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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용융압출 기술에 의해 제조된 복수의 다미립자들을 포함하는 생체이용성인 지속방출성 경구용 
오피오이드 용량 형태에 관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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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용융-압출된 경구 투여용 오피오이드 제형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생체이용성 지속-방출성 매트릭스 약제 제형의 생산에 용융압출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관계한
다. 종래에, 용융 압출 기술은 즉방성 제형의 제조에 이용되었다.

[배경 기술]

인간이나 동물에게 경구 투여 후 조성물내에 포함된 약제학적 활성 물질들의 서방성을 제공하는 조성물을 
제조하는 것은 제약 기술 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느리게 방출되는 조성물들은 약물이 소화관의 
특정 부분에 다다를 때까지 약물의 흡수를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소화관에서의 이와 같은 약물의 지
속 방출은 기존의 속방성 용량 형태가 투여되었을 때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혈류내에서 상기 약제의 바람
직한 혈중 농도를 유지한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서방성 약제 용량 형태를 제조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직접 압출 기술, 습
식 과립화(wet granulation)기술, 캡슐화 기술(encalpsulation techniques)등이 약제학적 활성 성분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소화관에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특수하게 코팅된 환약, 코팅 정제 및 캡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타입의 지속방출성 제형들이 본 발
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활성 약물의 느린 방출은 조제의 코팅체의 선택적인 
붕괴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약물의 방출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매트릭스와 컴파운딩함으로써 이
루어진다. 일부의 지속방출성 제형들은 투여후 소정의 기간에 단일 도스의 활성 화합물의 관련된 연속적
인 방출을 제공한다.

모든 지속-방출성 제형의 목적은 속방성 용량 형태의 투여 후에 경험하게 되는 약물 투여후의 약물 반응
을 오래 지속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반응은 치료시에 상응하는 단기 작용성, 속방성 제형들
에 의해서는 수득할 수 없는 특유의 치료상의 이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암환자나 다른 심한 고
통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에 특히 그러한데, 이 경우에 오피오이드 진
통제의 혈중농도가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치료적으로 유효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기존의 속효성 약
물 요법에서는 약물의 유효한 정상상태 혈중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잦은 간격으로 약물을 주의하여 투여
하지 않으면, 화합물의 신속한 흡수, 전신 배설에 의해 그리고 대사적 불활성화에 의해 그 활성 약물의 
혈중농도가 최고점에 이르기도 하고 최저점에 이르게도 되어, 진통 효과를 유지하는데 특히 문제가 발생
하였다.

담체로부터 활성 화합물의 지속-방출을 제공하는 조성물의 제조 및 이용에 관한 선행기술의 교시는 기본
적으로 활성 성분을 소화관의 생리적 유체내에 방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보통 위장관액 내
에 활성 성분이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생체 이용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인식되
어 왔다.

활성 약물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용액 상태여야 한다. 단위 용량 형태로부터의 일정 비율의 활성 물질에 
대해 요구되는 시간은 표준 상태하에서 수행된 시험 방법에 의해 측정한 시간 베이스에 걸쳐서 단위 용량 
형태로부터 방출된 활성 약 물질의 양의 비율로 결정된다. 위장관의 생리적 유체는 용해 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매질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는 약제 조성물의 용해 시간을 측정하는 만족할만한 시험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시험 방법들은 세계 공식 약전에 기술되어 있다.

비록 담체로부터의 약물 물질의 용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특정 조성물로부터 
약제학적 활성 성분이 용해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비교적 일정하고 재현 가능하다. 용해 시간은 영향을 미
치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중에는 용해 용매 매질(dissolution solvent medium)에 노출된 약물 성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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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 용액의 pH, 특정 용매 매질에서의 물질의 용해도 및 용매 매질에 용해된 포화 농도의 물질의 구
동력(driving force)이 있다. 따라서, 성분들이 조직 부위를 통해 흡수되어 용매 매질로부터 제거되기 때
문에, 활성 약물 물질(active drug substance)의 용해 농도는 용해된 상태면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생리적 조건하에서, 포화 농도의 용해된 물질들은 용매 매질내의 비교적 균일하고 일정한 용해 농도를 유
지하기 위해 용량 형태 비축물로부터 보충되어 정상 상태 흡수(steady state absorption)를 제공한다.

위장관의 조직 흡수 부위를 통한 전달은 막의 양면에서의 도난(Donnan)의 상투 평형력에 의해 영향을 받
는데, 이것은 구동력의 방향이 막의 양면에서의 활성 물질의 농도들 사이의 차이, 즉 위장관액에 용해된 
양과 혈액에 남아 있는 양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혈중농도는 희석, 순환변화, 조직 저장, 대사적 전환 및 
전신 배설에 의해 계속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활성 물질들은 위에서부터 혈류내로 유동한다.

약물질의 흡수와 용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임의의 용량 형태에 대해 측정된 
생체외 용해 시간(in-vitro dissolution time)과 (생체내; in vivo) 생체이용률 사이에는 강한 연관관계
가 입증되어 왔다. 일정한 조성물에 대해 측정된 용해 시간과 생체이용률은 지속-방출성 조성물은 평가할 
때 고려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특성들 중 두 가지이다.

용융 과립화 기술(melt granulation techniques)은 또한 서방성 제형들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용융 과립화는 미립자 형태의 활성성분을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적합한 결합제 및/또는 약제학
상 허용 가능한 부형제와 믹서에 의해, 하나 이상의 결합제들이 용융되어 미립자의 표면에 부착되고 긍극
적으로 과립을 형성할 때까지 기계적으로 처리해 주는 과정을 포함한다.

미국 특허 제 4,957,681호(Klimesch)는 계속적으로 용융되는 적어도 두가지의 성분들을 포함하는 약제 혼
합물을 제조하는 연속 제조방법을 개시한다. 이 방법은 약제 혼합물의 개개의 성분들을 1분 미만의 시간 
간격으로 적어도 ±5%의 계량 정확도를 갖고, 부차적으로 스크류 컨베이어를 갖는 전자 차동 계량 저울을 
이용하여 적어도 50g/h의 속도로 연속적으로 계량하여, 실질상 균일하게 계량된 혼합물을 수득하는 단계
와;  및  혼합물을  성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681호  특허의  실시예  1은  상기  방법을  대표하고 
있다. K 수치가 30이고 60% N-비닐피롤리드-2-원(NVP), 스텔아릴 알콜과 테오필린으로부터 수득된 필요량
의 공중합체를 세 개의 계량 저울로 계량하여 압출기 호퍼(hopper)에  투입하여 압출한다.  6개의 쇼트
(shots)로 구성된 압출기 실린더의 온도는 30-60℃ 범위이고, 다이는 100℃까지 가열된다. 이어서 그 결
과로 생성되는 압출물은 원하는 형태의 정제로 프레스된다. 제 '681호 특허는 지속방출성 오피오이드 약
제 제형의 제조는 개시하지 않았다.

N.  Pollonier  등은(Hot-Melt  Extruded  Pellets  for  the  Sustained  Release  of  Highly  Dosed  Freedly 
Soluble Drugs, Proceed, Intern, Symp. Control. Rel. Bioact. Mater., 18(1991)) 경질 젤라틴 캡슐내에 
충진될 지속-방출성 펠렛을 수득하기 위하여 핫-멜트 스크류-압출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특수한 딜타아젬 
히드로클로리드 제형들을 개시하고 있다. 이용된 중합체들은 에틸셀룰로오스, 4급 암모늄기를 포함하는 
에틸아크릴레이트와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공중합체,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부티레이트, 폴리(비닐 클로
리드-코-비닐 아세테이트) 및 에틸렌과 비닐 아세테이트의 공중합체들이었다. 압출온도를 낮추기 위해, 
일부가소제가 이용되었다.

WO 93/07859호는 용융 구상화(spheronization)를 통해 제조된 약물이 로딩된 펠렛들을 개시하고 있다; 여
기서 치료 활성 약제가 여러 가지 부형제 및 결합제들과 혼합되고, 상기 제형은 압출기에 공급된 후 그 
안에서 가열되고 나서 약 60-180℃에서, 약 0.05 내지 10 mm/sec의 속도로 압출된다. 이어서 압출물은 조
립기(pelletizer)에 의해 조각들로 절단되고 나서 구상화기(spheronizer)에 공급되어 균일한 펠렛 제형으
로 제조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지속방출성 제형을 제조하는 전술한 진보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용 가
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효과 지속시간을 제공하고, 또한 예컨대 용융-과립화와 같은 기술에 의하여 
제조가 용이한 경구 투여용 오피오이드 제형에 대한 개발이 요청되어 왔다.

[발명의 목적 및 요약]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경구 투여에 적합한 지속-방출성 약제 제형 및 용융-압출 기술을 이용한 그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용융 압출 기술을 이용하는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약제학상 허용 가능한 소수성 
물질들을 포함하는 약제 압출물의 개량된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최종 용량 형태를 수득하기 위하여 구상화될 필요가 없는 지속-방출성 용융 압
출된다-미립자 제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본원에 개시된 방법에 따라 제조된 용량 형태를 이용하여 오피오이드 진통제 
요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하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자명해지는 바와 같이, 상술한 목적과 기타의 목적에 
따라,  본  발명은  부분적으로는  지속-방출성  경구용  오피오이드  진통제  제형이  용융  압출  기술(melt 
extrusion techniques)에 의해 제조되어 환자에게서 예컨대 8-24 시간의 진통을 제공하는 생체이용성 단
위 도스 제품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놀라운 발견에 관계한다.

또한 본 발명은 약제학상 허용가능한 소수성 물질, 왁스, 지방 알콜, 및 지방산들로부터 선택된 지연제
(retardant) 및 약물을 포함하는 신규한 용융-압출된 경구용 지속-방출성 용량 형태에 부분적으로 관계한
다.

더욱 상세하게, 본 발명의 하나의 양상은 매트릭스내에 분산된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포함하는 약제 압출
물(pharmaceutical extrudate)에 관계한다. 바람직하게, 압출물은 가닥(strand) 또는 스파게티-형상이고 
약 0.1부터 약 5mm까지의 직경을 갖는다. 압출물은 환자에게 경구 투여하기 위한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단
위 도스들로 분할되고, 8-24시간 또는 그 이상의 지속적인 진통 효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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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는 바람직하게 소수성 물질 및 제형이 생체외에서 수용액에 노출되거나 또는 위액 및/또는 장액
에 노출될 때 치료활성제의 방출을 더 느리게 하거나 또는 억제하는 제2의 지연 물질(바람직하게 소수성 
가용성 담체; hydrophobic fusible carrier)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소수성 물질은 알킬셀룰로오스, 아크릴 및 메타크릴산 중합체 및 공중합체, 쉘락, 제인, 수
소화 피마자유 또는 수소화 식물성유,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지연 물질(소수성 가용성 담채)은 바람직하게 천연 및 합성 왁스, 지방산, 지방 알콜, 및 이들의 혼합물
로부터 선택된다. 예로는 밀납, 및 카르나우바왁스, 스테아르산 및 스테아릴 알콜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리스트는 배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압출물은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절단 수단에 의해 다미립자들로 절단될수 있다. 바람직하게, 다미립자
들은 약 0.1부터 약 5mm까지의 길이를 갖는다. 이어서 다미립자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단위 도스가 포유동
물, 바람직하게 사람 환자에게 진통효과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도스를 포함하도록 단
위 도스들로 분할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다미립자들의 단위 도스들은 고형 약제 용량 제형 (solid pharmaceutical dosage 
formulation)내에 혼입되어, 예컨대, 필수량의 단위 도스들을 젤라틴 캡슐내에 넣거나 또는 압출된 생성
물을 좌약 형태로 성형함으로써 압축 또는 성형을 통해 정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약제 압축물들은 약물을 모든 매트릭스 성분들 (예컨대, 소수성물질, 결합제 및 우가의(선택적
인) 부형제들)과 혼합하고, 그 결과 혼합물을 압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연화하는데 필요한 필수 온
도로 가열된 압출기내에 투입하고 나서; 점성이 있고 가열된 덩어리를 스파게티와 같은 형상의 가닥으로 
압출하여; 압출물을 응고 및 경화시킨 다음, 가닥들을 목적 크기의 조각들로 분할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
다. 이것은 예컨대 가닥들을 직경 1.5mm 및 길이 1.5mm의 펠렛들로 절단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바람
직하게, 압출물은 약 0.1부터 5mm까지의 직경을 갖고, 약 8시간부터 약 24시간 까지의 기간 동안 상기 오
피오이드 진통제의 지속적인 방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은 위에서 개설한 바와 같이하여 제조된 압출물을 포함하는 약제 용량 형태에 관계한
다. 이러한 압출물은 칼날과 같은 일례의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절단 수단에 의해 다미립자들로 절단된
다. 이어서 다미립자들은 사람 환자에게 목적 투약 기간에 걸쳐서 진통 또는 통증 완화를 제공하는 유효
량의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포함하는 단위 도스들로 분할될수 있다. 그 다음으로 다미립자들의 단위 도스
는 예컨대, 직접 압축법을 통해서 정제내에 혼입되거나, 좌약으로 제조되거나 또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
의 수단에 의해 캡슐화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은 상술한 대로 제조된 지속-방출성 제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신규한 압출물을 포함하는 용량 형태를 오피오이드 진통제 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
자에게 투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목적상, 단위 도스는 환자에게서 통증 완화 및/또는 진통을 
유발하는 유효량의 치료 활성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당업자들은 환자에게 투여된 오피오이드 진
통제의 도스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하여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예컨대, 투여될 특수한 
오피오이드 진통제(들), 환자의 체중 및 관용, 동시에 투여될 다른 치료제들 등.

상술한 바와 같이, 하나의 용량 형태가 그의 의도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용량 형태는 생체이용성
이어야 한다. 본 발명의 목적상, “생체이용성”이라는 용어는 단위 용량 형태의 투여후 목적 치료 효과
를 제공하기 위해 흡수되고 이용가능하게 된 약물 물질의 총량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용량 
형태의 생체이용률은 통상적으로 측정되고 미합중국 식품위생국과 같은 정부 관리 기관에 의해 허용된 공
지된 래퍼런스 약물 제품과 비교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

“생체이용률”이라는 용어는 본 발명의 목적상 약물(예컨대, 오피오이드 진통제)이 단위 용량 형태로부
터 흡수되어 약물 작용 부위에서 이용가능한 정도로 정의된다.

본 발명의 목적상 “지속 방출” “장기간” 및 “서방성”이라는 용어는 약물(예컨대, 오피오이드 제
형)이 혈중(예컨대, 혈장)농도가 8시가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 약 12시간부터 약 24시간 까지 또는 그 이
상의 기간에 걸쳐서 독성 농도보다는 낮은 치료 범위내로 유지되는 속도로 방출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본 발명의 목적상 “단위 도스(unit dose)”라는 용어는 환자에게 목적 도스의 치료 활성제(예컨대, 오피
오이드 진통제)를 투여하는데 필요한 다미립자의 총량으로 정의된다.

본 발명의 압출물들은 바람직하게 수성 매질내에서 지속되는 기간 동안 오피오이드(또는 그의 염)의 방출
을 허용한다. 본 발명의 목적상 “수성 매질”이라는 용어는 물, 약제학상 허용가능한 용해 매질, 위액 
및/또는 장액 등과 같은 임의의 물-함유 매질로 정의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이하의 도면은 본 발명의 실시양태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뿐,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포괄되는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

제1도는 실시예 1 및 2의 용해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제2도는 실시예 3 및 6의 용해 속도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제3도 및 제4도는 각각 실시예 3-6의 용해 결과의 pH 의존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제5도는 실시예 6과 대비해서 실시예 7 및 8의 용해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제6도는 실시예 9 및 10의 용해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제7도는 실시예 11 및 12의 용해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제8도는 실시예 15 및 16의 용해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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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도는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제10도는 실시예 20의 급식/단식 생체이용률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제11도는 MS Contin 과 대비해서 실시예 6으로부터의 캡슐 투여로부터 수득된 실시예 21의 혈장 모르핀 
농도들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제12도는 OxyContin 과 대비해서 실시예 11 및 13으로부터의 캡슐 투여로부터 수득된 실시예 22의 혈장 
옥시코돈 농도들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제13도는 실시예 14의 혈장 옥시코돈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제14도는 Dilaudid 과 대비해서 실시예 17로부터의 캡슐을 이용한 경우의 실시예 24의 히드로모르폰 농
도들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제15도는 Dilaudid 과 대비해서 실시예 18로부터의 캡슐을 이용한 경우의 실시예 24의 혈장 히드로모르
폰 농도들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제16도는 실시예 17의 캡슐을 이용한 경우의 실시예 25의 정상-상태 혈장 히드로모르폰 농도들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및 

제17도는 실시예 19의 캡슐을 이용한 경우의 실시예 26의 혈장 히드로모르폰 농도들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하나의 양상에서, 지속-방출성 용량 형태는 치료 활성제로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포함한다. 이
러한 제형에서, 약물은 알킬셀룰로오스 또는 아크릴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와 같은 약제학상 허용 가능한 
소수성 물질을 포함하는 용융-압출된 가닥내에 혼입된다. 특정한 실시양태에 있어서는, 압출 온도를 낮추
기 위해 블랜드에 소수성 물질에 대한 가소제를 추가로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바람직한 가소제
는 중합체의 유리전이온도(Tg)를 낮출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하여 선택한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는, 가소제 대신에 소수성 가용성 담채(hydrophobic fusible carrier)(결합제로도 작용할 수 
있는)가 이용된다. 소수성 가용성 담체는 바람직하게 용융 압출된 제형으로부터 치료 활성제를 느리게 방
출시킨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임의의 약제학상의 부형제들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추가로 첨가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은 소수성 물질과 앞서 특정한 바와 같은 지방 결합제(fatty binder)를 포함하는 개
량된 용융 압출된 매트릭스에 관계한다. 이러한 본 발명의 양상에 따라, 치료활성제는 하나 이상의 적합
한 소수성 물질 및 소수성 가용성 담체와 화합하고 압출되어 압출물을 형성한다. 이어서 압출물은 다미립
자들로 절단되고 나서 지속방출성 용량 형태내에 혼입된다.

[치료 활성제(Therapeutically Active Agent)]

본 발명에 따라 이용될 수 있는 치료 활성제는 수용성 또는 수불용성 약물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치료
활성제의 예들은 항히스타민약(예컨대,  다이멘 하이드리네이트,  다이펜하이드라민,  클로르페니라민,  및 
덱스클로르페니라민  말레이트),  진통제(예컨대,  아스피린,  코데인,  모르핀,  디히드로모르핀,  옥시코돈 
등),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예컨대,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인도메타신, 이부프로펜, 술린닥), 진토제
(예컨대,  메토클로프라미드,  메틸날트랙손),  항간질제(예컨대,  페니토인,  메프로바메이트  및 니트라제
팜), 혈관확장제(예컨대, 니페디핀, 파파베린, 딜티아젬 및 니카르디핀), 진해제 및 거담제(예컨대, 코데
인 포스페이트), 항천식제(예컨대, 테오필린), 제산제, 진경약(예컨대, 아트로핀, 스코폴아민), 항당뇨병
약(예컨대, 인슐린), 이뇨제(예컨대, 에타크린산, 벤드로플루티아지드), 혈압상승제(예컨대, 프로프라놀
올, 클로니딘), 혈압강하제(예컨대, 클로니딘, 메틸도파), 기관지확장제(예컨대, 알부테롤), 스테로이드
(예컨대, 히드로코르티손, 트라이암시놀론, 프레드니손), 항생제(예컨대, 테트라사이클린), 지혈제, 최면
제, 향정신약, 지사제, 점액분해제, 진정제, 충혈제거제, 완하제, 비타민, 흥분제(페닐프로파놀아민과 같
은 식욕억제제 포함), 이들의 염, 수화물 및 용매화합물을 포함한다.

오피오이드 진통제에 관계되는 본 발명의 하나의 양상에서, 본 발명에 따라 이용가능한 오피오이드 진통
제들은 알펜타닐, 알릴프로딘, 알파프로딘, 아닐레리딘, 벤질모르핀, 벤지트라미드, 부프레노르핀, 부토
로파놀, 클로니타젠, 코데인, 시클라조신, 데소모르핀, 덱스트로모르아미드, 데조신, 디암프로미드, 디히
드로코데인,  디히드로모르핀,  디메녹사돌,  디메펩타놀,  디메틸티암부텐,  디옥사페틸부티레이트, 

디피파논, 엡타조신, 에토헵타진, 에틸메틸티암부텐, 에틸모르핀, 에토니타젠, 펜타닐, 헤로인, 히드로코
돈, 히드로모르핀, 히드록시페티딘, 이소메타돈, 케토베미돈, 레발로르판, 레보르파놀, 
레보펜아실모르판, 로펜타닐, 메페리딘, 멥타지놀, 메타조신, 메타돈, 메토폰, 모르핀, 미로핀, 날부핀, 
나르세인, 니코모르핀, 노르레보르파놀, 노르메타돈, 날로르핀, 노르모르핀, 노르피파논, 오피움, 옥시코
돈, 옥시모르핀, 파파베레툼, 펜타조신, 페나독손, 페노모르판, 페나조신, 페노페리딘, 피미노딘, 피리트
라미드, 프로펩타진, 프로메돌, 프로페리딘, 프로피람, 프로폭펜, 수펜타닐, 트라마돌, 틸리딘, 그의 염, 
전술한 것들중 임의의 것들의 혼합물, 혼합된 뮤-작동물질/길항물질, 뮤-길항물질 조합 등을 포함한다. 
상기 오피오이드 진통제들은 유리 염기, 약제학상 허용가능한 염, 또는 약제학상 허용가능한 착물들의 형
태일 수 있다.

특정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모르핀, 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
시코돈, 디히드로코데인, 디히드로모르핀, 옥시모르핀, 트라마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된다.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의 지속방출성 오피오이드 경구용 용량 형태는 치료활성 성분
으로 히드로모르폰을 약 4부터 약 64㎎까지의 양의 히드로모르폰 히드로클로리드 형태로 포함한다. 대안
으로, 용량 형태는 등몰량의 다른 히드로모르폰 염 또는 히드로모르폰 염기를 포함할 수 있다. 오피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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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히드로모르폰 이외의 것인 다른 바람직한 실시양태에 있어서, 용량 형태는 실질상 동등한 치료 효과
를 제공하는데 적당한 양의 오피오이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오피오이드 진통제가 모르핀인 경우에, 
본 발명의 지속방출성 경구용 용량 형태는 모르핀 황산염을 기준으로 중량으로 약 5㎎부터 약 800㎎까지
의 모르핀을 포함한다. 오피오이드 진통제가 옥시코돈인 경우에, 본 발명의 지속방출성 경구용 용량 형태
는 약 5㎎부터 약 400㎎까지의 옥시코돈을 포함한다. 오피오이드 진통제가 트라마돌인 경우에, 본 발명의 
지속방출성 경구용 용량 형태는 염산염을 기준으로 약 50㎎부터 약 800㎎까지의 트라마돌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지속방출성 용량 형태는 일반적으로 자주 고혈중 농도의 오피오이드에 동반되는 구토, 메스꺼
움, 또는 졸음과 같은 부작용의 강도 및/또는 정도의 현저한 증가 없이 치료수준을 달성 및 유지한다. 또
한 본 발명 용량 형태의 사용이 약물 중독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도 있다.

본 발명에서 경구용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장기간의 진통효과를 제공하도록 제형화되었다. 놀랍게도 이들 
제형들은 종래의 즉방성 약물과 동일한 1일 용량에서 심한 약물 역반응의 발생을 낮추고 통증억제를 유비
하면서도 종래의 경구용 약물보다 낮은 1일 도스로 투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용량 형태내에 포함된 치료활성제가 오피오이드 진통제인 경우에, 용량 형태는 본 발명의 오피
오이드 진통제와 상승적으로 작용하거나 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추가의 치료활성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의 치료활성제들의 예들은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나프록센, 베녹사프로펜, 플러비프로펜, 
페노프로펜, 플루부펜, 케토프로펜, 인도프로펜, 피로프로펜, 카르프로펜, 옥사프로진, 프라모프로펜, 뮤
로프로펜,  트리옥사프로펜,  슈프로펜,  아미노프로펜,  티아프로페닉  애시드,  플로프로펜,  부클옥식 
애시드,  인토메타신,  술린닥,  톨메틴,  조메피락,  티오피낙,  지도메타신,  아세메타신,  펜티아작, 

클린다낙, 옥스피낙, 메페나믹 애시드, 메클로페나믹 애시드, 플로메나믹 애시드, 니플로믹 애시드, 톨페
나믹 애시드, 디플루리살, 플루페니살, 피록시캄, 수독시캄 또는 이속시캄 등을 포함하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용량 형태내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추가 약물들은 아세트아미노
펜, 아스피린, 살리실레이트계 진통제 및 해열제 또는 그의 염들 및 기타의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포함
한다.

추가의 (비-오피오이드) 치료활정제는 서방성 형태 또는 즉방성 형태로 포함될 수 있다. 추가 약물은 오
피오이드와  함께  서방성  매트릭스내에  혼입되거나;  별도의  서방성  층  또는  즉방성  층으로  혼입될  수 
있고; 혹은 본 발명의 압출물을 갖는 젤라틴 캡슐내에 분말, 과립 등의 형태로 혼입될 수 있다.

[매트릭스 성분들(Matrix ingredients)]

본 발명의 압출물들은 적어도 하나의 소수성 물질을 포함한다. 소수성 물질은 바람직하게 최종 제형에 오
피오이드 진통제의 지속방출성을 부여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이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소수성 물질은 
천연 또는 합성 셀룰로오스 유도체(예컨대, 에틸셀룰로오스)와 같은 알킬셀룰로오스, 아크릴 및 메타크릴
산 중합체 및 공중합체, 쉘락, 제인, 수소화 식물성유, 또는 수소화 피마자유를 포함하는 왁스-타입 물질 
또는 전술한 것들의 임의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리스트는 배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고, 활
성제에게 지속방출성을 부여하고 용융(또는 압출에 필요한 정도로 연화)될 수 있는 약제학상 허용가능한 
모든 소수성 물질이 본 발명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한 바람직한 실시양태에 있어서, 소수성 물질은 아크릴산 및 메타크릴산 공중합체,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에톡시에틸 메타크릴레이트, 시나오에틸 
메타크릴레이트,  아미노알킬  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  폴리(아크릴산),  폴리(메타크릴산),  메타크릴산 
알킬아민 공중합체,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폴리(메타크릴산)(무수물), 폴리메타크릴레이트, 폴리아
크릴아미드, 폴리(메타크릴산 무수물) 및 글리시딜 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를 포함하나 이들로 국한되지
는 않는 제약학상 허용가능한 아크릴 중합체이다. 다른 실시양태에 있어서, 소수성 물질은 히드록시프로
필메틸셀룰로오스와 같은 헤드록시알킬셀룰로오스와 같은 물질 및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된다.

지연  물질(retardant  material)은  바람직하게  하나  이상의  수불용성  왁스-유사  열가소성 물질(water-
insoluble  wax-like  thermoplastic  susbstances)을  포함할  수  있는  소수성  가용성  담채(hydrophobic 
fusible carrier)로, 상기 열가소성 물질은 상기 하나 이상의 수불용성 왁스-유사 물질 보다 덜 소수성인 
하나 이상의 왁스-유사 열가소성 물질과 혼합될 수 있는 것이다. 일정한 방출을 수득하기 위해서, 결합제 
내의  개개의  왁스-유사  물질들을  초기  방출  단계에서  위장  관액에  대해  실질상 비-분해성(non-
degradable)이고 불용성이어야 한다.

유용한 수불용성 왁스-유사 물질은 약 1:5,000(w/w)보다 낮은 수용해도를 갖는 것들일 수 있다.

이러한 소수성 가용성 담체 물질들은 바람직하게 다소 알려진 친수성 및/또는 소수성 경향 때문에 수불용
성이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에 유용한 지연 물질들은 약 30부터 약 200℃까지, 더욱 바람직하게 약 45부
터 약 90℃까지의 융점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소수성 가용성 담체는 천연 또는 합성 왁스, 지방알콜(라
우릴, 미리스틸 스테아릴, 세틸 또는 바람직하게 세토스테아릴 알콜과 같은), 지방산 에스테르, 지방산 
글리세리드(모노-, 디- 및 트리-글리세리드)를 포함하지만 이들로 국한되지는 않는 지방산, 수소화 지방, 
탄화수소, 노말 왁스, 스테아르산, 스테아릴 알콜 및 탄화수소 골격을 갖는 소수성 및 친수성 중합체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당한 왁스는 밀납, 글리코왁스(glycowax), 피자마 왁스, 및 카르나우바 왁
스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목적상, 왁스-유사물질은 통상적으로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고 약 30부터 약 
100℃까지의 융점을 갖는 모든 물질로 정의된다.

본 발명에 따라 이용될 수 있는 적합한 소수성 가용성 담체 물질들은 지방산, 지방알콜, 지방산의 글리세
릴 에스테르, 광물성 및 식물성유 및 천연 및 합성 왁스와 같은 소화가능한 장쇄(C3-C50, 특히 C12-C40), 치

환 또는 비치환 탄화수소를 포함한다. 25℃와 90℃ 사이의 융점을 갖는 탄화수소들이 바람직하다. 이들 
장쇄 탄화수소 물질 중 지방(지방족) 알콜이 특정한 실시양태에서 바람직하다. 경구용 용량 형태는 60%
(중량)까지의 적어도 하나의 소화가능한 장쇄 탄화수소를 포함할 수 있다.

상술한 성분 이외에, 지속-방출성 매트릭스는 적당량의 다른 물질들, 제약학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예
컨대, 희석재, 활제, 결합제, 과립화 보조제, 착색제, 향료 및 윤활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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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들의 양은 목적 제형에 목적 효과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양이 될 것이다. 상술한 성분들에 더하여, 
용융-압출된 다미립자들을 포함하는 지속-방출성 매트릭스는 제약학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적당량의 다
른 물질들, 예컨대, 희석제, 활제, 결합제, 과립화 보조제, 착색제, 향로 및 윤활제를 필요한 경우 미립
자들의 약 50 중량% 까지의 양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 경구용 용량 형태를 제형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약제학상  허용가능한  담체  및  부형제들의  예는  Handbook  of  Pharmaceutical  Excipients,  Americ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1986), 본원에 참고자료로 첨부)에 기술되어 있다.

본 발명의 고상, 지속방출성 경구용 용량 형태의 제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추가의 양상에 
따라, 오피오이드 또는 그의 염을 지속-방출성 용융-압출된 매트릭스내에 혼입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고상, 지속방출성 경구용 용량 형태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매트릭스내에 혼입시키는 것은 예를 
들어,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적어도 하나의 소수성 물질 및 바람직하게 추가의 지연 물질(소수성 가용성 
담체)와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수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어서 균질한 혼합물을 그 혼합물을 
압출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완화시키는데 충분한 온도로 가열한다. 그 결과로서 수득된 균질한 혼합물을 
예컨대, 이축압출기를 이용하여 압출하여 가닥의 형태로 만든다. 압출물을 바람직하게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수단에 의해 냉각시키고 다미립자로 절단한다. 가락들을 냉각시키고 다미립자들로 절단한다. 그 
다음으로 다미립자들을 단위 도스들로 분할한다. 바람직하게 압출물은 약 0.1부터 약 5mm까지의 직경을 
갖고 약 8시간부터 약 24시간 까지의 기간 동안 치료활성제의 지속적인 방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용융 압출물, 다미립자 및 단위 도스들을 제조하는 선택적인 방법은 수불용성 지연제, 치료활
성제, 및 선택적인 결합제를 바로 계량하여 압출기에 넣는 단계; 상기 균질한 혼합물을 가열하는 단계; 
상기 균질한 혼합물을 압출하여 가닥을 형성시키는 단계 상기 균질한 혼합물을 포함하는 상기 가닥들을 
냉각시키는 단계; 상기 가닥들을 약 0.1mm부터 약 12mm까지의 크기를 갖는 미립자들로 절단하는 단계; 및 
상기 미립자들을 단위 도스들로 분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본 발명의 양상에서는, 비교적 연속적
인 제조 방법이 달성된다.

압출기 구멍 또는 출구 포트의 직경은 압출물 가닥의 두께를 변화시키기 위해 조절될 수 있다. 더욱이, 
압출기의 출구 부분은 원형일 필요는 없고; 그것은 타원형, 직사각형 등의 형태일수 있다. 압출되는 가닥
들은 뜨거운 와이어컷터, 기요틴(guillotine) 등을 이용하여 미립자들로 축소될 수 있다.

용융 압출된 미립자 시스템은, 압출기 출구 구멍에 따라 예를 들어, 과립, 구체, 또는 펠렛의 형태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상, “용융-압출된 다미립자(들)” 및 “용융-압출된 다미립자 시스템(들)” 및 “
용융-압출된 미립자들”이라는 용어는 바람직하게 유사한 크기 및/또는 형태 범위내이고, 하나 이상의 활
성제 및 바람직하게 본원에 개시된 지여제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부형제들을 포함하는 복수의 단위들
(units)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용융-압출된 다미립다들은 약 0.1부터 약 12mm의 길이 및 약 0.1부
터 약 5mm의 직경의 범우일 것이다. 또한, 용융-압출된 미립자들은 비드, 미소구체, 종자, 펠렛 등과 같
은 이 크기 범위 내의 임의의 기하학적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징적인 이점은 구상화 단계(spheronization step)를 거칠 필요없이 압출물을 간단하게 목적 
길이로 절단하고 치료활성제의 단위 도스들로 분할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추가의 처리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속-방출성 용융-압출 다미립자 제형들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양태에 있어서, 경구용 용량 형태는 캡슐내에 유효량의 용융-압출된 다미립자들을 
포함하도록 제조된다. 예를 들어, 복수의 용융-압출된 다미립자들은 섭취되어 위액과 접촉될 때 효과적인 
지속-방출 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젤라틴 캡슐내에 담지될 수 있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양태에 있어서, 적당량의 다미립자 압출물은 종래의 타정 장치를 이용하여 표준 기술
에 따라 경구용 정제로 압출될 수 있다. 정제(압축 및 성형된), 캡슐(경질 및 연질 젤라틴) 및 환약을 제
조하는 기술 및 조성물은 본원에 참고자료로 첨부된 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s (Arthur Osol, 
editor), 1553-1593 (1980)에 기술되어 있다.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양태에 있어서, 압출물은 위에서 상세하게 설명되고 본원에 참고자료로 첨부된 미
합중국 특허 제 4,957,61호(Klimesch 등)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정제로 성형될 수 있다.

더욱  더  다른  실시양태에  있어서,  압출물은  단위  도스의  치료활성제를  포함하는  좌약으로  성형될  수 
있다. 이것은 당업계에 잘 알려져 있는 기술 및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선택적으로, 상기 지속-방출성 용융-압출된 다미립자 시스템 또는 정제들이 코팅되거나 또는 젤라틴 캡슐
이 상술항 소수성 물질들 중 하나를 포함하는 지속-방출성 코팅제에 의해 추가로 코팅될 수 있다. 이러한 
코팅제들은 바람직하게 오버코트들이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용된 특정 오피오이드 진통제 화합물의 
물리적 특성 및 목적 방출 속도에 크게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약 2부터 약 30%까지의 중량 증가를 수득하
기 위한 충분한 양의 소수성 물질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특정한 바람직한 실시양태에 있어서, 지속-방출
성 코팅체를 구성하는 소수성 중합체는 전술한 바와 같은 약제학상 허용가능한 아크릴 중합체이다. 코팅
시 소수성 물질에 대해 이용되는 용매는 물, 메탄올, 에탄올, 염화메틸렌 및 이들의 혼합물과 같은 임의
의 약제학상 허용가능한 용매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단위 용량 형태는 캡슐화되기 이전에 하나 이상의 전술한 치료활성제를 포함하는 용융-압출된 
다미립자들의 조합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더욱이, 단위 용량 형태는 즉각적인 치료 효과를 위해 일정
한 양의 즉방성 치료활성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즉방성 치료 활성제는 젤라틴 캡슐내에 별도의 펠렛으로 
혼입되거나 또는 상술한 바와 같은 다미립자 압출물로부터 만들어진 압축된 정제의 표면에 코팅될 수 있
다.

본 발명의 서방성 제형들은 섭취되어 위액 및 이어서 장액에 노출될 때 치료활성제를 느리게 방출한다. 
지연제, 즉 소수성 중합체의 양을 변화시킴으로써, 소수성 중합체에 대해 상대적인 가소제의 양을 변화시
킴으로써, 추가 성분들 또는 부형제들을 첨가함으로써, 제조 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서 본 발
명의 용융-압출된 제형들의 서방성 거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한 실시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의 지속-방출성 용량 형태는 바람직하게 예컨대, pH 1.6과 pH 7.2 사이의 pH와 무관하게 일정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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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치료활성제를 방출한다. 다른 실시양태에 있어서, 제형들은 치료활성제의 pH-의존적 방출을 제공하도
록 설계될 수 있다.

다른 실시양태에 있어서, 용융 압출된 물질은 치료활성제의 첨가 없이 제조되고, 치료활성제는 그 이후에 
압출물에 첨가된다. 이러한 제형은 전형적으로 압출 매트릭스 물질과 혼합된 치료활성제를 포함하고, 이
어서 이 혼합물은 서방성 제형을 제공하기 위해 정제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제형들은 예를 들어, 제
형내에 포함된 치료활성제가 소수성 물질 및/또는 지연 물질의 연화에 필요한 온도에 대해 민감한 경우에 
유익하다.

[오피오이드 진통제 제형]

특정한 바람직한 실시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은 1일-1회 기초로 투여될수 있고, 본원에 기술된 용융 압출
물로부터 제조되는 지속-방출성 오피오이드 제형에 관계한다. 이러한 용량 형태는 37℃ 900㎖ 수성 버퍼
(pH 1.6-7.2)내에서 100rpm으로 USP 패들 또는 배스킷 방법에 따라 측정할 때 중량비로 1시간 후 약 1부
터 약 42.5%까지의 오피오이드 방출, 2시간 후 약 5%부터 약 65%까지의 오피오이드 방출, 4시간 후 약 
15%부터 약 85%까지의 오피오이드 방출, 6시간 후 약 20%부터 약 90%까지의 오피오이드 방출, 12시간 후 
약 35%부터 약 95%까지의 오피오이드 방출, 18시간 후 약 45%부터 약 100%까지의 오피오이드 방출 및 24
시간 후, 약 55%부터 약 100%까지의 오피오이드 방출의 생체외 방출을 제공한다. 이러한 제형은 최고 혈
장수준이 경구 투여 후 약 2시간과 8시간 사이, 바람직하게 약 4시간과 약 6시간 사이에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제형은 약 4부터 약 12시간의 W50을 특징으로 한다.

특정한 실시양태에 있어서, 경구용 24시간 지속-방출성 오피오이드 용량형태는 경구 투여후 오피오이드의 
혈장농도의 빠른 속도의 초기 증가를 제공하므로, 생체내에서 수득되는 최고 혈장농도는 경구 투여후 약 
2시간부터 약 8시간까지에서 나타나고, 및/또는 흡수반감기는 경구 투여후 약 1시간부터 약 8시간까지이
다(단식 상태에서). 더욱 바람직하게 이러한 실시양태에서 흡수반감기는 경구 투여후 1-6시가이고 가능하
게는 1-3시간이다(단식 상태에서). 이러한 제형은 위에서 특정한 조건하에서, 1시간후 약 12.5%부터 약 
42.5%까지의 오피오이드 방출, 2시간 후 약 25%부터 약 65%까지의 오피오이드 방출, 4시간 후 약 45%부터 
약 85%까지의 오피오이드 방출, 및 8시간후 약 60%를 초과하는 오피오이드 방출(중량비로)의 생체외 용해
를 제공한다.

[실시예]

이하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여러 가지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발명의 특
허청구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용융-압축 기술]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전형적인 용융-압출 시스템은 여러 가지 속도, 일정한 토크 컨트롤, 시작-정지 
컨트롤 및 전류계를 갖는 적당한 압출기 구동 모터를 포함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압출기의 길이 전체에 
걸쳐 온도 센서, 냉각수단 및 온도 표시기를 포함하는 온도 제어 콘솔을 포함할 것이다. 또한, 상기 시스
템은 그 출구에 구멍 또는 다이를 갖는 실린더 또는 래러내에 포함된 2개의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
서 맞물리는 스크류들로 구성되는 2축 압출기와 같은 압출기를 구비한다. 공급된 물질들은 공급 호퍼를 
통해 들어가 스크류에 의해 배럴을 통해 이동하고 다이를 통해 강제로 통과되어 가닥으로 압출되고, 이어
서 가닥들은 냉각을 위해 또는 압출된 로프들을 다미립자 시스템으로 하기 위한 조립기 또는 다른 적당한 
장치로 운반되기 위해 연속 이동 벨트와 같은 것에 의해 이송된다. 조립기는 롤러, 고정된 나이프, 회전 
커터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적당한 기구 및 시스템은 South Hackensack, New Jersey의 C.W. Brabender 
Instruments, Inc.와 같은 배급업자로부터 수득할 수 있다. 다른 적당한 장치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에게 자명할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의 양상은 압출된 제품내에 포함된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상술한 바와 같은 용융
-압출된 다미립자들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계한다. 압출물내에 포함된 공기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다미립
자 압출물로부터의 치료활성제의 방출속도를 현저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외의 사실이 발견되었다. 놀
랍게도 특정한 실시양태에 있어서, 압출된 제품의 pH 의존성도 이러한 방법에 의해 변화시킬수 있다는 사
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추가의 양상에 있어서, 용융 압출된 제품은 공정의 압출단계중에 공기를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진공 연결장치를 구비하는 Leistritz 압출기를 이용함으
로써 달성될 수 있다. Leistritz 압출기를 이용하여 진공하에서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압출 다미립자들
은 상이한 물리적 특성들을 갖는 용융-압출 제품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외로 발견되었다. 특히, 압출물은 
예컨대, 주사전자현미경 사진(SEM)을 제공하는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였을 때 실질상 무공성인 것으
로 나타난다. 종래의 생각과 반대로, 이러한 실질적으로 무공성(non-porous) 제형이 진공을 걸지 않고 제
조된 동일한 제형에 비해 빠른 치료활성제 방출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진공하의 압출기를 이
용하여 제조된 다미립자들의 SEM은 매우 미끄럽고, 다미립자들은 진공 없이 제조된 다미립자들에 비해 더 
강한 경향이 있다. 적어도 특정한 제형에서, 진공하의 압출기술의 이용이 진공 없이 제조된 그의 대응 제
형에 비해 pH-의존성이 큰 압출 다미립자 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일반적인 펠렛 제조 방법]

이하의 기술은 실시예 1-26에서 압출물 및 다미립자들을 제조하는데 이용되었다:

필요량의 약물, 소수성 물질 및 결합제를 추가 부형제들과 함께 혼합한다. 

분말 공급기를 적당량의 약물/부형제 혼합물로 채운다.

압출기 가열 존의 온도를 제형에 따라 필요한 온도로 설정한다. 전형적으로, 온도는 약 83℃로 설정되어
야 한다. 대응하는 가열 존이 일정한 온도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린다. 압출기 스크류 회전 속도를 20rpm
으로 설정한다. 공급기, 컨베이어 및 조립기를 가동하기 시작한다. 부형제들이 용융되고 약물이 용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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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내에 파묻힌 후에, 그 결과로 수득된 점성이 있는 덩어리를 스파게티-유사 가닥들로 압출한다. 압
출기 구멍의 직경은 결과 가닥의 두께를 변화시키기 위해 조절될 수 있다.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적당한 속도(예컨대 3-100 ft/min)로 설정하다. 컨베이어 벨트상에서 조립기로 이
송되는 동안에 압출된 반고체 가닥(들)이 응고되고/되거나 경화되도록 놓아둔다. 적당한 응고를 위해 추
가의 냉각 장치들이 필요할 수 있다(물질들이 충분히 빠르게 응고된다면, 가닥을 냉각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롤러 나이프를 적당한 속도(예컨대, 3-100 fit/min 및 100-800 rpm)으로 설정한다. 응고된 가닥들을 목적 
크기(예컨대, 직경 3-5mm, 및 길이 0.3-5mm)로 절단한다.

펠렛 제품들을 회수한다.

경질 젤라틴 캡슐내에 목적 중량의 펠렛들을 충진하여 약물의 적정 도스를 수득한다.

[용해 방법론 (Dissolution Method)]

이하의 용해 방법론은 실시예 1-25의 용량 형태들에 대한 용해 거동을 수득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다:

(37℃ 100 rpm에서 USP Ⅱ 패들)

매질 - 1시간은 효소를 포함하지 않는 700㎖모의 위액(SGF), pH 1.2, 그 이후에는 효소를 포함하지 않은 
900㎖모의 장액(SIF), pH 7.5.

[분석을 위해 HPLC 방법 이용]

이하의 실시예들은 단지 본 발명의 여러 가지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발명
의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실시예 1-2]

[서방성 클로르페니라민 제형]

본 실시예에서는, 지연제로서 각각 에틸셀룰로오스 및 아크릴 중합체(Eudragit RSPO)를 이용하여 상기 제
조방법에 따라 클로르페닌라민 말레산염 서방성 펠렛들을 제조하였다. 조성은 하기 표 1 및 2에 나타내었
다. 이들 제형들의 용해는 제1도에 도시하였다. 에틸셀룰로오스 펠렛(105℃에서 제조된)으로부터의 약물
의 방출 속도는 Eudragit RSPO 펠렛 (85℃에서 제조된)으로부터의 약물의 방출 속도에 비해 훨씬 느렸다.

[표 1]

[표 2]

[실시예 3-6]

[서방성 모르핀 제형]

실시예 3 : 실시예 2에서 이용된 부형제들을 이용하여 모르핀 황산염 서방성 펠렛들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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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시예 3의 약물 방출 속도는 특히 용해의 후기 시간에 예상보다 느렸다.

실시예 4-5 : 실시예 4-5는 상기 실시예 3에 따라 제조되었다. 후기 시간중의 용해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
해, 다양한 양의 Eudragit L-100을 제형내에 혼입시켰다. 약물 용해 속도는 제형내의 Eudragit L-100의 
양을 증가시킴에 따라 증가한다. 모르핀 황산염 캡슐 조정은 하기 표 4-6에 나타내었다:

[표 4]

[표 5]

실시예 6 : 하기 표 6에 열거된 성분들을 포함하는 지속방출성 모르핀 황산염 제형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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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실시예 6의 제형은 다음과 같이 제조되었다:

[펠렛 제조(Pellet Manufacture)]

a. 압출기 시스템 설명 : 2축 압출기는 한쌍의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스크류 및 가열/냉각존이 장착된 
배럴 블록으로 구성된다. 압출물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조리기로 이송되어 목적 크기의 펠렛들로 절단
된다.

b. 제조 방법 :

1. 약물 및 모든 부형제들을 적당한 믹서로 혼합한다.

2. 혼합물을 분말 공급기에 넣는다.

3. 압출기 가열 존의 온도를 약 83℃로 설정한다.

4. 압출기 스크류 회전 속도를 20rpm으로 설정한다.

5. 공급기, 컨베이어 및 조립기를 가동한다.

6. 부형제가 용융되고 약물이 용융된 혼합물내에 파묻힌 후, 점성 덩어리를 스파게티와 유사한 가닥으로 
압출한다.

7. 컨베이어 벨트 상에서 조립기로 이송되는 동안에 압출물은 응고 및 냉각된다.

8. 조립기의 롤러 나이프는 가닥들을 직경 1.5mm 및 길이 1.5m의 펠렛들로 절단한다.

[캡슐화(Encapsulation)]

펠렛의 제조후, 120㎎의 펠렛들을 크기 #2 경질 젤라틴 캡슐내에 캡슐화하여 60㎎의 모르핀 황산염을 포
함하는 캡슐을 형성한다. 이어서 이들 캡슐들을 이하의 용해 방법론을 이용하여 시험한다:

실시예 6의 캡슐들은 다음과 같은 용해 결과들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시예 3의 제품으로부터 수득된 약물 용해 속도는 현저한 pH 의존성을 시현
하였다. 방출 속도는 SGF(모의 위액)에서 보다 SIF(모의 장액)에서 느렸다.

제4도에서, Eudragit L-100의 첨가에 의해, 실시예 6으로부터 수득된 약물 용해 속도는 덜 pH 의존적이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약물 방출 속도는 SIF에서 용해의 후기중에 더 빨랐는데, 이것은 완전한 생체
이용을 위해 바람직하다.

[실시예 7-8]

제5도에서 증명되는 바와 같이, 적당한 가소제의 선택에 의해, Eudragit L-100를 포함하는 제형으로부터 
약물 용해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것은 펠릿의 경구 투여후 바람직한 혈장 약물 농도 거동을 수득하
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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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표 8]

[실시예 9-10]

상이한 중합체/왁스 조합이 대안의 제형으로 이용되었다. 제6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에틸셀룰
로오스/폴리비닐 아세테이트 프탈레이트로부터의 용해 속도는 약간 빨랐다.

[표 9]

32-12

1019970702984



[표 10]

[실시예 11-14]

[서방성 옥시코돈 제형들]

실시예 6에서 이용된 조성을 옥시코돈 히드로클로리드에 대해 이용하였다.

옥시코돈의 높은 효능 때문에, 단지 20㎎의 약물만이 이용되었다. 40㎎의 부족분은 40㎎의 탈크(실시예 
12)로 대체되었다. 실시예 11에서는 대체하지 않았다. SGF 또는 SIF에서만 시험할 때, Eudragit L의 이용
은 제형이 덜 pH 의존적이도록 만들었다. 결과는 제7도에 나타내었다.

[표 11]

펠렛의 제조방법 및 용해 방법론은 실시예 6에 기술된 바와 같다.

상기 캡슐들은 하기 표 11a와 같은 용해 결과들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11a]

[표 12]

32-13

1019970702984



실시예 13 : 실시예 6에 설명된 기술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성으로 옥시코돈 HCl 1일-1회 투여 캡슐
을 제조하였다. 조성은 하기 표 13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13]

펠렛의 제조방법은 실시예 6에서와 같다. 다만, 80㎎의 펠렛들은 20㎎의 옥시코돈 HCl을 포함하도록 캡슐
화하였다.

상기 캡슐들을 다음과 같은 용해 방법론을 이용하여 시험하였다:

1. 장치-USP 타입 Ⅱ(패들), 100 rpm, 37℃

2. 매질-효소를 포함하지 않는 900㎖모의 위액(SGF), pH 1.2, 또는 효소를 포함하지 않는 900㎖모의 장액
(SIF), pH 7.5.

3. 분석방법-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용해 결과는 하기 표 13a에 나타내었다:

[표 13a]

실시예 14 ; 낮은 pH에서 더 잘 용해되는 옥시코돈 HCl 서방성 정제를 제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성
을 이용하였다:

[표 14]

[전체 제조(Total Manuf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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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dragit RS30D (현탁액)와 트리아세틴을 5분간 혼합한다.

2. 분무 건조 락토오스, 옥시코돈 HCl, PVP를 유동화 베드 건조기에 넣는다.

3. 현탁액을 유동화하면서 분말 위에 분무한다.

4. 과립을 덩어리를 작게 하기 위해 Comil을 통과시킨다.

5. 70℃에서 스테아릴 알콜을 용융시킨다.

6. Collete 믹서내에서 용융된 스테아릴 알콜을 건조 과립내에 첨가한다.

7, 왁스화된 과립을 냉각 트레이로 옮겨 과립을 응고시킨다.

8. 과립을 Comil을 통과시킨다.

9. Collete 믹서로 왁스화된 과립을 탈크 및 스테아르산 마그네슘과 혼합한다.

10. 윤활제 처리된 과립을 회전 정제 프레스를 이용하여 정제로 압축한다.

11. 정제를 박막 코팅한다.

이어서 이러한 정제들을 실시예 13에 기술된 다음과 같은 용해 방법론에 의해 시험한다.

상기 정제들은 다음과 같은 용해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14a]

[실시예 15-19]

[서방성 히드로모르폰 제형들]

실시예 15-16; 실시예 6에서 이용된 조성을 히드로모르폰 히드로클로리드에 적용하였다. 히드로모로폰의 
높은 효능 때문에, 단지 8㎎의 약물만이 이용되었다. 52㎎의 부족분은 52㎎의 탈크(실시예 16) 또는 52㎎
의 부형제(실시예 15)로 대체되었다. 결과는 제8도에 그래프로 도시하였다.

[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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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실시예 17 ; 실시예 6에 설명된 기술을 이용하여 하기 표 17에 기술된 조성으로 피드로모르폰 HCl 1일-
1회 투여 캡슐을 제조하였다.

[표 17]

펠렛의 제조방법은 실시예 6에서와 같다. 다만, 직경 1.0mm 및 길이 1.0mm의 펠렛들이 제조되었다. 각 캡
슐은 80㎎의 펠렛을 포함하고 8㎎의 히드로모르폰 HCl을 포함한다.

상기 캡슐들을 실시예 6에 기술된 용해 방법론을 이용하여 시험하였다:

상기 캡슐들은 하기 표 17a와 같은 용해 결과들을 나타내었다:

[표 17a]

실시예 18 : 실시예 6에 설명된 기술의 두 번째 예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하기 표 18에 기술된 조성으
로 히드로모르폰 HCl 1일-1회 투여 캡슐을 제조하였다.

[표 18]

펠렛의 제조방법 및 용해방법은 실시예 6에서와 같다.

상기 캡슐들은 하기 표 18a와 같은 용해 결과들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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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a]

실시예 19; 실시예 6에 설명된 방법에 따라 하기 표 19에 기술된 조성으로 히드로모르폰 HCl 1일-1회 투
여 캡슐을 제조하였다.

[표 19]

펠렛의 제조방법 및 용해방법은 실시예 6에서와 같다.

상기 캡슐들은 하기 표 19a와 같은 용해 결과들을 나타내었다:

[표 19a]

[실시예 20]

본 실시예에서는, 생체이용률 시험을 행하였다. 14 대상에게 실시예 3의 모르핀 황산염 제형을 투여하였
다. 결과는 하기 표 20 및 제10도에 나타내었다.

[표 20]

상기 데이터로부터, 제형이 음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연장 방출 또는 1일-1회 제품으로 매우 이상적인 후
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예 21]

[모르핀 황산염 용융 압출 다미립자 60㎎ 캡슐의 생체이용률]

실시예 6의 모르핀 캡슐의 생체이용률 연구를 12개체의 정상적인 남성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60㎎역가의 캡슐들을 단일 도스로 2-자 교차연구(two-way crossover study) 방식으로 급식 및 단식 상태
에서 투여하였다. 주기적으로 혈액 시료를 취하여 질량 검출(G/MS)과 함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
여 모르핀 농도를 분석하였다. 데이터로부터 이하의 약물동력학 매개변수들을 계산하여 하기 표 21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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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단일 도스-1일 2회 투여 모르핀 황산염 30㎎ 정제인 MS Contin 의 전형적인 혈중농도와 비교할 때, 단
식된 상태에서, 실시예 6의 정제가 1일-1회 투여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에, 혈중 농

도는 MS Contin 보다 훨씬 높고 치료 범위내이다(제11도).

[실시예 22]

[OXY-MEM 20㎎ 캡슐의 생체이용률]

실시예 11 및 13의 옥시코돈 캡슐의 생체이용률 연구를 10 개체의 정상적인 남성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실시예 13의 캡슐들을 급식 및 단식 상태에서 투여하였다. 실시예 11의 캡슐은 단식 상태에서 
투여하였다. 연구는 단일 도스, 4-자 교차 설계(four-way corssover design)으로 실시하였다. 주기적으로 
혈액 시료를 취하여 질량 검출(G/MS)과 함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옥시코돈 농도를 분석하였
다.

데이터로부터 이하의 약동동력학 매개변수들을 계산하여 하기 표 22에 나타내었다.

[표 22]

상기 데이터로부터, 실시예 11 및 13 양자 모두, 특히 실시예 13은 1일-1회 투여용으로 적합하다는 결론
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제12도에 도시하였다.

[실시예 23]

[실시예 14 정제들의 생체이용률]

실시예 14의 옥시코돈 서방성 정제들의 생체이용률 연구를 25 정상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들  정제들은  급식  및  단식  상태에서  투여되었다.  연구는  단일  도스,  무작위  교차  설계(randomized 
crossover design)으로 실시하였다. 주기적으로 혈액 시료를 취하여 질량 검출(GC/MS)과 함께 기체 크로
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옥시코돈 농도를 분석하였다. 혈장 옥시코돈 농도 대 시간 곡선을 제13도에 도시
하였다.

데이터로부터 이하의 약물동력학 매개변수들을 계산하여 하기 표 23에 나타내었다.

[표 23]

놀랍게도, 낮은 pH에서 더 잘 용해되는 서방성 옥시코돈 HCl 조제는 음식에 의해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Cmax 데이터로부터, 약물이 음식과 함께 복용될 때 음식없이 복용될 때에 비해 혈

중 옥시코돈 농도상의 현저한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36.3/39.3=0.9).  AUC 데이터(곡선 아래 면
적)로부터, 음식과 함께 복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흡수되는 약물의 양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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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16/422=0.986).

[실시예 24]

[HH-MEM 8㎎ 캡슐의 생체이용률]

실시예  17  및  18의  히드로모르폰  캡슐의  생체이용률  연구를  단일  도스,  5-자  교차  연구(five-way 
crossover  study)로  12개체의  정상적인  남성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대상에게  8㎎의 
Dilaudid정제(즉방성 정제) 또는 8㎎의 HH-MEM 캡슐 하나를 주입하였다. Dilaudid정제는 밤새 금식시킨 
후에 투여하였다. MEM 캡슐은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없이 투여되었다. 주기적으로 혈액 시료를 취하여 
질량 검출(G/MS)과 함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히드로모르폰 농도를 분석하였다. 데이터로부터 
이하의 약물동력학 매개 변수들을 계산하여 하기 표 24에 나타내었다.

[표 24]

상기 데이터로부터, 실시예 17 및 18 양자 모두 1일-1회 투여용으로 적합하고, 음식에 영향을 받지 않으
며, 특히 실시예 17이 이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예 17의 데이터는 제14도 그리고 실
시예 18의 데이터는 제15도에 각각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실시예 25]

[HH-MEM 8㎎ 캡슐의 정상 상태 생체이용률 (Steady State Bioability)]

히드로모르폰에 관한 정상상태 혈장농도 및 음식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단일 도스, 2차-교차 연구를 
12개체의 남성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대상에게 6시간 마다 4㎎의 Dilaudid정제(즉방성 정
제) 또는 매 24시간 마다 16㎎의 실시예 17에 따른 정제들을 주입하였다. 소정의 시점에서 정맥 혈액 시
료를 취하였다. 혈장 히드로모르폰 농도를 질량 검출(G/MS)과 함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정량
하였다.

제4일의 데이터로부터, 이하의 약물동력학 매개변수들을 계산하여 하기 표 25에 나타내었다.

[표 25]

결과를 제16도에 그래프로 도시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실시예 17이 단일 도스로 또는 다수 도스 투
여로 1일-1회 투여에 이상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예 26]

[HH-MEM 8㎎ 캡슐의 생체이용률]

히드로모르폰 MEM 캡슐에 대하여 생체이용률 및 음식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단일 도스, 2자-교차 연
구를 12개체의 남성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대상에게 8㎎의 Dilaudid정제(즉방성 정제) 또
는 8㎎의 HH-MEM (실시예 19)을 주입하였다. Dilaudid정제는 밤새 금식시킨 후에 투여하였다. MEM 캡슐은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없이 투여되었다. 소정의 시점에서 정맥 혈액 시료를 취하였다. 혈장 히드로모르
폰 농도를 질량 검출(G/MS)과 함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데이터로부터, 이하의 약물동력학 매개변수들을 계산하여 하기 표 2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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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상기 데이터로부터, 1일-1회 히드로모르폰 제품이 실시예 17 및 18에 이용된 것과 다른 성분들을 이용하
여 제조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데이터는 제17도에 그래프로 도시하였다.

[실시예 27]

[트라마돌 HCl 200㎎ SR 정제]

이하의 조성을 이용하여 용융 압출 과립 및 정제를 제조하였다.

[표 27]

[과립제조 (Granulation manufacture)]

a. 압출기 시스템 설명 - 2축 압출기는 한쌍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스크류 및 가열/냉각 존이 장착된 
배럴 블록으로 구성된다. 가닥으로 된 압출물들은 컨베이어 벨트상에서 응고되고 목적 크기의 펠렛들로 
절단된다.

b. 제조 방법 :

1. 약물 및 모든 부형제들을 적당한 믹서로 혼합한다.

2. 혼합물을 분말 공급기에 넣는다.

3. 압출기 가열 존의 온도를 약 65℃로 설정한다.

4. 압출기 스크류 회전 속도를 40rpm으로 설정한다.

5. 공급기 및 컨베이어를 가동한다.

6. 부형제가 용융되고 약물이 용융된 혼합물내에 파묻힌 후, 점성 덩어리를 스파게티와 유사한 가닥으로 
압출한다.

7. 컨베이어 벨트 상에서 이송되는 동안에 압출물은 응고 및 냉각된다.

8. 가닥으로 된 압출물은 직경 2mm 및 길이 2-8㎝의 펠렛들로 절단한다.

[정제화(Tabletting)]

정제들을 적당한 스크린을 통해 과립들로 분쇄한다. 과립을 탈크 및 스테아르사 마그네슘과 혼합한다. 이
어서 혼합물을 캡슐-형태의 정제로 압축한다.

[용해 방법(Dissolution Method)]

1. 장치-USP 타입 Ⅱ(패들), 100 rpm, 37℃

2. 정제를 정제 싱커 클립에 위치시키고 각 베셀에 침지시킨다.

3. 매질 - 900㎖, pH 6.5 인산염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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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상기 정제들의 용해 결과는 하기 표 27a에 기술된 바와 같다:

[표 27a]

[실시예 28]

[트리마돌 HCl 200㎎ SR정제]

실시예 27보다 느린 용해거동을 갖는 용융 압출 과립 및 정제를 제조하기 위해 이하의 조성을 
이용하였다.

[표 28]

제조방법 및 용해 방법은 실시예 27에서 기술된 것과 같다. 이용된 추가의 용해 매질은 효소를 포함하지 
않는 pH 1.2의 모의 위액(SGF), 효소를 포함하지 않는 pH 7.5의 모의 장액(SIF) 및 pH 4의 인산염 버퍼이
다.

상기 정제들의 용해 결과는 하기 표 28a에 기술된 바와 같다:

[표 28a]

상기 결과들은 상이한 pH의 매질 내에서의 트라마돌 SR 정제들의 용해거동이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
다. 유사한 조성의 다른 진정제를 가지고 행한 본 발명자들의 경험에 기초할 때, pH 독립성 용해 거동을 
시현하는 제형은 생체내에서 음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약물 용해 거동을 제공할 것이다.

이상의 실시예들은 배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 대한 다수의 변형들이 당업자들에게 자
명할 것이고 이들은 모두 첨부된 특허청구범위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치료활성제와,  알킬셀룰로오스,  아크릴  및  메타크릴산  중합체  및  공중합체,  쉘락,  제인,  수소화 
피마자유,  수소화  식물성유,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소수성 
물질; 및 융점이 30 내지 200℃이고 천연 또는 합성 왁스, 지방산, 지방족 알콜,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
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소수성 가용성 담체의 압출 혼합물을 포함하며, 상기 압출 혼합
물은 원하는 치료효과를 부여하는 유효량의 상기 치료활성제를 함유하고 8시간부터 24시간까지의 기간 동
안 상기 치료활성제의 지속-방출을 제공하도록 단위 도스로 분할되며, 상기 압출 혼합물은 상기 치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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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제, 하나 이상의 소수성 물질 및 하나 이상의 소수성 가용성 담체를 압출기 내에서 혼합하여 혼합물을 
형성하고 압출기를 통해 상기 혼합물을 압출함으로써 형성되며, 상기 압출물은 0.1 내지 5mm의 직경을 갖
는 가닥 형태이며 다미립자로 절단된 것을 포함하는 지속-방출성 약제 제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압출물이 0.1부터 5mm의 길이를 갖는 다미립자들로 절단된 가닥-형태의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치료활성제가 오피오이드 진통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오피오이드 진통제들은 알펜타닐, 알릴프로딘, 알파프로딘, 아닐레리딘, 벤질모르
핀, 벤지트라미드, 부프레노르핀, 부토로파놀, 클로니타젠, 코데인, 시클라조신, 데소모르핀, 덱스트로모
르아미드, 데조신, 디암프로미드, 디히드로코데인, 디히드로모르핀, 디메녹사돌, 디메펩타놀, 디메틸티암
부텐, 디옥사페틸부티레이트, 디피파논, 엡타조신, 에토헵타진, 에틸메틸티암부텐, 에틸모르핀, 에토니타
젠, 펜타닐,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핀, 히드록시페티딘, 이소메타돈, 케토베미돈, 레발로르판, 
레보르파놀, 레보펜아실모르판, 로펜타닐, 메페리딘, 멥타지놀, 메타조신, 메타돈, 메토폰, 모르핀, 미로
핀, 날부핀, 나르세인, 니코모르핀, 노르레보르파놀, 노르메타돈, 날로르핀, 노르모르핀, 노르피파논, 오
피움, 옥시코돈, 옥시모르핀, 파파베레툼, 펜타조신, 페나독손, 페노모르판, 페나조신, 페노페리딘, 피미
노딘, 피리트라미드, 프로펩타진, 프로메돌, 프로페리딘, 프로피람, 프로폭시펜, 수펜타닐, 트라마돌, 틸
리딘, 그의 염,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오피오이드 진통제가 모르핀, 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옥시
모르폰, 디히드로코데인, 디히드로모르핀, 트라마돌, 및 이들이 혼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치료효과를 부여하는 유효량의 상기 다미립자를 포함하는 상기 단위 도스가 젤라틴 캡슐 
내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치료효과를 부여하는 유효량의 상기 다미립자를 포함하는 상기 단위 도스가 정제 내에 
압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치료활성제가 트라마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치료활성제가 모르핀, 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옥시모르폰, 
디히드로코데인, 디히드로모르핀, 트라마돌,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오피오이
드 진통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37℃에서 900㎖ 수성 버퍼(pH 1.6-7.2)내에서 100rpm으로 USP 패들 또는 
배스킷 방법에 따라 측정할 때) 중량비로 1시간 후 약 1%부터 약 42.5%까지의 오피오이드 방출, 2시간 후 
약 5%부터 약 65%까지의 오오이드 방출, 4시간 후 약 15%부터 약 85%까지의 오피오이드 방출, 6시간 후 
약 20%부터 약 90%까지의 오피오이드 방출, 12시간 후 약 35%부터 약 95%까지의 오피오이드 방출, 18시간 
후 약 45%부터 약 100%까지의 오피오이드 방출 및 24시간 후, 약 55%부터 약 100%까지의 오피오이드 방출
의 생체외 방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경구 투여 후 2 내지 8시간 사이에 최고 혈장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제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4시간부터 12시간의 W50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경구 투여 후 오피오이드 혈장농도의 빠른 속도의 초기 증가를 제공하여, 
생체 내에서 수득되는 최고 혈장농도가 경구 투여 후 2시간부터 8시간까지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경구 투여 후 오피오이드의 혈장농도의 빠른 속도의 초기 증가를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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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반감기가 공복 상태에서 경구 투여후 1시간부터 8시간까지의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37℃에서 900㎖ 수성 버퍼(pH 1.6-7.2)내에서 100rpm으로 USP 패들 또는 
배스킷 방법에 따라 측정할 때) 중량비로 1시간 후 12.5% 내지 42.5%까지의 오피오이드 방출, 2시간 후 
25% 내지 65%까지의 오피오이드 방출, 4시간 후 45% 내지 85%까지의 오피오이드 방출 및 8시간 후 60%를 
초과하는 오피오이드 방출의 생체외 용출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압출된 혼합물은 실질적으로 무공성(non-poprou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17 

치료활성제를 (1) 알킬셀룰로오스, 아크릴 및 메타크릴산 중합체 및 공중합체, 쉘락, 제인, 수소화 피마
자유, 수소화 식물성유,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소수성 물질; 
및 (2) 천연 또는 합성 왁스, 지방산, 지방족 알콜,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30부터 200℃까지의 융점을 가지며, 치료활성제의 방출은 더욱 더 느리게 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소수성 가용성 담체와 함께 혼합하는 단계; 상기 혼합물을 그 혼합물을 압출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연화시키는데 충분한 온도로 가열하는 단계; 상기 가열된 혼합물을 0.1-3mm의 직경을 가닥들로 압
출하는 단계; 상기 가닥을 냉각시키는 단계; 및 상기 가닥들을 분할하여 0.1-5mm의 길이를 갖는 상기 압
출물의 비-구상 다미립자들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비-구상 다미리자들을 유효량의 치료활성제를 포함
하고, 8시간부터 약 24시간 까지의 기간 동안 상기 치료활성제의 지속-방출을 제공하는 단위 도스들로 분
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경구 투여에 적합한 지속-방출성 약제 압출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치료활성제는 알펜타닐, 알릴프로딘, 알파프로딘, 아레리딘, 벤질모르핀,벤지트라
미드, 부프레노르핀, 부토로파놀, 클로니타젠, 코데인, 시클라조신, 데소모르핀, 덱스트로모르아미드, 데
조신, 디암프로미드, 디히드로코데인, 디히드로모르핀, 디메녹사돌, 디메펩타놀, 디메틸티암부텐, 디옥사
페틸부티레이트,  디피파논,  엡타조신,  에토헵타진,  에틸메틸티암부텐,  에틸모르핀,  에토니타젠,펜타닐,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핀, 히드록시페티딘, 이소메타돈, 케토베미돈, 레발로르판, 레보르파놀, 
레보펜아실모르판, 로펜타닐, 메페리딘, 멥타지놀, 메타조신, 메타돈, 메토폰, 모르핀, 미로핀, 날부핀, 
나르세인, 니코모르핀, 노르레보르파놀, 노르메타돈, 날로르핀, 노르모르핀, 노르피파논, 오피움 옥시코
돈, 옥시모르핀, 파파베레툼, 펜타조신, 페나독손, 페노모르판, 페나조신, 페노페리딘, 피미노딘, 피리트
라미드,  프로펩타진,  프로메돌,  프로페리딘,  프로피람,  프로폭시펜 수펜타닐,  트라마돌,  틸리딘,  그의 
염,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이 상기 다미립자들의 단위 도스를 젤라틴 캡슐내에 혼입시키는 단계를 추가
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이 상기 다미립자들의 상기 단위 도스를 정제로 압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가열된 혼합물을 진공 조건하에서 압출하여 실질적으로 무공성인 압
출물을 제공하기 위한 압출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오피오이드 진통제, 알킬셀룰로오스, 아크릴 및 메타크릴산 중합체 및 공중합체, 쉘락, 제인, 수소화 피
마자유, 수소화 식물성유,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소수성 물질; 
및 융점이 30 내지 200℃이고 천연 또는 합성 왁스, 지방산, 지방족 알콜,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소수성 가용성 담체의 압출 혼합물을 포함하며, 상기 압출 혼합물은 원
하는 치료효과를 부여하는 유효량의 상기 치료활성제를 함유하고 8시간부터 24시간까지의 기간 동안 상기 
치료활성제의 지속-방출을 제공하도록 단위 도스로 분할되며, 상기 압출 혼합물은 상기 치료 활성제, 하
나 이상의 소수성 물질 및 하나 이상의 소수성 가용성 담체를 압출기 내에서 혼합하여 혼합물을 형성하고 
압출기를 통해 상기 혼합물을 압출함으로써 형성되며, 상기 압출물은 0.1 내지 5mm의 직경을 갖는 가닥 
형태이며 다미립자로 절단된 것을 포함하는 지속-방출성 약제 제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오피오이드 진통제가 모르핀, 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옥시
모르폰, 디히드로코데인, 디히드로모르핀, 트라마돌,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24 

치료활성제를 (1) 알킬셀룰로오스, 아크릴 및 메타크릴산 중합체 및 공중합체, 쉘락, 제인, 수소화 피마
자유, 수소화 식물성유,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소수성 물질; 
및 (2) 천연 또는 합성 왁스, 지방산, 지방족 알콜, 및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된다. 30부터 200℃까지
의 융점을 갖는 하나 이상의 선택적인 소수성 가용성 담체와 함께 혼합하고; 상기 혼합물을 그 혼합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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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연화시키는데 충분한 온도로 가열하고; 상기 가열된 혼합물을 0.1-3mm의 직경
을 가닥들로 압출하고; 상기 가닥을 냉각시키고; 선택적으로 상기 가닥들을 분할하여 상기 압출물의 비구
상 다미립자들을 형성함으로써 제조되고; 상기 방법이 압출 단계중에 존재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여 그
와 같이하여 수득되는 압출물의 다공성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경구 투여용으로 적합한 지속-방출성 
약제 압출물로부터 치료활성제의 방출특성을 조절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치료활성제, 하나 이상의 소수성 물질, 및 하나 이상의 소수성 가용성 담체는 분말 
형태로 상기 압출기에 투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모두 분말 형태인 치료활성제, 하나 이상의 소수성 물질, 및 하나 이상의 소수성 
가용성 담체는 압출기로 투입되기 전 분말 혼합물을 형성하기 위해 혼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2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은 압출 공정 중에 상기 혼합물을 적어도 연화시키기에 충분한 양으로 가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2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압출물의 유효량은 정제 내에 압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2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수성 가용성 담체는 융점이 45 내지 90℃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3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경구 투여 후 4 내지 6시간 사이에 최고 혈장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제형.

청구항 31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오피오이드 진통제, 하나 이상의 소수성 물질, 및 하나 이상의 소수성 가용성 담
체는 분말 형태로 상기 압출기에 투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모두 분말형태인 오피오이드 진통제, 하나 이상의 소수성 물질, 및 하나 이상의 
소수성 가용성 담체는 압출기로 투입되기 전 분말 혼합물을 형성하기 위해 혼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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