계에서 둘 이상의 1차 유상 또는 에멀젼을 하나의 수상에 분산시키는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면 둘 이상의 1차 유상 또는 에멀젼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하나의 수상에 분산시키거나, 첫 번째 1차 에멀젼을 수상

에 분산시킨 후 수상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요소를 변화시킨 후 다음의 1차 에멀젼을 분산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수

상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요소의 변화"란 믹서의 속도 또는 수상의 양, 수상에 함유된 유화제, 첨가제의 농도, 온도 등

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생분해성 고분자 화합물로는 셀루로우스초산염(ce llulose acetate), 초산셀루로우스프로

피온(cellulose acetate propionate), 셀루로우스부틸레이트(cellulose butyrate), 셀루로우스프로피온염(cellulose 

propion ate), 셀루로우스발러레이트염(cellulose valerate), 쿠라노인덴폴리머(cumaronei ndene polymer), 디부틸

아민히드록시프로필 에테르(dibutylaminohydroxypropyl eth er), 에틸셀루로우스(ethyl cellulose), 에틸렌-비닐초

산(ethylene-vinylacetate) 공중합체, 글리세롤 디스테아레이트(glycerol distearate), 히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루로

우스프탈레이트(hydroxypropylmethyl cellulose phthalate), 2-메틸-5-비닐피리딘 메타크릴레이트-5-비닐피리딘

메타크릴레이트-메타크릴산(2-methyl-5-vinylpy ridine methacrylate-methacrylic acid) 공중합체, 폴리아미노

산(polyamino acids ), 폴리안하이드라이드(polyanhydrides), 폴리카프로락톤(polycaprolactone),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폴리부타디엔(polybutadiene), 폴리에스테르(polyeste rs), 폴리히드록시부티린산(polyhydroxybu

tyric acid),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 olymethyl methacrylate), 폴리메타크릴산에스테르(polymethacrylic acid 

ester), 폴리올소에스테르(polyorthoesters),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다당류(algini cacid, chitin, chitosan, 

chondroitin, dextrin, dextran, hyaluronic acid, hepa rin, keratan sulfate, starch), 폴리스틸렌(polystyrene), 폴

리비닐 아세탈 디에틸아미노초산(polyvinyl acetal dietylamino acetate), 폴리비닐초산(polyvinyl acetate), 폴리비

닐알콜(polyvinyl alcohol), 폴리비닐부티알(polyvinyl butyral), 폴리비닐포말(polyvinyl formal), 단백질(albumin, c

asein, collagen, fibrin, fibrinogen, gelatin, hemoglobin, transfferin, zein) 염화비닐-프로필렌-초산비닐(vinylchl

oride-propylene-vinylacetate)공중합체,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vinylchloride -vinylacetate polymer), 왁

스류(beef tallow, whale wax, bees wax, paraffin wax, castor wax) 고분자 지방산류(myristic, palmitic, stearic, 

behenic acids)등이 있다. 상기의 고분자중에서도 더욱 바람직하게로는 폴리락타이드(polylactides), 폴리클라이콜

라이드 (polyglycolides), 이들의 공중합체인 폴리락타이드코글라이콜라이드 (polylactide-co-glycolides, PLGA)등

의 지방족 폴리에스테르계가 사용될 수 있다.

상기한 생분해성 고분자중 PLGA를 예로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PLGA는 생체내에서 최종적으

로 젖산(lactic acid)과 글리콜린산(glycolic acid)의 단량체로 분해되므로 생체 적합성이 인정된 물질로 인체에 해가 

없음이 잘 알려져 있으며, 미국 FDA로부터 허가된 물질로 이미 전립선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LHRH 동족체와 소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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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증 환자에 투여되는 인간 성장 호르몬의 지속성 약물 방출 제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PLGA는 단량체인 젖산과 글리

콜린산의 비율, 분자량, 물친화성등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이들은 각각 생체내에서 짧게는 2

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의 기간동안 분해되는 특성을 갖는다.

본 발명에 따른 미립구의 제조방법중 제 1단계에서 둘 이상의 1차 유상 또는 에멀젼을 제조하는 예로서 첫 번째 1차 

유상은 약물과 생체분해속도가 비교적 짧은 PLGA, 즉 단량체 비율이 50:50, 또는 물친화성이 높은 PLGA (예로서 말

단에 카르복실 잔기를 함유하는 PLGA: RG502H,RG503H 등), 또는 분자량이 작은 PLGA를 유기용매상에 용해시켜 

제조하고, 두 번째 1차 유상은 약물과 생체분해속도가 비교적 긴 PLGA, 즉 단량체 비율이 75:25, 또는 물친화성이 

낮은 PLGA (예로서 말단의 카르복실기가 도데실기등으로 치환된 PLGA: RG502, RG503 등), 또는 분자량이 큰 PL

GA를 유기용매상에 용해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약물이 수용성인 경우에는 위에서 기술한 사항중 약물을 수용액

에 용해시키고 각각의 고분자가 용해된 유상에 에멀젼 상태로 분산시킴으로써 둘 이상의 1차 에멀젼을 제조할 수 있

게 된다.

또 다른 예로서는 각각의 1차 유상 또는 1차 에멀젼을 제조할 때 생분해성 고분자는 동일한 물질을 사용하지만 약물

의 종류는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LHRH(Leutenizing Hormone Releasing Hormone)의 동족체를 예를 들

면, 첫 번째 1차 유상에서는 LHRH 동족체 중에서 길항물질(antagonist)의 한 종류를 용해시키고, 두 번째 1차 유상

에서는 LHRH 동족체 중에서 작용물질(agonist)의 한 종류를 용해시킴으로써 두 가지의 다른 1차 유상을 제조할 수 

있다. 또한 고분자의 종류나 약물의 종류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한 종류의 약물과 한 종류의 고 분자를

가지고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이 다른 둘 이상의 1차 유상 또는 에멀젼을 제조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두 가지의

1차 유상 또는 에멀젼에서 약물 또는 고분자의 무게비, 유기용매에 대한 약물 또는 고분자의 무게비, 사용되는 유기용

매의 비율 (유기용매의 혼합물을 사용할 경우), 수용액과 유기용매의 비율(수용성 약물의 경우, 즉 W/O/W방법)등을 

다르게 조절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와같은 매개 변수들의 차이에 의해서 제조된 미립구들은 구조 형태학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갖게 되고 일반적으로 약물의 방출 속도도 또한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보통 고분자의 유기용매에 

대한 무게비가 증가하면 1차 유상 또는 에멀젼의 점도가 증가하여 약물의 봉입율이 증가하고, 미립구의 크기도 상대

적으로 크게 된다. 또 다른 예로서, 보통 약물이 수용성인 경우에 약물의 함유율이 높아지면 생체내 방출 속도가 증가

하고, 지용성인 경우에 약물의 함유율이 높아지면 방출 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기용매의 혼합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각각의 유기용매의 물에 대한 용해도 또는 끓는점등의 차이에 의해서 2차 수상에 분산된 에멀젼에서의 유

기용매의 추출 또는 증발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립구의 특성이 달라지고 약물의 방출 속도도 영향

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미립구의 제조방법중 제 2단계에서 제조된 둘 이상의 1차 유상 또는 에멀젼들을 하나의 수상에 분산

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장 간단한 예로서는 하나의 수상에 둘 이상의 1차 유상 

또는 에멀젼들을 동시에 분산시키는 방법, 또는 첫 번째 1차 유상 또는 에멀젼을 분산시키고, 바로 두 번째 1차 유상 

또는 에멀젼을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보통 이와같은 방 법에서는 수상의 양을 충분히 사용함으로써 모든 1차 유상 또

는 에멀젼들에 존재하는 유기용매를 충분히 추출 또는 증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첫 번째 1차 유상 또는 

에멀젼을 수상에 분산시킨 후 "수상의 물리 화학적 요소"를 변화시킨 후 두 번째 1차 유상 또는 에멀젼을 수상에 분산

시키는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 "수상의 물리 화학적 요소"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믹서의 속도 또는 수상의 양, 수

상에 함유된 유화제, 첨가제의 농도, 온도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의 변화에 따른 미립구의 특성 변화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믹서의 속도가 증가함으로써 에멀젼의 크기가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미립구의 크기도 작아

지게 된다. 수상의 양이 증가되면 에멀젼에서의 유기용매의 추출 속도 또한 빨라지게 되어 생분해성 고분자의 고형화

가 빨리 일어나게 되어 미립구의 크기도 커지게 된다. 수상의 온도는 유기용매의 증발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온

도가 증가할수록 증발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생분해성 고분자의 고형화 속도, 미립자의 크기 등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약물의 방출 속도 또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1차 유상 또는 에멀젼을 분산시킨 후 수상의 양을 증가시

키거나, 온도를 증가하여 유기 용매를 어느정도 제거하면 두 번째 1차 유상 또는 에멀젼에 존재하는 유기용매를 충분

히 추출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둘 이상의 1차 유상 또는 에멀젼을 하나의 수상에 분산시킬 때 각각의 1차 

유상 또는 에멀젼에 존재하는 유기용매의 종류, 양등을 고려하고 또한 수상의 양이나 온도등도 고려하여 미립구를 제

조하여야 한다.

본 발명에 적용할 수 있는 약물로는 생리활성 펩타이드 및 단백질, 항암제, 항생제, 해열제, 진통제, 항염증제, 거담제,

진정제, 근육 이완제, 간질 치료제, 항궤양제, 항우울증제, 항알레르기제, 강심제, 항부정맥제, 혈관확장제, 저혈압성 

이뇨제, 당뇨병 치료제, 과지질혈증 치료제, 항응고제, 용혈제, 항결핵제, 호르몬, 마취 길항제, 골흡수 억제재, 골형성

촉진제 및 혈관형성 억제재를 포함한다.

생리활성 펩타이드와 단백질들은 2개 이상의 아미노산들로 분자량이 약 200-100,000으로 구성되며 이들 펩타이드 

및 단백질 약물들의 예는 인간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성장 호르몬 방출 펩타이드, 인터페론, 콜로니 

자극 인자, 인터루킨, 마크로파지 활성 인자, 마크로파지 펩타이드, B세포 인자, T세포 인자, 단백질 A, 알러지 억제 

인자, 세포 괴사 당단백질, 면역독소, 림포독소, 종양 괴사 인자, 종양 억제 인자, 전이 성장 인자, 알파-1 안티트립신, 

알부민과 그 단편 폴리펩타이드, 아포리포단백질-E, 에리트로포이에틴, 인자 VII, 인자 VIII, 인자 IX, 플라즈미노젠 

활성 인자, 유로키나제, 스트렙토키나제, 단백질 C, C-반응성 단백질, 레닌 억제재, 콜라지나제 억제재, 수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혈소판 유래 성장 인자, 표피 성장 인자, 오스테오제닉 성장 인자, 골 형성 촉진 단백질, 칼시토닌, 인슐린

, 아트리오펩틴, 카틸리지 유도 인자, 결합 조직 활성인자, 여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방

출 호르몬, 신경 성장 인자,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 릴랙신, 씨크레틴, 조마토메딘, 인슐린-유사 성장 인자, 아드레노

코티코트로픽 호르몬, 글루카곤, 콜레시스토키닌, 췌장 폴리펩타이드, 가스트린 방출 펩타이드, 코티코트로핀 방출 인

자, 타이로이드 자극 호르몬,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등에 대한 단일클론성 또는 폴리클론성 항체, 각종 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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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유 래 백신 항원 등을 포함한다.

항암제들의 예는 블레오마이신(bleomycin),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악티노마이신디(actinomycin D), 미토

마이신씨(mitomycin C), 빈블라스틴황산염(bi nblastin sulfate), 빈크리시틴황산염(bincrystin sulfate), 다우노루비

신(daunoru bicin), 아드리아마이신(adriamycin), 네오카티노스타틴(neocartinostatin), 시토신아라비노사이드(cyto

sinearabinoside), 플루오로우라실(fluorouracil), 테트라하이드로푸릴-5-풀루오로우라실(tetrahydrofuryl-5-fluor

ouracil), 크레스틴(krestin), 피시바닐(Picibanil, 렌티난(lentinan), 레바미솔(levami sole), 베스타틴(bestatin), 아지

멕손(azimexon), 글리시르히진(glycyrrhizin), 포릴류(polyI:C, polyA:U, polyICLC)등이 있다.

항생제의 예로는 젠타마이신(gentamicin), 디베카신(dibekacin), 카넨도마이신(kanendomycin), 리비도마이신(livid

omycin), 토브라마이신(tobramycin), 아미카신(amikacin), 프라디오마이신(fradiomycin), 시소마이신(sisomycin), 

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tetracycline hydrochloride), 옥시테트하사이클린염산염(oxytetracyc line hydrochloride), 

로리테트라사이클린(rolitetracycline), 독시사이클린염산염 (doxycycline hydrochloride), 암피실린(ampicillin), 피

페라실린(piperacillin), 티카실린(ticarcillin), 세파로틴(cefalothin), 세파로리딘(cefaloridine), 세포티암(cefotiam), 

세프수로딘(cefsulodin), 세프메녹심(cefmenoxime), 세프메타졸(cef metazole), 세파졸린(cefazolin), 세포탁심(cef

otaxime), 세포페라존(cefoperazon ), 세프티족심(ceftizoxime), 모키살락탐(mochisalactam), 티에나마이신(thiena

my cin), 설파제신(sulfazecin) 및 아즈트레오남(aztreonam)등이 있다. 해열제의 예로는, 아닐제신(analgesics)과 살

리실산을 함유하는 항염증제(anti-inflammatoryage nts include salicylic acid), 설피린(sulpyrine), 플루페나민산(fl

ufenamic acid ), 디클로페낙(diclofenac), 인도메타신(indomethacin), 몰핀(morphine), 페티딘염산염(pethidine hy

drochloride), 레보파놀타트레이트(levorphanol tartrate) 및 옥시몰폰(oxymorphone)등이 있다.

진통제의 예로는 에페드린염산염(ephedrine hydrochloride), 메틸에페드린염산염(methylephedrine hydrochloride

), 노스카핀염산염(noscapine hydrochloride), 코데인인산염(codeine phosphate), 디하이드로코데인인산염(dihydr

ocodeine phosph ate), 알로크라마이드염산염(allocramide hydrochloride), 클로페다놀염산염(clofe danol hydroc

hloride), 피코페리다민염산염(picoperidamine hydrochloride), 클로페라스틴(chloperastine), 프로토키롤염산염(pr

otokylol hydrochloride), 이소프로테레놀염산염(isoproterenol hydrochloride), 설부타몰염산염(sulbutamol sulfat

e) 및 터부타린황산염(terbutaline sulfate)등이 있다.

진정제의 예로는 클로프로마진(chlorpromazine), 프로클로페라진(prochlorp erazine), 트리플티오페라진(trifltioper

azine), 아트로핀황산염(atropine sulfate ) 및 메칠스코폴아민브로마이드(methylscopolamine bromide)등이 있다.

근육이완제의 예로는 피리디놀메탄설포네이트(pridinol methanesulfonate), 염화투보큐라린(tubocurarine chloride

) 및 판큐로늄브로마이드(pancuronium brom ide)등이 있다.

항간질제의 예로는 페니토인 함유 안티피렙틴(antiepileptics include phenytoin), 에토숙시마이드(ethosuximide), 

아세타졸아마이드 소디움 클로디아제폭사이드(acetazolamide sodium chlordiazepoxide)등이 있다.

항궤양제의 예로는 메토크로프라미이드(metoclopramide)와 히스티딘염산염(h istidine hydrochloride)등이 있다. 

항우울증제의 예로는 이미프라민(imipramine), 크로미프라민(clomipramine), 녹십틸린(noxiptiline) 및 페너다인황

산염(phenerdi ne sulfate)등이 있다.

항알레르기제의 예로는 디펜히드라민염산염(diphenhydramine hydrochloride ), 크로페니라민말레이트(chlorpheni

ramine maleate), 트리페렌아민염산염(tripel enamine hydrochloride), 메트딜아진염산염(methdilazine hydrochlo

ride), 클레미졸염산염(clemizole hydrochloride), 디페닐피라딘염산염(diphenylpyraline hydroc hloride) 및 메톡

시펜아민염산염(methoxyphenamine hydrochloride)등이 있다.

강심제의 예로는 트란스-파이옥소캄포(trans-paioxocamphor), 티오피롤(theo phyllol), 아미노필린(aminophylline

)과 에틸레프린염산염(etilefrine hydrochlori de)등이 있다. 항부정맥제의 예로는 프로프라놀(propranol), 알프레놀

롤(alprenol ol), 부페톨롤(bufetolol) 및 옥소프레놀롤(oxprenolol)등이 있다.

혈관확장제의 예로는 옥시페드린염산산염(oxyfedrine hydrochloride), 디티아젬(diltiazem), 톨라졸린염산염(tolazo

line hydrochloride), 헥소벤딘(hexobend ine) 및 바메탄황산염(bamethan sulfate)등이 있다. 저혈압성 이뇨제의 예

로는 헥사메토늄브로마이드(hexamethonium bromide), 펜토리늄(pentolinium), 메카밀아민 염산염(mecamylamine

hydrochloride), 에카라진염산염(ecarazine hydrochloride) 및 크로니딘(clonidine)등이 있다. 당뇨병 치료제의 예

로는 글리미딘소다(glymidi ne sodium), 글리피지드(glipizide), 펜포민염산염(fenformin hydrochloride), 부포민염

산염(buformin hydrochloride) 및 메트포민(metformin)등이 있다. 과지질혈증 치료제의 예로는 프라바스타틴소다(p

ravastatin sodium), 심바스타틴(simvasta tin), 클리노피브레이트(clinofibrate), 클로피브레이트(clofibrate), 심피

브레이트(simfibrate) 및 베자피브레이트(bezafibrate)등이 있다. 항응고제의 예로는 헤파린소다(heparin sodium)등

이 있으며, 용혈제의 예로는 트롬보플라스틴(thrombop lastin), 트롬빈(thrombin), 메나디온염(menadione sodium h

ydrogen sulfite), 아세토메나프톤(acetomenaphthone), 트란엑사민산(tranexamic acid), 카바조크롬황산염(carbaz

ochrome sodium sulfonate) 및 아드레노크롬염(adrenochrome monoamino guanidine methanesulfonate)이 있다.

항결핵제의 예로는 이소니아지드(isoniazid), 에탐부톨(ethambutol) 및 파라-아미노실린산(p-aminosalicylic acid)

등이 있다. 호르몬들의 예는 프레도니졸론 및 염(predonizolone, predonizolone sodium phosphate), 덱사메타손황

산염(de xamethasone sodium sulfate), 베타메타손인산염(betamethasone sodium phosphat e), 헥세스트롤인산염

(hexestrol phosphate), 헥세스트롤초산염(hexestrol acetate ) 및 메티마졸(methimazole)이 있다.

마취 길항제의 예로는 레발로판타트레이트(levallorphan tartrate), 날로핀염산염(nalorphine hydrochloride) 및 날

록손염산염(naloxone hydrochloride)이 있 으며, 골흡수 억제재의 예로는 이프리플라본(ipriflavone)등이 있고 골형

성촉진제의 예로는 폴리펩티드류(polypeptides such as BMP, PTH, TGF-beta 및 IGF-1)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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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형성억제재의 예로는 스테로이드(Examples of the angiogenesis suppres sors include angiogenesis-suppre

ssing steroid), 푸마길린(fumagillin) 및 푸마길롤(fumagillol) 유도체들이 있다.

생리활성 약물은 약리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염의 형태 (e.g. 생리활성 약물이 아민기와 같은 염기성기를 가지고 있을 

때 염산, 황산, 질산과 같은 무기산으로 제조된 염들 및 탄산, 호박산으로 제조된 유기산들, 생리활성 약물이 카복실기

와 같은 산성기를 같고 있을 때, 나트륨, 칼륨과 같은 무기 염들에 의해서 형성된 염들, 삼에틸아민, 아르기닌 같은 염

기성 유기화합물들로 형성된 염들)로 되어 있을 수 있다.

본 발명을 다음의 실시 예를 통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자 하며 이들 실시 예가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이중에멀젼법에 의한 부릴리언트불루 함유 미립구/로다민 함유 미립구 (1:1) 혼합체의 제조

부릴리언트불루(Brilliant Blue) 0.1g을 메탄올 1.5g에 용해한 다음 RG502H(Boehringer Ingelheim 제품) 0.5g을 

메틸렌클로라이드 2.0g에 용해한 고분자용액에 분산하여 1차 에멀젼(DP1)을 제조하였다. 로다민 (Rhodamin B) 0.1

g을 메 탄올 1.5g에 용해한 다음 RG502H 0.5g을 메틸렌클로라이드 2.0g에 용해한 고분자용액에 분산하여 1차 에멀

젼(DP2)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1차 에멀젼(DP1)과 1차 에멀젼(DP2)를 순차적으로 미리 25℃로 조절된 0.5% 폴리비

닐알코올을 함유하는 250 ml의 증류수 용액에 3,500 rpm의 호모게나이저로 분산시켰다. 호모게나이저의 속도를 3,0

00 rpm으로 조절하고 15분간 에멀젼을 형성한 후 40℃로 온도를 올리고 1시간 동안 유기용매를 증발 제거하여 고형

화된 미립구를 제조하였다. 도 1a는 이의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비교예 1)

A: 부릴리언트불루 함유 미립구의 제조

부릴리언트 불루 0.2g을 메탄올 3g에 용해한 다음 RG502H 1g을 메틸렌클로라이드 2.0g에 용해한 고분자용액에 분

산하여 1차 에멀젼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1차 에멀젼을미리 25℃로 조절된 0.5% 폴리비닐알코올을 함유하는 250 ml

의 증류수 용액에 3500 rpm의 호모게나이저로 분산시켰다. 호모게나이저의 속도를 3000 rpm으로 조절하고 15분간

에멀젼을 형성한 후 40℃로 온도를 올리고 1시간 동안 유기용매를 증발 제거하여 고형화된 미립구를 제조하였다. 도 

1b는 이의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B: 로다민 함유 미립구의 제조

로다민 0.2g을 메탄올 3g에 용해한 다음 RG502H 1g을 메틸렌클로라이드 2.0g에 용해한 고분자용액에 분산하여 1

차 에멀젼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1차 에멀젼을 미리 25℃로 조절된 0.5% 폴리비닐알코올을 함유하는 250 ml의 증류

수 용액에 3500 rpm의 호모게나이저로 분산시켰다. 호모게나이저의 속도를 3000 rpm으로 조절하고 15분간 에멀젼

을 형성한 후 40℃로 온도를 올리고 1시간 동안 유기용매를 증발 제거하여 고형화된 미립구를 제조하였다. 도 1c는 

이의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C: 고분자혼합법에 의한 브릴리언트블루/로다민 (1:1) 함유 미립구의 제조

브릴리언트불루 0.1g과 로다민 0.1g을 메탄올 3g에 용해한 다음 RG502H 1g을 메틸렌클로라이드 2.0g에 용해한 고

분자용액에 분산하여 1차 에멀젼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1차 에멀젼을 미리 25℃로 조절된 0.5% 폴리비닐알코올을 

함유하는 250 ml의 증류수 용액에 3500 rpm의 호모게나이저로 분산시켰다. 호모게나이저의 속도를 3000 rpm으로 

조절하고 15분간 에멀젼을 형성한 후 40℃로 온도를 올리고 1시간 동안 유기용매를 증발 제거하여 고형화된 미립구

를 제조하였다. 도 1d는 이의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실시예 1, 비교예 1A, 비교예 1B 및 비교예1C에 의하여 제조된 미립자들에 대한 광학현미경 사진을 도 1a, 도 1b, 도

1c, 도 1d에 각각 나타내었다. 실시 예 1에 의하여 제조된 미립자들은 비교예 1의 A와 B에 의하여 제조된 미립자들이

1:1로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반면 비교 예 1C의 고분자 혼합법에 의하여 제조된 미립자들

의 경우는 두 색이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실시예 2) 최소 28일 지속적인 방출을 위한 초산 류프로렐린 함유 생분해성 미립구의 제조

A형 : 초산 류프로렐린 (leuprolide acetate) 62.5 mg을 메탄올 0.28g에 용해한 다음 락타이드와 글리콜라이드가 50

:50이고 평균 분자량이 8,600인 PLGA (RG502H, Boehringer Ingelheim) 0.438g을 메틸렌클로라이드 1.125g에 용

해한 고분 자용액에 분산하여 1차 에멀젼 (DP1)을 제조하였다. 초산 류프로렐린 62.5 mg을 메탄올 0.37g에 용해한 

다음 락타이드와 글리콜라이드가 50:50이고 평균 분자량이 33,000인 PLGA (RG503H, Boehringer Ingelheim) 0.4

38g을 메틸렌클로라이드 1.313g에 용해한 고분자용액에 분산하여 1차 에멀젼(DP2)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1차 에멀

젼(DP1)과 1차 에멀젼(DP2)를 순차적으로 미리 25℃로 조절된 0.3% 폴리비닐알코올을 함유하는 250 ml의 증류수 

용액에 3,500 rpm의 호모게나이저로 분산시켰다. 호모게나이저의 속도를 3,000 rpm으로 조절하고 15분간 에멀젼을

형성한 후 40℃로 온도를 올리고 2 시간 동안 유기용매를 증발 제거하여 고형화된 미립구를 제조하였다.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미립구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도 2a(100배 확대) 및 도 2b(800배 확대)에 나타내었다. 도 

2b의 확대된 사진의 오른쪽에 보이는 미립구는 다공성으로 DP1에 의하여 502H 고분자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왼쪽

은 비다공성으로 DP2의 503H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확실히 구분된다.

B형 : 초산 류프로렐린 (leuprolide acetate) 75 mg을 메탄올 0.27g에 용해한 다음 RG502H 0.425g을 메틸렌클로

라이드 1.093g에 용해한 고분자용액에 분산하여 1차 에멀젼(DP1)을 제조하였다. 초산 류프로렐린 75mg을 메탄올 0

.36g에 용해한 다음 RG503H 0.425g을 메틸렌클로라이드 1.275g에 용해한 고분자용액에 분산하여 1차 에멀젼(DP2

)을 제조하였다. 이하 실시예 2의 A형과 같이하여 미립구를 제조하였다.

(비교 예 2)

A: 초산 류프로렐린을 함유하는 RG502H 미립구의 제조

초산 류프로렐린 62.5 mg을 메탄올 0.28g에 용해한 다음 RG502H 0.438g을 메틸렌클로라이드 1.125g에 용해한 고

분자용액에 분산하여 1차 에멀젼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1차 에멀젼을 미리 25℃로 조절된 0.3% 폴리비닐알코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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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하는 125 ml의 증류수용액에 3500 rpm의 호모게나이저로 분산시켰다. 이하 실시예 2의 A형과 같이하여 미립구

를 제조하였다.

B: 초산 류프로렐린을 함유하는 RG503H 미립구의 제조

초산 류프로렐린 62.5 mg을 메탄올 0.37g에 용해한 다음 RG503H 0.438g을 메틸렌클로라이드 1.313g에 용해한 고

분자용액에 분산하여 1차 에멀젼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1차 에멀젼을 미리 25℃로 조절된 0.3% 폴리비닐알코올을 

함유하는 125 ml의 증류수 용액에 3,500 rpm의 호모게나이저로 분산시켰다. 이하 실시예 2의 A형과 같이하여 미립

구를 제조하였다.

C: 초산 류프로렐린을 함유하는 RG502H/RG503H (1:1) 미립구의 제조

초산 류프로렐린 125 mg을 메탄올 0.65g에 용해한 다음 RG502H 0.438g과 RG503H 0.438g이 메틸렌클로라이드 

2.438g에 함께 용해된 고분자용액에 분산하여 1차 에멀젼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1차 에멀젼을 미리 25℃로 조절된 0

.3% 폴리비닐알코올을 함유하는 250 ml의 증류수 용액에 3500 rpm의 호모게나이저로 분산시켰다. 이하 실시예2의 

A형과 같이하여 미립구를 제조하였다.

(시험예 1) In vitro 약물 방출시험

본 발명의 실시예 2와 비교예 2에서 제조된 미립구들과 대조군으로써 시중에 유통중인 류프린(Leuplin; 일본 타께다

사 제품)에 대하여 in vitro 방출시험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각각 5mg의 동결건조된 미립구를 

각각 0.033 M 인산염완충액 (pH 7.0)이 담겨 있는 35개의 시험관에 분산시킨 후 37℃에서 방출하였다. 시험일 0.25,

1, 4, 7, 14, 21, 28일로 하였고, 각 시험일에 대하여 5개의 시험관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후 원심분리하여 얻어진 

미립구를 메틸렌클로라이드/아세테이트 완충액 (1:1, v/v)으로 추출하여 아세테이트 층으로 이행된 루프롤라이드의 

양을 HPLC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이때 분석조건은 0.1% 삼불소화 아세트산을 함유하는 28% 아세토니트릴 수용액

을 이동상으로하여 280nm에서 유속 1.0ml/min로 측정하여 도 3에 나타내었다.

(시험예 2) 류프로렐린의 혈중농도 시험

실시예 2에서 제조된 미립구와 대조군으로써 시중에 유통중인 류프린(일본 타께다사 제품)을 비교하기 위하여 쥐에 

투여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농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동물은 10마리의 수컷의 SD계 흰쥐가 사용

되었다. 실시예 2의 미립구와 류프린을 각각 5마리의 쥐에 근육주사에 의하여 투여하였다. 투여량은 쥐당 0.9mg으로

하였고 투여 후 혈중 농도를 1, 3, 7, 14, 21, 28, 35일에 꼬리정맥에서 채취된 혈액에서 측정하여 도 4에 나타냈다.

(시험예 3) 테스토스테론의 혈중농도 시험

실시예 2에서 제조된 미립구와 유통중인 류프린(일본 타께다사 제품)을 비교 하기 위하여 쥐에 투여한 후 시간 경과

에 따른 혈중농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동물은 10마리의 수컷의 SD계 흰쥐가 사용되었다. 실시예 2의 

미립구와 류프린을 각각 5마리의 쥐에 근육주사에 의하여 투여하였다. 투여량은 체중 1kg당 3mg으로 하였고 투여 

후 혈중농도를 0.25, 1, 3, 7, 14, 21, 28, 35일에 꼬리정맥에서 채취된 혈액에서 측정하여 도 4에 나타냈다.

(실시 예 3) 최소 2개월 지속적인 방출을 위한 아드리아마이신 함유 생분해성 미립구의 제조

아드리아마이신(adriamycin) 20 mg을 메탄올 0.563g에 용해한 다음 RG502H 0.875g을 메틸렌클로라이드 2.253g

에 용해한 고분자용액에 분산하여 1차 에멀젼 (DP1)을 제조하였다. 아드리아마이신 15 mg을 메탄올 0.735g에 용해

한 다음 락타이드와 글리콜라이드 몰비율이 50:50이고 평균 분자량이 14,500인 PLGA (RG502, Boehringer Ingelh

eim) 0.875g을 메틸렌클로라이드 2.624g에 용해한 고분자용액에 분산하여 1차 에멀젼 (DP2)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1차 에멀젼 DP1과 DP2를 동시에 미리 25℃로 조절된 0.3% 폴리비닐알코올을 함유하는 500 ml의 증류수 용

액에 3,500 rpm의 호모게나이저로 분산시켰다. 이하 실시예 2의 A형과 같이하여 미립구를 제조하였다.

(실시 예 4) 최소 3개월 지속적인 방출을 위한 초산 류프로렐린 함유 생분해성 미립구의 제조

A형 : 초산 류프로렐린 62.5 mg을 메탄올 0.282g에 용해한 다음 RG502H 0.438g을 메틸렌클로라이1.127g에 용해

한 고분자용액에 분산하여 1차 에멀젼 (DP1) 을 제조하였다. 초산 류프로렐린 187.5 mg을 메탄올 0.492g에 용해한 

다음 평균 분자량이 15000인 폴리락티드 (PLA0015, 일본 Wako사 제품) 1.3g을 메틸렌클로라이드 1.97g에 용해한 

고분자용액에 분산하여 1차 에멀젼 (DP2)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1차 에멀젼 DP1과 DP2를 순차적으로 미리 25℃로 

조절된 0.3% 폴리비닐알코올을 함유하는 500ml의 증류수 용액에 3500rpm의 호모게나이저로 분산시켰다. 이하 실

시예 2의 A형과 같이하여 미립구를 제조하였다.

B형 : 초산 류프로렐린 125 mg을 메탄올 0.328g에 용해한 다음 PLA0015 0.875g을 메틸렌클로라이드 1.3g에 용해

한 고분자용액에 분산하여 1차 에멀젼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1차 에멀젼 1/2을 취하여 미리 10℃로 조절된 0.1% 폴

리비닐알코올을 함유하는 125 ml의 증류수 용액에 3,500 rpm의 호모게나이저로 분산시켰다. 0.3% 폴리비닐알코올

을 함유하는 125 ml의 증류수 용액을 서서히 가한 후 온도를 25  o C로 조절하고 나머지 1차 에멀젼을 분산시켰다. 

이하 실시 예 2의 A형과 같이하여 미립구를 제조하였다.

(실시 예 5) 최소 4개월 지속적인 방출을 위한 초산 류프로렐린 함유 생분해성 미립구의 제조

초산 류프로렐린 62.5 mg을 메탄올 0.282g에 용해한 다음 RG502H 0.438g을 메틸렌클로라이드 1.127g에 용해한 

고분자용액에 분산하여 1차 에멀젼(DP1)을 제조하였다. 초산 류프로렐린 187.5 mg을 메탄올 0.492g에 용해한 다음

락타이드와 글라이콜라이드의 몰비율이 50:50이고 분자량이 14,500인 PLGA (RG 502, Boehringer Ingelheim) 1.3

g을 메틸렌클로라이드 1.97g에 용해한 고분자용액에 분산하여 1차 에멀젼(DP2)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1차 에멀젼 D

P1 및 DP2를 순차적으로 미리 25℃로 조절된 0.3% 폴리비닐알코올을 함유하는 500 ml의 증류수 용액에 3,500 rpm

의 호모게나이저로 분산시켰다. 이하 실시 예 2의 A형과 같이하여 미립구를 제조하였다.

(실시 예 6) 최소 6개월 지속적인 방출을 위한 초산 류프로렐린 함유 생분해성 미립구의 제조

초산 류프로렐린 125 mg을 메탄올 0.328g에 용해한 다음 평균 분자량이 PLA0015 0.875g을 메틸렌클로라이드 1.3

13g에 용해한 고분자용액에 분산하여 1차 에멀젼(DP1)을 제조하였다. 초산 류프로렐린 125 mg을 메탄올 0.735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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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한 다음 락타이드와 글라이콜라이드 몰비율이 85:15이고 분자량이 220,000인 PLGA (RG858, Boehringer Inge

lheim) 0.875g을 메틸렌클로라이드 2.624g에 용해한 고분자용액에 분산하여 1차 에멀젼(DP2)을 제조하였다. 제조

된 1차 에멀젼 DP1과 DP2를 순차적으로 미리 25℃로 조절된 0.3% 폴리비닐알코올을 함유하는 500 ml의 증류수 용

액에 3,500 rpm의 호모게나이저로 분산시켰다. 이하 실시 예 2의 A형과 같이하여 미립구를 제조하였다.

(실시 예 7) 고분자의 종류를 달리한 생분해성 미립구의 제조

실시예 2A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생분해성 고분자를 달리 사용하여 1차 에멀젼을 형성하여 미립구를 제조하였다.

Lot No.
고분자 (무게평균 분자량)

DP1 DP2

DKLP134 폴리부타디엔 (8000) 폴리락타이드 (10000)

DKLP141 폴리히드록시부틸렌 (9000) 폴리비닐아세테이트 (12000)

DKLP146 폴리프로필렌 (6000) 폴리부타디엔 (15000)

DKLP153 폴리비닐아세테이트 (9000) 폴리프로필렌 (18000)

DKLP155 폴리카프로락톤 (8500) 폴리부타디엔 (13000)

DKLP162 폴리비닐부틸알 (7000) 폴리스티렌 (9000)

DKLP167 폴리스티렌 (6000) 폴리히드록시부틸렌 (11000)

본 발명은 이상의 실시예, 실험예, 적용예들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요소가 다른 두가지 이상의 1차

에멀젼을 일정비율로 조합하여 원하는 기간동안 지속적인 방출을 유도할 수 있는 미립자를 제조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고분자(분자량, 친수성, 고분자/유기용매, 공중합체), 약물, 첨가제에 따른 에멀젼을 단독으로 제조시와 이론적

으로 조합시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물리적, 화학적 요소의 변화에 따른 영

향

에멀젼 단독 제조시 이론적인 조합

에멀젼 1 에멀젼 2

전체적으로 장기간 지속적으

로 방출된다.

방출속도가 빠르

다

장기간 방출하나 초기 방

출이 적다

고분자

분자량 작다 크다

친수성 크다 작다

고분자/유기용매 적다 많다

락타이드/글라이코라이드  1

)
적다 많다

약물 약물/고분자 많다 적다

첨가제  2

)
함량 많다 적다(또는 없다)

1) 락타이드-글라이코라이드 공중합체의 경우
2) Na+ 및 Ca  ++ 등의 염, 구연산(citric acid), 타타린산(tartaric acid) 등의 산류 및 아미노산들이다.

상기에서 조합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데, 예를들면 분자량이 큰 것, 분자량이 작은 것, 고분자와 유기용매

의 비율을 달리한 것, 첨가제를 가한 것으로부터 4개의 1차 에멀젼을 제조하여 수상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분산시

킴으로써 적당한 기간의 서방출성 미립구를 제조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단일 공정에 의하여 다양한 약물 방출특성을 갖는 미립자들의 혼합체를 제조함으로써 각각의 방출특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공정에 의해 제조된 미립자들의 약물 방출특성으로부터 이론적인 조합에 의하

여 일정 기간동안 효과적으로 지속적인 방출을 유도할 수 있는 미립자 제재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생분해성 고분자가 용해된 둘 이상의 유상에 약물을 각각 용해 또는 분산시켜 얻은 둘 이상의 1차 유상 또는 에멀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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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는 단계와, 제조된 둘 이상의 1차 유상 또는 에멀젼들을 하나의 수상에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분산시키는 단계

와, 약물이 분산된 미립구로부터 유기용매를 제거하여 약물봉입 미립자를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약물 방출 조절

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에멀젼법에 의한 서방출성 미립구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1차 유상 또는 에멀젼을 하나의 수상에 분산시키는 수단으로서 둘 이상의 1차 유상 또는 에멀젼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하나의 수상에 분산시키거나, 1차 에멀젼(DP 1)을 수상에 분산시킨 후 수상의 물리적 또는 화

학적 요소를 변화시킨 후 다음의 1차 에멀젼(DP 2)을 분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에멀젼법에 의한 서방출

성 미립구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수상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요소를 변화시키는 수단은 믹서의 속도를 100rpm에서 5,000rpm, 수상

의 양은 1차 에멀젼 또는 유상의 20배에서 1,000배, 수상에 함유된 유화제는 폴리소베이트(polysorbate) 또는 폴리

비닐알콜로서 1%에서 10%, 첨가제는 젤라틴 (gelatin), 카르복실메틸셀룰로스 (carboxylmet hyl cellurose), 또는 

칼슘 (calcium)으로서 0.1%에서 5%, 온도는 5℃에서 40℃로 조절하여 분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에멀젼

법에 의한 서방출성 미립구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1차 유상 또는 에멀젼을 제조하는 수단은 수용액에 약물을 용해시킨 약물함유 수용액을 생분해성 

고분자가 함유된 유기용매에 분산시켜 1차 에멀젼을 형성한 후, 이를 수상에 분산시키는 이중 유화 증발법 (W/O/W)

이나, 유기용매 또는 유기용매의 혼합물에 약물과 생분해성 고분자를 함께 용해시킨 후, 이를 수상에 분산시키는 단일

유화 증발법 (O/W)으로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에멀젼법에 의한 서방출성 미립구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생분해성 고분자는 폴리락타이드 고분자, 폴리글리콜라이드 고분자, 또는 락타이드와 글리콜라이드

의 고분자공중합체, 또는 이들 혼합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에멀젼법에 의한 서방출성 미립구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생분해성 고분자는 초산셀루로우스, 초산셀루로우스 프로피오네이트, 부칠셀루로우스, 프로피온셀

루로우스, 발러레이트셀루로우스, 쿠마로네인덴폴리머(cumaroneindene polymer), 디부칠아미노히드록시프로필 에

테르, 에칠셀루로우스, 에칠렌-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 그리세롤 디스테아레이트, 히드록시프로필메칠 셀루로우스

프탈레이트, 2-메칠-5-비닐피리딘 메타크릴레이트-메타크릴산 공중합체, 폴리아미노산, 폴리안하이드라이드, 폴리

카프로락톤, 폴리카보네이 트, 폴리부타디엔, 폴리에스테르, 폴리히드록시부틸산, 폴리메칠 메타크릴레이트, 폴리메

타크릴산에스테르, 폴리올소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다당류, 폴리스칠렌, 폴리비닐 아세탈 디에칠아미노 아세테이트

, 폴리비닐아세테이트, 폴리비닐알콜, 폴리비닐부티랄, 폴리비닐포르말, 단백질, 염화비닐-프로필렌-초산비닐 공중

합체,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왁스 또는 고분자 지방산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다중 에멀젼법에 의한 서방출성 미립구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약물은 생리활성 펩타이드 및 단백질, 항암제, 항생제, 해열제, 진통제, 항염증제, 거담제, 진정제, 

근육 이완제, 간질 치료제, 항궤양제, 항우울증제, 항알레르기제, 강심제, 항부정맥제, 혈관확장제, 저혈압성 이뇨제, 

당뇨병 치료제, 과지질혈증 치료제, 항응고제, 용혈제, 항결핵제, 호르몬, 마취 길항제, 골흡수 억제재, 골형성 촉진제 

또는 혈관형성 억제재들을 포함하는 약물로서 이들 약물들이 염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에멀젼법에 의한 서방출성 미립구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1차 유상에서 약물의 함량은 1% 내지 50%, 고분자의 농도는 5% 내지 50%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다중 에멀젼법에 의한 장기 서방출성 미립구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 1항 내지 제 7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약물은 초산 고세레린(gose relin acetate), 초산 나파레린(nafarelin

acetate, 초산 부세레린(buserelin ace tate) 및 초산 루프로렐린(Leuprolelin acetate)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다중 에멀젼법에 의한 서방출성 미립구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 1항 내지 제 5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생분해성 고분자는 락타이드와 글라이코라이드의 몰비율은 45:55 

내지 55:45이고 무게 평균 분자량이 6,000-10,000 및 25,000-35,000인 고분자들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수상에 

분산시켜 장기간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에멀젼법에 의한 서방출성 미립구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상기 청구항 1의 다중 에멀젼법에 의해 제조된 서방출성 미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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