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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Softgel is an oral dosage form for medicine similar to capsules and softgel dosage form offers several advan-

tages over other oral dosage forms, such as delivering a liquid matrix designed to solubilize and improve the oral bio-

availability of a poorly soluble compound as a unit dose solid dosage form, delivering low and ultra-low doses of a compound.

This study aimed to qualify a proprietary vegetable soft capsule which contains modified starch and carrageenan as capsule

shell components compare to the conventional gelatin softgel. Four kinds of samples were prepared with vegetable and gel-

atin capsule shell, respectively. Morphology of capsule shell, mechanical strength of capsule, and hygroscopic properties

were studied for comparing the quality attributes of softgel. Short-term stability against heat and moisture was also inves-

tigated in this study. Vegetable capsule shell showed better mechanical strength, physical stability and disintegration time

for temperature and humidity than those of conventional gelatin capsule shell with four different filling materials used fre-

quently as soft capsule form. Conclusively, this vegetable capsule shell polymer system can replace easily gelatin-shell sys-

tems and additionally allows encapsulation of lipid fills at high temperatures that are semisolid or solid-like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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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화학과 대량검색기술은 다량의 효능을 가지는 물질을 확

보하게 되었으나 많은 경우에서 큰 분자량, 높은 지용성, 낮은 용

해도 등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가진다.1) 실제로 조합화학과 대

량검색기술을 통해 발굴된 새로운 화합물의 40% 이상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2)

약물의 용해도와 위장관 액에서의 용출속도 향상을 위한 전통

적인 접근방법으로 염형태,3-5) 무정형,6,7) 프로드럭 형태,8) 나노

화9-11) 또는 화합물이 용해되어 위장관 수용액 환경에서 용해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전달물질을 사용하는 방법12) 등이 있다.

위 장관에서의 약물흡수를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화합물을

용액 또는 용해된 형태로 투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흡수단계

에서의 용출 율속단계를 회피할 수 있게 되고13) 용해도가 낮은

약물에 대한 가용화의 경우 비수용액(유기용매)이 경구 또는 비

경구투여를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14) 그러나 유기용매를 전달물

질로 사용하는 경우 디메틸 포름아미드(DMF)나 디메틸 설폭사

이드(DMSO)와 같이 약제학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약제학적으

로 허용되는 경우라도 필요한 용량의 약물을 녹이지 못하는 경

우, 또는 투여 후 용해된 약물이 위장관내 환경에서 다시 석출되

어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약물이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비수용액에서 충분한 용해

도를 가지는 경우, 연질 젤라틴 캡슐(SGC)은 고형제로서 해당

용액을 투여하기에 이상적인 제형이며 소프트젤(softgel) 또는 연

질캡술로 알려져 있다. 연질캡슐은 용액, 현탁액, 반고형을 포함

하고 피막으로 밀봉하여 싸서 밀봉한 제형으로 복용성, 냄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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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차폐, 밀봉된 화합물의 산소 및 빛으로부터의 차단, 그리고 위

장관의 위액에서 쉽게 용출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다. 연질캡

슐에 밀봉된 난용성 화합물의 경우, 용해된 상태로 밀봉된 측면

뿐만 아니라 위장관에서 당단백에 의한 화합물의 유출(efflux)이

나 효소에 기인한 화합물의 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형제를 같

이 혼합하여 다른 일반적인 제형에 비해 높은 흡수를 나타낸다.15-23)

이러한 연질캡슐의 원료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젤라

틴의 경우, 체온조건에서 체액에 의해 쉽게 용출되는 피막을 만

들 수 있는 최적의 피막형성물질이며 『대한민국약전 10개정』

에 이 물질은 동물의 뼈, 피부, 인대 또는 건(腱)을 산 또 는 알

칼리로 처리하여 얻은 조콜라겐을 물로 가열 추출하여 만든 것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광우병(BSE)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약

원료로 사용되는 동물유래원료의 사용에 대한 미국식품의약품안

전국(FDA)의 면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대부분의 허가제출서류

에는 동물유래 원료가 최소한의 광우병과 전파성 해면양뇌증

(TSE)에 대한 위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성적서를 요구하고

있어 대체원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24) 젤라틴은 가수분

해를 통해 아미노산을 방출하여 알데하이드, 환원당, 금속이온,

가소제, 보존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물질들과 반응하기 쉽다.25)

또한 젤라틴은 양쪽성 물질로 양이온성과 음이온성 고분자물질

과도 반응할 수 있다.26) 더욱이 가속 안정성 조건에서 보관할 경

우, 교차결합반응이 생성되어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져 피막

의 붕해를 지연시켜 약물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다.27) 아민 약

물(Schiff bases)과 락토오즈, 환원당 등과 같은 많은 약물들과 부

형제들이 이러한 교차결합반응에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젤라틴에 대한 대체원료에 대해 연구되어 왔으나 효과적인 대체

물질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젤라틴 외에 특허화된 기술이 적용되어 개

발된 젤라틴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젤라틴조성을 별도의

조성연구 없이 대체가능하며 교차결합반응이 없고 산과 알칼리

성분을 포함할 수 있는 대체원료로서 변성전분(Modified starch)

과 카라기난(Carrageenan)을 사용하는 식물성 연질캡슐(Vegetable

Soft Capsule)의 기존 젤라틴 피막 연질캡슐에 대비하여 제조방

법, 보관조건에서의 안정성 및 품질과 관련된 명확한 특장점을

확인하고 그를 바탕으로 의약용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의 응

용확대 방안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실험방법

재료 및 시약

안과용제로서 바키늄 미르틸루스 엑스, 건강 기능식품으로서

홍삼 농축액 분말(5년근), 해열진통소염제로서 아세트아미노펜,

기타의 비타민제로서 팔미틴산레티놀(1 MIU/g) 콜레칼시페롤(1

MIU/g) 초산토코페롤(1000 IU/g) 질산치아민 리보플라빈 시아노

코발라민(0.1%) 아스코르빈산 염산피리독신 니코틴산아미드 판

토텐산칼슘 무수인산수소칼슘 산화마그네슘 산화제이동 황산망

간 산화아연 건조황산제일철을 사용하였고 연질캡슐의 공통적인

내용조성물로서 황납, 야자경화유, 레시틴(HR2B), 대두유를 사

용하였다. 연질캡슐의 피막물질로는 젤라틴, 글리세린, 천연색소

(치자, 락), 변성전분, 카라기난, 정제수 등을 사용하였고 사용된

원료들은 대한민국 약전규격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기타

시약 및 용제류는 시판 시약급을 사용하였다.

기기 및 장치

주사 전자 현미경(JSM-6335F, JEOL), 데시케이터, 정제경도

측정기(YD-1), 만능물성측정기(TQ-XT2), 안정성챔버, 붕해도 측

정기 등을 사용하였다.

연질캡슐의 제조

정제수, 글리세린, 젤라틴, 천연색소를 용해탱크에 차례로 투

입한 후 약 15분간 교반하면서 약 85oC까지 가온하여 용해시키

고 감압하여 거품을 제거한 후 소분탱크로 이송하고 피막형성드

럼의 온도를 12oC 정도로 하여 피막을 형성시킨 후 성형롤러에

미리 용해한 내용액을 38oC 조건에서 충진하면서 연질캡슐을 제

조하였다.

기계적 강도

경도측정시험 −샘플이 저항하는 힘의 단위를 kg · f으로 나타

낸 것으로 경도측정기(YD-1)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을 진

행하였다. 각각의 연질캡슐 10개를 취하여 일정한 속도로 힘을

가해 캡슐이 파손되는 시점의 값을 읽어 경도를 측정하였다.

물성측정시험 −만능물성측정기(TQ-XT2)를 사용하여 일정한

힘을 가해 저항하는 힘을 시간대별로 측정하고 시간대별로 측정

된 값 중 최대값을 읽어 경도를 측정하였다

피막의 형태학적 차이

연질캡슐 피막의 형태학적인 차이는 주사 전자 현미경을 사용

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각 캡슐을 절편으로 절단하여 단

층으로 준비하고 탄소테이프를 이용하여 주사 전자 현미경 총 어

댑터에 캡슐 절편을 고정한 후 스퍼터 코터를 이용하여 연질 캡

슐 절편을 금을 이용하여 2회 코팅한 후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촬영하여 연질캡슐의 몸체부분과 연결부위에 대한 이미지를 얻었다.

고온에서의 단기안정성시험

30개의 캡슐을 30oC, 50oC, 70oC의 온도에서 3주간 보관하고

1주마다 샘플의 외관 및 정제수에서의 붕해시간을 측정하여 온

도가 제품의 경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72 김동욱 · 원권연

J. Pharm. Soc. Korea

흡습도 시험

10개의 캡슐을 습도조건에 보관하기 전에 검체별 질량편차를

확인 한 후 각각 칼륨아세테이트, 칼륨카보네이트, 염화나트륨

과포화용액을 이용하여 상대습도 약 25%, 40%, 70%로 조절된

데시케이터에 넣고 각각 4, 7, 10, 14일 후에 증가된 무게를 측

정하여 각 연질캡슐의 흡습량을 측정하여 흡습수준을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연질캡슐의 제조

15,000캡슐의 생산규모로 바키늄 미르틸루스 엑스, 홍삼 농축

액, 아세트아미노펜 각각의 내용물로서 400 mg과 멀티비타민제

로서 850 mg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충전하여 제조하였으며 10

oval, 16 oval의 성형롤러를 사용하여 충진 후 성형하고 21~24oC

의 온도와 20~30%의 상대습도에서 2~3일간 건조하여 제조하

였고, 식물성연질캡슐과 젤라틴 연질캡슐 모두 동일한 제조방법

으로 제조하였다.

연질캡슐의 피막물질에 따른 기계적 강도

제조직후에 연질캡슐 피막의 원료물질에 따라 물리적 강도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강도를 측정하는 장비 중

작동방식이 다른 경도측정기와 물성측정기를 사용하였다. 그 결

과 경도측정기와 물성측정기의 실험결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

나 측정방식에 따라 실험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

도측정기의 측정결과 Table I와 같이 변성전분과 카라기난을 사

용한 식물성 피막을 가지는 연질캡슐이 전반적으로 낮은 기계적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홍삼내용물의 경우에는

Table I − Mechanical strength according to shell material and inner

materials contained in different preparations

Inner material
Shell
material

Mechanical strength

Hardness
tester (kg · f)

Texture
analyzer (N)

Vaccinium myrtillus
Vegetable 15.0±1.1 200.7±24.2

Gelatin 17.4±0.7 171.3±19.5

Red ginseng
Vegetable 14.1±2.9 225.9±41.2

Gelatin 13.0±1.3 163.8±19.8

Acetaminophen
Vegetable 14.5±2.3 239.8±27.9

Gelatin 18.4±2.6 321.8±20.9

Multivitamin
Vegetable 15.9±1.1 194.8±42.4

Gelatin 25.0±1.8 278.6±35.6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Fig. 1 − Effect of high humidity on the morphology of different soft capsule shells containing Red ginseng and acetaminophen individually. T
0

was measured as initial and T
2
 was measured after 2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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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Table I와 같이 전체적으로 편차가 높아 적절한 실험방

법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해열진통제, 종합비타민 내용물과 같

이 큰 기계적 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상대적인 비교는 가

능한 방법으로 확인 하였다.

내용액에 따른 연질캡슐 피막의 형태

각각의 연질캡슐 제조직후의 주사 전자 현미경 실험에서 모든

소프트캡슐의 절단면이 기포에 의해 접착되지 않은 부분이 없고,

접착면 불량에 의해 내용액이 새는 현상이 없으며, 균일한 두께

의 막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고온(70oC)에서 2주

간 보관된 각각의 연질캡슐에 대한 주사 전자 현미경 실험에서

식물성 연질캡슐이 상대적으로 안정한 막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상대습도 75%의 고습도에서 보관한

홍삼, 해열진통제를 포함하는 캡슐에서는 Fig. 1과 같이 식물성

피막에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변형이 관찰되었으며 주사

전자 현미경 실험으로도 젤라틴 피막에 비해 접합부위의 변형과

막의 특성변화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습도에 다른 연질캡슐의 흡습성

모든 연질캡슐의 내용물, 피막중량이 처방대비 적합한 수준임

을 확인하였으나 젤라틴 피막중량이 식물성 피막중량에 비해 약

10% 높게 제조된 것을 확인하였다. 식물성과 젤라틴피막으로 제

조된 서로 다른 내용물을 포함하는 캡슐에서의 흡습성시험결과

Fig. 2에서와 같이 어떠한 습도조건에서도 4~5일의 단기간 내에

거의 평형의 흡습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체적으로

식물성 피막이 젤라틴 피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흡습성을 보

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특히 멀티비타민 내용물의 경

우에는 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온도에 따른 연질캡슐의 성상과 붕해시간

온도에 따른 연질캡슐의 성상은 Fig. 3와 같이 관찰되었다. 멀

티비타민 내용물은 70oC에서 2주간 보관한 후에 약간의 변색이

관찰되었으나 식물성 피막 제품은 대부분의 내용물에서 안정한

외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사 전자 현미경 실험결과도 안정한 막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에 젤라틴 피막

제품은 70oC에 보관한 모든 내용물에서 1주 후부터 성상의 변화

가 확인되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변화는 더욱 커지는 것

을 관찰하였다.

또한 50oC에서 보관한 홍삼, 해열진통제, 멀티비타민에서도 2

주 시점에서 성상변화가 확인되어 내용물에 따라서는 보다 낮은

Fig. 2 − Effect of Humidity on the hygroscopicity of different capsule shells containing vaccinium myrtillus, red ginseng, Acetaminophen and

multivitamin. Key: ■, 25%RH/vegetable capsule shell; □, 25%RH/gelatin capsule shell; ▼, 40%RH/vegetable capsule shell; △,

40%RH/gelatin capsule shell; ●, 70%RH/vegetable capsule shell; ○, 70%RH/gelatin capsule shell. (A) vaccinium myrtillus (B) red
ginseng, (C) acetaminophen and (D) multi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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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 Effect of storage temperature on the disintegration time of different soft capsule shells containing different inner materials

individually

Inner material Shell material

Storage condition

Room temperature 30oC 50oC 70oC

1 W 2 W 3 W 1 W 2 W 3 W 1 W 2 W 3 W 1 W 2 W 3 W

Vaccinium myrtillus
Vegetable 14' 18' 16'32'' 27' 29' 20' 11'20'' 15' 23' 14'14'' 14'44'' 12'30''

Gelatin 9' 12' 12'05'' 11' 13'45'' 14'15'' 11' 16' 20' >60' >60' >60'

Red ginseng
Vegetable 11'13'' 9'51'' 10'48'' 12' 13'45'' 13' 13'55'' 13' 14'37'' 9'45'' 11'14'' 12'30''

Gelatin 8'40'' 8'10'' 8'25'' 10' 10' 10'10'' 24'35'' >60' >60' >60' >60' >60'

Acetaminophen
Vegetable 15' 12' 13'05'' 12'30'' 12'30'' 12'45'' 14' 14' 17' 13'20'' 14'23'' 15'21''

Gelatin 9'30'' 9'30'' 9'30'' 9' 10' 10'37'' 11'25'' 11'25'' 17' >60' >60' >60'

Multivitamin
Vegetable 9'25'' 12' 12'32'' 9'47'' 11'38'' 12' 9'50'' 9'50'' 15' 11'30'' 11'40'' 12'30''

Gelatin 10'11'' 9' 9'47'' 10' 10' 10'10'' 10'35'' 10'35'' 12'45'' >60' >60' >60'

Fig. 3 − Effect of storage temperature on the appearance of different soft capsule shells containing different inner materials indivi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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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에도 경시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캡슐

의 몸체보다 연결부위에서 온도에 따라 식물성 연질캡슐과 젤라

틴캡슐의 두께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붕해시간은 Table II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식물성 피막의 경우

온도에 따른 경시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젤라틴 피막의 경

우 50oC부터 붕해기준에 부적합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식

물성 피막을 가지는 연질캡슐이 온도에 안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동물성인 젤라틴을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캡슐의 피막성분으

로서 변성전분과 카라기난을 사용하는 식물성 연질캡슐의 기존

젤라틴 피막 연질캡슐에 대비한 명확한 특장점을 확인하기 위해

소프트캡슐의 피막성분과 내용물의 차이에 따른 물리적인 강도

와 안정성, 흡습성에 대해 온도 및 습도에 대한 영향을 비교검토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존 젤라틴 소프트 캡슐의 제조와 유사한 제조방법과 제조

장치를 이용하여 식물성 소프트캡슐을 제조할 수 있어 기존의 젤

라틴캡슐피막의 대체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이러한 식물성 소프트캡슐 피막은 동물성원료에 기인하는 광

우병과 전파성 해면양뇌증에 대한 위험성을 피할 수 있어 허가적

인 측면에서 활용가능성이 크고 동물성 원료를 섭취할 수 없는

채식주의자 또는 이슬람 국가의 할랄인증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3. 개발된 식물성 소프트캡슐 피막은 온도와 습도조건에서 젤

라틴 소프트캡슐 피막에 대비해 우수한 안정성을 보여 고온다습

지역에서도 젤라틴피막의 대체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4. 식물성 캡슐피막은 습도조건의 변화에 따라서는 유사한 특

성변화를 가지지만 온도조건의 변화에 따라서는 젤라틴캡슐 피

막 보다 식물성 캡슐 피막이 보다 우수한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습도의 경우 포장재질의 변화를 통해 안정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반면 온도조건에 대한 안정성은 제형의 특성

에 좌우되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기후조건에 따라 Climate zone

III와 IV 지역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제조조건에서도 적용되어 고온의 조건에서 캡슐

화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실온에서 반 고형 또는 고형

의 형태로 존재하는 내용물의 연질캡슐화가 가능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새로운 식물성 캡슐 피막조성은 젤라

틴캡슐의 피막을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고형

제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말씀

이 논문은 코스맥스바이오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References

1) Lipinski, C. A., Lombardo, F., Dominy, B. W. and Feeney, P. J. :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approaches to estimate

solubility and permeability in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settings. Adv. Drug Deliv. Rev. 23, 3 (1997).

2) Lipinski, C. A. : Physicochemical properties in drug design/

development. 2nd International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Summit: Novel Concepts and Technologies to Accelerate Drug

Development. Honolulu, HI (2003).

3) Agharkar, S., Lindenbaum, S. and Higuchi, T. : Enhancement of

solubility of drug salts by hydrophilic counter-ions: Properties

of organic salts of an anti-malarial drug. J. Pharm. Sci. 65, 747

(1976).

4) Bastin, R. J., Bowker, M. J. and Slater, B. J. : Salt selection and

optimisation procedures for pharmaceutical new chemical

entities. Org. Proc. Res. Dev. 4, 427 (2000).

5) Serajuddin, A. T. M. : Salt formation to improve drug solubility.

Adv. Drug Deliv. Rev. 59, 603 (2007).

6) Dannenfelser, R., He, H., Joshi, Y., Bateman, S. and Serajuddin,

A. T. M. : Development of clinical dosage forms for a poorly

water soluble drug I: Application of polyethylene glycol-

polysorbate 80 solid dispersion carrier system. J. Pharm. Sci.

93, 1165 (2004).

7) Crew, M. D., Curatolo, W. J., Friesen, D. T., Gumkowski, M. J.,

Lorenz, D. A., Nightlingale, J. A. S., Ruggeri, R. B. and

Shanker, R. M. : Pharmaceutical compositions of cholesteryl

ester transfer protein inhibitors. US Patent Application 2007/

0282009 (2007).

8) Stella, V. J. and Nti-Addae, K. W. : Prodrug strategies to

overcome poor water solubility. Adv. Drug Deliv. Rev. 59, 677

(2007).

9) Merisko-Liversidge, E., Liversidge, G. G. and Cooper, E. R. :

Nanosizing: A formulation approach for poorly-water-soluble

compounds. Eur. J. Pharm. Sci. 18, 113 (2003).

10) Kipp, J. E. : The role of solid nanoparticle technology in the

parenteral delivery of poorly water-soluble drugs. Int. J.

Pharm. 284, 109 (2004).

11) Kesisoglou, F., Panmai, S. and Wu, Y. : Nanosizing-oral

formulation development and biopharmaceutical evaluation.

Adv. Drug Deliv. Rev. 59, 631 (2007).

12) Hauss, D. J. : Oral lipid-based formulations. Adv. Drug Deliv.

Rev. 59, 667 (2007).

13) Crowley, P. J. and Martini, L. G. : Physicochemical approaches

to enhancing oral absorption. Pharm. Technol. Eur. 16, 18

(2004).

14) Strickley, R. G. : Solubilizing excipients in oral and injectable

formulations. Pharm. Res. 21, 201 (2004).

15) Gumkowski, M. J., Fournier, L. A., Tierney, N. K. and Curatolo,



76 김동욱 · 원권연

J. Pharm. Soc. Korea

W. J. : Improved bioavailability through use of soft gelatin

capsule formulations of terlakiren, a tripeptide rennin inhibitor.

Pharm. Res. 11, S (1994).

16) Yu, L., Bridgers, A., Polli, J., Vickers, A., Long, S., Roy, A.,

Winnike, R. and Coffin, M. : Vitamin E-TPGS increases

absorption flux of an HIV protease inhibitor by enhancing its

solubility and permeability. J. Pharm. Sci. 16, 1812 (1999).

17) Hugger, E. D., Novak, B. L., Burton, P. S., Audus, K. L.

and Borchardt, R. T. : A comparison of commonly used

polyethoxylated pharmaceutical excipients on their ability to

inhibit P-glycoprotein activity in vitro. J. Pharm. Sci. 91, 1991

(2002).

18) Rege, B. D., Kao, J. P. and Polli, J. E. : Effects of nonionic

surfactants on membrane transporters in Caco-2 cell

monolayers. Eur. J. Pharm. Sci. 16, 237 (2002).

19) Seeballuck, F., Ashford, M. B. and O’Driscoll, C. M. : The

effects of pluronics block copolymers and cremophor EL on

intestinal lipoprotein processing and the potential link with P-

glycoprotein in Caco-2 cells. Pharm. Res. 20, 1085 (2003).

20) Wandel, C., Kim, R. B. and Stein, M. : ‘‘Inactive’’ excipients

such as Cremophor can affect in vivo drug disposition. Clin.

Pharmacol. Ther. 73, 394 (2003).

21) Cornaire, G., Woodley, J., Hermann, P., Cloarec, A., Arellano,

C. and Houin, G. : Impact of excipients on the absorption of

Pglycoprotein substrates in vitro and in vivo. Int. J. Pharm.

278, 119 (2004).

22) Shono, Y., Nishihara, H., Matsuda, Y., Furukawa, S., Okada, N.,

Fujita, T. and Yamamoto, A. : Modulation of intestinal

Pglycoprotein function by cremophor EL and other surfactants

by an in vitro diffusion chamber method using the isolated rat

intestinal membranes. J. Pharm. Sci. 93, 877 (2004).

23) Pole, D. L. : Physical and biological considerations for the use

of nonaqueous solvents in oral bioavailability enhancement. J.

Pharm. Sci. 97, 1071 (2008).

24) Kua, M., Li, W., Dulina, W., Donahuea, F., Cade, D., Benameur,

H. and Hutchison, K. : Performance qualification of a new

hypromellose capsule: Part I. Comparative evaluation of

physical, mechanical and processability quality attributes of

Vcaps Plus®, Quali-V® and gelatin capsules. Int. J. Pharm.

386, 30 (2010).

25) Rowe, R. C., Sheskey, P. S. and Weller, P. J. : Handbook of

Pharmaceutical Excipients, 5th ed. Pharmaceutical Press

(London, UK) and the 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Washington DC, USA) (2003).

26) Cole, S. K., Story, M. J., Attwood, D., Laudanski, T., Robertson,

J. and Barnwell, S. G. : Studies using a non-ionic surfactant-

containing drug delivery system designed for hard gelatin

capsule compatibility. Int. J. Pharm. 88, 211 (1992).

27) Brown, J., Madit, N., Cole, E. T., Wilding, I. R. and Cade, D. :

Effect of cross-linking on the in vivo disintegration of hard

gelatin capsules. Pharm. Res. 15, 1026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