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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위산에 민감한 약물인 이부프로펜을 로딩한 폴리에

틸렌글리콜-폴리락타이드 마이셀(PEG-PLA micelle)과 알지네이트

하이드로겔(alginate hydrogel)을 혼합하여 비드형태로 제조한 후 특

성을 평가하였다.

폴리에틸렌글리콜(PEG)과 폴리락타이드(PLA)를 개환중합하여

PEG-PLA 이중블록 공중합체를 제조하였으며 이들이 잘 합성되었

는지 FT-IR, 1H-NMR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제조된 고분자와이부

프로펜을 O/W emulsion 방법으로 약물이 담지된 마이셀을 얻었으

며 DLS와 TEM을 통하여 30-40 nm를 가지는 입자를 확인하였다.

마이셀의 생체 외 방출실험 결과 초기 2시간 이내에 빠른 약물 방

출을 보였다. 이를 보완하고 서방성 방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이셀/

알지네이트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알지네이트의 농도 및 CaCl₂의

농도를 달리하여 마이셀 용액과 혼합하여 비드 형태의 시료를 제조

하였으며 약물 담지 효율 및 팽윤도를 측정하였다. FE-SEM을 이용

한 표면 및 단면분석을 통하여 알지네이트 2%(w/v)의 농도와 0.2

M CaCl₂에서 제조된 비드의 구조가 가장 조밀하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마이셀/알지네이트 복합체의 생체 외 방출실험 결과, 알지네이

트의 pH 민감성 때문에 인공위액에서는 약물의 방출이 약 10%이내

였으며 인공장액에서 약물이 지속적으로 방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알지네이트 2%(w/v)의 농도와 0.2 M CaCl₂의 농도로 제

조된 비드에서의 방출이 다른 시료보다 느린 방출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알지네이트의 농도와 CaCl₂의 농도가 약물방출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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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락타이드, 마이셀, 알지네이트

하이드로겔, 경구전달체

학 번 : 201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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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삶의 질이 향상되어 생명연장의 꿈

이 대두되면서 생명과학 분야가 미래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이

러한 기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제약분야는 꾸준히 발전하여, 복제약

품 생산에 치중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신약 및 제형개발에 힘

쓰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효율적인

약물 전달을 위하여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DDS)

연구에 꾸준히 매진하고 있다.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진통제, 항진균제, 고혈압제, 항암제 등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화학약물은 물에 잘 녹지않는 성질을 가지므로

생체내에 이용하기가 어렵다[1-3]. 이러한 이유로, 약물의 효능을 증

대시키기 위해선 용해성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약물의 난용

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약물 전달체가 이용되지만 양친매성 고

분자를 이용한 마이셀은 소수성 부분에 약물을 담지하여 약물의 용

해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되는 전달체이다[4,5] 그러나

마이셀은 초기에 약물의 빠른 약물방출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생체 내에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방출 제어를 위한 새

로운 약물 전달체의 연구가 필요하다.

하이드로겔(Hydrogel)은 3차원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며 다량의

물을 함유할 수 있고 친수성이 뛰어나 생체적합하다. 특히, 천연고

분자로 이루어진 하이드로겔은 자연에 매우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

문에 값이 저렴하며 생체적합하고 생분해성이 뛰어나 약물전달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소재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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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네이트(Alginate)는 음이온성 폴리사카라이드 계열로 2가의

양이온인 Ca2+,Ba2+ 
과 결합하여 겔을 형성할 수 있으며 안정하고 생

체 적합하기 때문에 의료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특히,

pH에 민감한 천연고분자로 높은 pH환경에서는 생분해가 일어나는

특징을 가져 경구투여 약물 전달체로 이용되는 연구결과가 있다

[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이셀의 급격한 방출속도를 제어하고자,

두 가지 약물전달체를 혼합하여 마이셀/하이드로겔 복합체를 제조하

였고, 이를 경구용 약물전달체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모델약물로는

물에 거의 녹지 않으며 위장의 환경에서 불안정 하며 방출되면 염

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진[8] 이부프로펜을 모델 약물로 사

용하였다. 생체적합한 고분자로 알려진 폴리에틸렌글리콜(PEG)과

폴리락타이드(PLA)를 이용하여 이중블록 공중합체를 합성하였고 만

들어진 고분자와 약물을 이용하여 O/W emulsion 방법으로 이부프

로펜이 봉입된 마이셀을 제조하였다. 약물이 봉입된 마이셀 용액에

알지네이트와 가교제인 CaCl₂의 농도를 다르게 하여 비드형태를

가지는 시료를 제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약물 방출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합성된 PEG-PLA 이중블록 공중합체의 구조분석

을 통하여 합성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으며 고분자를 이용해

약물이 봉입된 마이셀을 만들어 DLS와 TEM을 사용하여 크기 및

형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마이셀/하이드로겔 복합체의 팽윤도 측정

및 단면구조분석을 시행하여 알지네이트의 농도와 CaCl₂의 농도가

약물방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마이셀/알지네

이트 하이드로겔의 생체 외 약물방출 거동을 통하여 위장관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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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약물의 누적방출량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마이셀/하이드

로겔 복합체가 경구투여 약물전달체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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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연구

2.1. 약물전달시스템의 정의 및 이용

초기 제약 산업은 단순 복제약품의 생산에 치중하였으나 1980년

대 후반부터 신약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국민의 삶

의 질이 많이 향상되어 왔다. 최근 제약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

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은 환자의 불편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약물

복용법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DDS)은 몸의 질환치료를

위해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고 약물에

대한 우리 몸의 순응도를 높이며, 효능 및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

도록 기존의 약물이나 새로운 약물의 제형을 설계하고 약물치료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약물전달시스템은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생체 내에서 반응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변수를 고려하여 설계해야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인체에 주입되

었을 때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숙고해야 한다.

약물전달시스템은 효과를 가지는 의약품 자체는 아니지만 약물이

가지는 낮은 용해성을 높여주며[9], 생체 내에서 약물이 오랫동안 잔

존할 수 있도록 하며[10], 약물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를 증진시켜주

며, 치료가 필요한 곳에 약물을 선택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여 부작용

을 줄여주는[11] 역할을 한다.

그림 1과 같이 지금까지 다양한 약물전달시스템이 개발되었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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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약물전달시스템은 경구전달(Oral delivery)[13], 경피전달

(Transdermal delivery)[14], 점막전달(Mucosal delivery)[15], 이식전

달(Implant delivery)[16] 등 인체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약물전달시스템의 적용대

상 물질은 합성화합물을 비롯하여 펩타이드[17], 항체[18], 유전자

[19] 등 다양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우리몸에 이용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마이셀(Micelle), 리포좀(Liposome),

나노입자(Nanoparticle), 덴드리머(Dendrimer) 등 다양한 약물전달체

가 각광받고 있으며 질병진단 및 정밀의료기기 개발 등 다양한 분

야로 응용되어 생명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 및 활용되어

지고 있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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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re are a variety of different delivery strategie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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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구투여 약물전달시스템

2.2.1. 경구 약물전달체의 최근연구

경구 약물전달체는 오래전부터 이용된 방법이며 환자가 스스로 복

용할 수 있고 장소에 관계없이 쉽게 투여가 가능하여 비교적 편리

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주로 사용되는 약물

투여 방법이다[24]. 경구투여로 약물을 전달할 경우 위장관

(Gastrointesinal tract, GI tract)을 거치게 되는데, 위장 점막에 손상

을 입히는 약물 또는 위산에 의하여 파괴되는 약물은 적당한 물질

로 코팅하여 투여해야 한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제형 연구가 진행중이다. 에

틸셀룰로오스(ethylcellulose) 같은 생체적합한 고분자로 마이크로캡

슐 형태를 만든 연구결과[25], methacrylic acid 와 poly(ethylene

glycol) 으로 구성된 하이드로겔에 약물을 봉입하여 zero-order

release에 사용한 연구결과[26], 알지네이트/키토산 마이크로입자[27]

등 위장관을 지날 때 약물의 안정성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제형을 가

지는 전달체가 연구중이다.

경구로 약물을 투여하면 대부분의 약물 흡수는 수동적 확산에 의

해 소장에 도달하여 흡수되므로[28] 소장에 약물전달체가 오랫동안

존재하며 약물을 계속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부분의

경구 약물전달체는 빠르게 붕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에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약물이 방출(sustained release)되도록 개발

되어지고 있다[29]. 이러한 제형은 자주 약물을 투여하지 않아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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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점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약물이 방출되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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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mechanisms involved in the absorption of

xenobiotics in the small intestine. (A) Transcellular transport; (B)

active transport; (C) facilitated diffusion; (D) receptor-mediated

endocytosis; (E) paracellular transport; (F) pinocytosis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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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경구투여 약물전달체의 이동경로

경구용 약물전달체는 위장관(Gastrointesinal tract, GI tract)을 이

동하면서 약물을 방출하게 된다. 위장관은 표 1에 언급되어있는 것

처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구역마다 표면적, 길이,

잔류시간, pH 등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약물전달체가 위장관

을 이동할 때 위장관액의 pH는 위가 가지는 산성환경인 1.2에서 장

이 가지는 약알칼리성 환경인 6.8로 변하게 된다. 소장은 넓은 표면

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물을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약물전달체에 포접된 약물이 소장에서 방출

이 시작 될 수 있도록 전달체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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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iological and physical parameters of the human

intestinal tract[30].

Gastrointe
stinal
segment

Surface area
Segment 
length

Segment 
length

pH of 
segment

Prominent 
catabolic 
activities

Oral 
cavity 100 cm² Seconds to 

minutes 6.5 Polysaccharides

Esophagus 200 cm² 23-25 cm Seconds

Stomach 3.5 m² 0.25 cm 1.5 h 1-2 Protease, lipases

(variable) (variable) (variable)

Duodenum 1.9 m² 0.35 m 0.5-0.75h 4-5.5

Polysaccharides; 
Oligosaccharides; 
proteases; 
peptidases; 
lipases; 
nucleases

Jejunum 184 m² 2.8 m 1.5-2.0h 5.5-7.0
Oligosaccharides; 
peptidases; 
lipases

Ileum 276 m² 4.2m 5-7h 7.0-7.5

Oligosaccharides; 
peptidases; 
lipases; 
nucleases; 
nucleotidases

Colon and 
rectum 1.3 m² 1.5 m

1-60h
(35 hours 
average)

7.0-7.5
Broad spectrum 
of bacterial 
enzy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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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알지네이트 기반 복합 전달체의 연구

알지네이트 하이드로겔을 단독으로 이용한 약물전달체를 이용하여

단백질, 화학, 유전자 약물을 전달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다. 알지

네이트 하이드로겔을 단독으로 사용한 약물 전달체는 분해가 빠르

고 지속적인 방출을 유도하기 어렵다. 따라서 알지네이트 하이드로

겔과 다른 복합체를 혼합한 복합 약물 전달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PLGA 마이크로파티클을 알지네이트 하이드로겔에 복합하여 이식

형 전달체로 사용한 연구[31]에서는, 약 14 일동안 40%의 알부민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복합 전달체에 알부민이

아닌 rhVEGF를 담지하여 in vivo 실험한 연구결과[32], rhVEGF의

지속적인 방출 덕분에 새로운 동맥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PLGA 나노파티클과 알지네이트 하이드로겔을 복합화

하여 경구투여 전달체로도 이용한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는데[33], 12

시간 내에 약 80%의 약물이 지속적으로 방출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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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재료 및 방법

3.1. 실험재료 및 시약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락타이드(PEG-PLA) 이중블럭 공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polyeth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mPEG,

Mn=5000), Lactide (3,6-dimethyl-1,4-dioxane-2,5-dione), Stannous

octoate를, 모델 약물인 이부프로펜 (ibuprofen)을 Sigma-Aldrich 에

서 구입하였다. 알지네이트(sodium alginate)는 Samchun Pure

Chemical 에서 구입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3.2. 실험방법

3.2.1. PEG-PLA 이중블록 공중합체의 합성 및 분석

PEG-PLA 이중블록 공중합체의 합성은 이전에 보고된 방법으로

합성하였다[34]. PEG-PLA 이중블록 공중합체는 개시제인 PEG와

lactide의 촉매인 stannous octoate를 이용하여 개환중합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3-neck 플라스크에 PEG를 넣어준 다음 질소를 기류시

킨 후 톨루엔과 lactide를 반응기에 넣고 촉매를 조금씩 떨어트려준

다. 반응기는 70℃로 설정 후 7시간동안 유지시키며 중합하였다. 중

합이 끝나고 남아있는 톨루엔을 회전증발기로 날린 후 고분자만을

dichloromethane (DCM)에 녹여 충분히 차가운 petroleum ethe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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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시킨다. 다음과 같은 정제과정은 세 번 반복하였다. 정제가 끝

난 고분자는 상온의 진공건조기에 24시간 보관하였고 그 결과 하얀

색 가루를 얻을 수 있었다.

제조된 PEG-PLA 이중블록 공중합체가 잘 합성되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FT-IR (Nicolet 6700 series, Thermo Scientific,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충분히 건조시킨 고분자 파우더를 클로로포름

에 녹여 KBr pellet법으로 시편을 제조하였고 resolution 4 cm-1, 32

scans, 400-4000 cm-1에서 측정하였다. PEG-PLA의 화학적 조성은

¹H-NMR (Bruker DPX300, 600MHz)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용매는

CDCl₃를 사용하였다. 고분자의 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5㎛ Waters 컬럼(300X7.7mm)이 구비된 GPC (Waters

chromatograph)을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동상 용매는 THF

를 이용하였으며 유속은 1ml/min으로 설정하여 측정하였고 컬럼과

탐지기의 온도는 상온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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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PEG-PLA 마이셀의 제조 및 분석

약물을 로딩하지 않은 마이셀과 약물을 로딩한 PEG-PLA 마이셀

모두 oil/water (o/w) emulsion 방법[35]을 통하여 제조하였으며 제

조과정은 scheme 1에 나타내었다. PEG-PLA 고분자(10mg)를 소량

의 메탄올에 녹인다. 그 후, 고분자를 녹인 메탄올을 pH 6.8 10 ml

에 천천히 풀어준다. 남아있는 메탄올이 없도록 회전증발기를 통해

완벽하게 날려준 후 마이셀 용액에서 봉입되지 않은 약물을 제거하

기 위해 실린저필터 (pore size: 0.45㎛)로 걸러주면 1 mg/ml의 농도

를 가진 마이셀을 얻을 수 있다. 위 마이셀 제조방법과 동일하게 이

부프로펜 (1mg)을 첨가해주면 이부프로펜이 포접된 마이셀을 얻을

수 있다.

약물이 로딩되지 않은 마이셀과 로딩된 PEG-PLA 마이셀의 크기

를 알아보기 위해 DLS(DLS-7000)을 이용하여 수용액상에서의 평균

크기 및 분포를 측정하였다. 25℃에서 측정되었고 총 3번을 반복수

행하여 평균값을 얻었다.

또한, 약물이 로딩된 마이셀의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EM

(JEM1010, JEOL Japan)을 이용하여 크기 및 형태를 관찰하였다. 마

이셀 용액을 copper grid에 올려 건조한 후 phosphotungstic acid

(PTA)를 이용하여 negative staining을 하여 이미지를 얻었다.

임계 마이셀 농도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를 측정

하기 위하여 Pyrene(Sigma-Aldrich)를 형광 probe로 사용하였으며

UV-VIS spectrophotometer(Uvikon 923, Kontron Instruments,

Italy)를 이용[36]하여 분석하였다. Pyrene을 메탄올에 녹여 2×10⁻⁶
M stock solution의 형태로 제조한다. 바이알에 pyrene solu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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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씩 담고 메탄올을 완전히 증발 시키면 pyrene이 얇은 필름형

태로 존재하게 된다. PEG-PLA 마이셀을 용액을 10
-7
∼ 10

-1

mg/mL의 농도범위로 만들어 놓은 후 제조된 용액을 바이알에 5

ml씩 첨가한다. 형성된 pyrene 필름을 깨주어 마이셀 용액과 혼합될

수 있도록 약 1 분정도 sonication 시켜준 후 빛이 없는 상온 에서

하루 정도 보관한다. 하루가 지난 후, UV/Vis로 마이셀 용액의 흡

광도를 측정한다. (범위: 220 ∼38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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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The preparation of PEG-PLA micelles using O/W

emulsion method.



- 18 -

3.2.3. 마이셀/하이드로겔 복합체 제조 및 분석

마이셀/하이드로겔 복합체의 제조과정을 간단히 scheme 2에 나타

내었다. 1 mg/ml의 농도를 가지는 마이셀 용액(10ml)에 알지네이트

를 각각 1%, 2% (w/v)넣어 완벽히 녹여준다. 주사기에 혼합솔루션

을 넣고 0.1 M, 0.2 M CaCl₂ 용액에 각각 떨어뜨리며 약하게 stir

시켜준다. 이 때, 솔루션을 빠르게 떨어뜨리면 비드의 형태가 구형

을 띄지 않으므로 시간을 두며 떨어뜨렸다. 약 5 분정도 CaCl₂ 용

액에 두어 충분히 가교되도록 한 후 비드를 분리하여 증류수로 2

번정도 세척하여 표면에 존재하는 약물 및 CaCl₂를 제거해준다. 얻

어진 비드는 동결건조기에 넣어 약 이틀정도 두면 건조된 비드를

얻을 수 있다.

제조된 비드의 약물 포접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UV-Vis를 사용하

였다[37]. 비드를 인공장액에 둔 후 완벽히 녹아 없어지면 용액을

충분히 sonicate 시켜 약물이 추출되도록 한 후 실린저 필터로 걸러

낸다. 걸러진 용액을 UV/Vis 를 이용하여 263nm의 파장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이부프로펜의 양은 이부프로펜/인공장액의

standard curve(y=0.0013x+0.0207, R2=0.9976)를 통하여 약물의 양을

정량화 하였으며 이부프로펜의 포접율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

계산하였다[56].

포접율사용한전체약물의양
비드내약물함유량



제조된 비드의 팽윤도는 중량측정법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건조된

비드는 인공위액 (pH1.2)에 2시간 동안 30분 마다 꺼내어 물기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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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제거한 후 무게를 쟀다. 2시간 후, 곧바로 인공장액 (pH 6.8)에

옮겨 담근 후 1시간동안 10분마다 꺼내어 동일한 방법으로 무게를

측정하였다. 사용된 인공위액 및 인공장액은 미국약전(USP 34)에

명시되어 있는 방법으로 제조하였으며 효소는 첨가하지 않았다. 다

음의 공식에 의해 건조된 비드의 팽윤도를 계산하였다.

팽윤도


Ws는 시간마다 팽윤된 비드의 무게이며, Wd는 초기 건조 상태의

비드 무게이다.

약물이 로딩된 마이셀/알지네이트 복합체의 표면 및 단면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FE-SEM(SUPRA 55VP, Carl Zeiss, Germany)을

사용하였다. 비드는 측정 전 2분정도 백금코팅을 하여 준비하였고

표면은 40배, 400배로 관찰하였고 단면은 40배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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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2. The preparation of PEG-PLA micelles/alginate

hydrogel b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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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생체 외 약물방출 거동

이부프로펜이 함유된 마이셀/하이드로겔 복합체의 생체 외 방출

거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항온교반기에서 시간에 따른 방출량을 측

정하였다.

용출액은 효소가 포함되지 않은 인공위액 (pH 1.2) 및 인공장액

(pH 6.8)으로 미국약전 (UST 34)에 기재된 방법을 통하여 제조하였

다. 교반기의 패들 속도는 100rpm, 생체 온도에 해당하는 37.5℃에

서 방출 실험을 진행하였다. 약물이 함유된 PEG-PLA 마이셀과 마

이셀/하이드로겔 복합체는 투석막 (MWCO: 8000Da)에 넣어 50ml의

인공위액 및 인공장액에 침지시켜 방출실험을 진행하였다[33].

이부프로펜이 담지된 마이셀 방출실험은 약물이 초기에 빠르게 방

출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으로 위장관을 모방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지 않고, 인공장액에서만 8시간 동안 실험하였다.

마이셀/하이드로겔 복합체는 위장관 경로에서 계속적인 방출이 일

어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므로 위장관 환경을 모방하여 인공위액

에서 2시간 실험 후 바로 인공장액으로 용출액을 변경하여 6시간동

안 실험을 진행하였다.

두 실험 모두 1시간마다 conical tube에서 1ml씩 시료를 취한 후,

취한 만큼의 인공위액 및 인공장액을 다시 넣어주었다. 이 과정을 8

시간동안 반복한다. 취득한 시료는 UV/VIS를 이용하여 263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비드의 포접율을 확인할 때 사용되었던

standard curve를 이용하여 이부프로펜의 양을 정량 하였다. 방출실

험은 시료마다 총 3번 반복하였으며, 누적방출량 및 편차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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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누적 방출량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하여 얻었다.

누적방출량포접된약물의양
시간마다방출된약물의양





- 23 -

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PEG-PLA 이중블럭 공중합체의 합성 및 특성

4.1.1. 화학 조성 및 구조

본 연구에서는 친수성 부분을 차지하는 PEG(Mn=5000)와 소수성

PLA 그룹을 가지는 이중블록 공중합체를 성공적으로 합성하였다.

개환중합으로 합성된 PEG-PLA 공중합체는 FT-IR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파장영역에 해당하는 peak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공중합체는 PEG에서 관찰할 수 없었던 결합이 존재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카보닐그룹(C=O) 결합이 존재하는 것을 보

아 PEG-PLA가 잘 합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H-NMR 분석을 통해서 공중합체의 분자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PEG의 에틸렌 (-CH2-CH2-, a) 피크는 3.65

ppm에서 확인할 수 있고 PLA 의 메틸기 (CH3, b)는 1.6 ppm, 메틸

렌 (-CH-, c)는 5.2 ppm에서 관찰되었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통하

여 PEG-PLA 이중블럭 공중합체가 성공적으로 합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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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T-IR spectra of mPEG and PEG-PLA diblock

co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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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1H-NMR spectra of PEG-PLA diblock co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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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GPC 분석

합성된 고분자의 분자량과 분포도(polydispersity)를 측정하기 위

하여 GP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LA가 10000의

Mn을 가져 총 15000의 Mn값을 가지는 PEG-PLA 이중결합 공중합

체를 만들어 내는것을 목표로 하였다.

GPC 분석 결과 분자량은 목표하였던 15000의 Mn과 유사한

16316의 Mn을 가짐을 확인하여 원하는 분자량을 가지는 공중합체

가 합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1.11의 좁은 분산도를 가짐을 확

인하였다. 이는 표 2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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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PLA Mna Mnb Mwb Mw/Mn
b

5000:10000 15000 16316 18103 1.11

Table 2. Characteristic of PEG-PLA diblock copolymers.

a. Theoretical value of the copolymer

b. Measured by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G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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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EG-PLA 마이셀의 특성

4.2.1. 마이셀의 크기 및 형태

수용액 상에서 마이셀이 형성됨을 확인하고, 입자의 크기를 파악

하기 위해 약물이 봉입되지 않은 PEG-PLA 마이셀과 약물이 봉입

된 PEG-PLA 마이셀을 광산란 분광 광도계 (DLS)로 측정 하였다.

총 3번 측정을 반복하였고 평균값과 표준편차 값을 구하여 값을 나

타내었다. 약물이 봉입된 마이셀의 크기는 38.9±0.9nm, 약물이 봉입

되지 않은 마이셀의 크기는 28.6±1.2nm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

과가 관찰된 이유는 PLA의 소수성 core 내부에 약물이 담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여겨진다.

또한 약물이 로딩된 마이셀의 수용액 내에서의 형태는 투과전자현

미경 (TEM) 을 통하여 관찰할 수 있었다. 많은 양의 마이셀이 약

30-40nm의 크기로 분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응집되지

않고 균일한 크기로 분포되어있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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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5. Size distribution of blank PEG-PLA micelles (a) and

ibuprofen-loaded PEG-PLA micelles (b) dispersed i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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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EM image of ibuprofen loaded mice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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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임계 마이셀 농도 (CMC)

PEG-PLA 마이셀의 임계 마이셀 농도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는 마이셀이 형성되었는지 판단하는데 널리 이

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주로 형광물질인 pyrene을 사용하여 측정

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UV/VIS를 사용하여 pyrene의 흡광도를

220nm-350nm 범위 내에서 측정한 후, 수용액 상에서 강한 peak을

나타내는 240nm, 272nm, 320nnm, 335nm에 해당하는 흡광도[36]를

더하여 농도별 흡광도를 나타낸 후 갑자기 흡광도가 증가하는 부분

을 plot하여 나타내었다. 이 부분은 마이셀이 형성된 것이라 여겨지

며 임계 마이셀 농도라 한다. 얻어진 결과로 볼 때, PEG-PLA 마이

셀은 0.316μg/ml 이상의 농도에서 안정한 마이셀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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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lot of the absorbance vs logarithmic concentration for

PEG-PLA micelles i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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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마이셀/하이드로겔 복합체의 특성

4.3.1. 복합체의 제조 및 크기

마이셀/하이드로겔 복합체는 주사기를 통하여 제조되었으므로 비

드형태로 만들어졌으며 건조된 비드의 크기는 지름 2mm정도를 갖

는다. 그림 8은 제조된 시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알지네이트의

농도 1% (w/v) , 0.1M CaCl₂농도에서 제조된 시료(a)는 알지네이

트 농도 2% (w/v), 0.2M CaCl₂농도에서 제조된 시료(d)와 비교하

였을 때 지름의 길이가 약 1mm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육안으

로 관찰하였을 때 시료(a)의 표면이 시료(d)의 표면보다 쭈글쭈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높은 농도의 알지네이트 및 가교제는 비드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4 -

Figure 8. The samples of PEG-PLA micelles/alginate hydrogel

dry beads. (a)-1% alginate, 0.1M CaCl₂; (b)-2% alginate, 0.1M

CaCl₂; (c)-1% alginate, 0.2M CaCl₂; (d)-2% alginate, 0.2M

CaCl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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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약물 담지 효율

제조된 시료에 약물이 얼마나 담지 되었는지 확인하기위해 비드를

인공장액에 침지시켜 붕괴를 일으킨 후 충분히 sonication 시켜 마

이셀 안에 봉입된 약물을 방출시켜 UV/VIS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흡광도는 실린저필터로 거른 후 용액으로 측정하였다.

표 3은 제조된 시료의 약물담지효율(Encapsulation efficiency, EE)

을 나타내었다. 효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별한 경향

성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이는 약물을 알지네이트 비드에 바로 담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물을 먼저 마이셀 안에 담지한 후, 알지네이

트 비드에 혼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PLA의 분자량을 더 증

가시키거나 감소시켜 합성한 고분자로 마이셀을 제조한다면, 약물의

담지 효율이 변할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마

이셀은 PLA가 10000의 Mn을 가지는 고분자로 통일하여 사용하였

으므로 제조된 비드의 담지효율도 크게 다르지 않는것이라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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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Alginate
Calcium

chloride
EE

(%, w/v) (M) %

1 1 0.1 32.1

2 2 0.1 32.6

3 1 0.2 32.7

4 2 0.2 30.8

Table 3. The sample of ibuprofen loaded micelle/alginate hydrogel

dry b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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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팽윤도

팽윤은 친수성을 띈 가교 네트워크에 물이 들어오면서 고분자 사

슬들이 용매 분자와 상호 작용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다. 알지네이트

의 팽윤정도는 약물이 계속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요

인이다[38]. 이러한 이유로, 마이셀/하이드로겔 복합체의 팽윤거동을

인공위액과 인공장액에서 측정하였다.

그림 9는 건조된 마이셀/하이드로겔 비드의 팽윤도를 나타낸 것이

다. 인공위액 (pH 1.2) 에서의 모든 비드는 낮은 팽윤도를 가지며

30분 내에 빠르게 steady state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알지네이트는

pH 1.2 부근에서는 거의 이온화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팽윤

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2시간 후, 비드를 인공장액 (pH 6.8)로 옮

겨서 팽윤도를 측정하면 pH 1.2 와는 다르게 매우 빠르게 팽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알지네이트에 존재하는 카르복시산

그룹이 이온화 되면서 분자 내부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알지네이트 농도가 같고 가교제의 농

도가 다른 시료 1과 3 또는 시료 2와 4의 경우 가교제의 농도가 높

은 쪽이 팽윤이 적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Ca2+가 증가하면서 알지네이트 사슬과 가교를 더 형성하게 되어 치

밀한 구조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알지네이트 농도가 다르고 가

교제의 농도가 같은 시료 1과 2 또는 시료 3과 4를 비교하면 알지

네이트 농도가 적은 시료가 팽윤이 더 많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결과로 비드의 팽윤정도는 알지네이트의 농도와 가교

제인 CaCl₂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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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swelling ratio of dry micelle/alginate hydrogel

beads at 37℃ (n=3). 1-1% alginate, 0.1M CaCl₂; 2-2% alginate,

0.1M CaCl₂; 3-1% alginate, 0.2M CaCl₂; 4-2% alginate, 0.2M

CaCl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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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SEM 관찰

제조된 비드의 표면구조 및 단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FE-SEM으

로 관찰하였고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비

드를 동결건조 시켰기 때문에 원래 비드가 함유하였던 수분이 빠져

나가면서 pore를 형성하며, 형성되는 pore에 따라 원 시료의 구조

및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0과 그림 11은 비드의 표면을 살펴본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알지네이트의 농도 및 가교제의 농도가 높을수록 표면의 굴곡이

없고 매끄러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알지네이트 농도와 가

교제는 치밀한 비드 구조를 갖게 해주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2는 비드의 내부구조를 살펴본 SEM 결과이다. 알지네이트

농도와 가교제의 농도가 높을수록 pore의 크기가 작고 비교적 치밀

한 내부 구조를 가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구조로 알

지네이트 농도 및 가교제의 농도가 높은 시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시료보다 약물방출이 더디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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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10. The SEM images of the surface of micelle/alginate

dry beads(magnification X40); (a): 1% alginate, 0.1M CaCl₂; (b):

2% alginate, 0.1M CaCl₂; (c): 1% alginate, 0.2M CaCl₂; (d): 2%

alginate, 0.2M CaCl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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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11. The SEM images of the surface of micelle/alginate

dry beads(magnification X400); (a): 1% alginate, 0.1M CaCl₂;

(b): 2% alginate, 0.1M CaCl₂; (c): 1% alginate, 0.2M CaCl₂;

(d): 2% alginate, 0.2M CaCl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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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12. The SEM images of the cross-section of

micelle/alginate dry beads; (a): 1% alginate, 0.1M CaCl₂; (b): 2%

alginate, 0.1M CaCl₂; (c): 1% alginate, 0.2M CaCl₂; (d): 2%

alginate, 0.2M CaCl₂. (magnification, X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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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생체 외 약물방출 거동

4.4.1. 마이셀의 방출거동

약물이 봉입된 PEG-PLA 마이셀의 약물 방출은 인공장액 (pH

6.8)에서 교반속도 100rpm인 항온교반기에서 8시간 동안 37.5℃에서

측정하였다. 방출실험은 총 3번 반복하였다.

방출 실험이 끝난 후 시간마다 취한 샘플의 흡광도를 UV/VIS를

이용하여 263nm에서 측정하였고 방출된 이부프로펜의 양을 정량화

하기 위해 이부프로펜/인공장액 standard curve를 이용하였고 누적

방출량 공식에 의해 방출량을 구하여 그 결과를 그림 13에 나타내

었다. 실험 결과, 이부프로펜은 2시간내에 50% 정도가 방출되는 경

향을 보였으며 7시간 후엔 더 이상 마이셀에서 약물이 방출되지 않

았다. 초기에 빠른 방출을 보이는 이유는 마이셀에 담지되지 않고

표면에 묻어있는 약물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되며 담지된 약물은

6시간 내에 모두 방출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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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e release profiles of ibuprofen from PEG-PLA

micelle at 37℃ in the pH 6.8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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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마이셀/하이드로겔의 방출거동

마이셀/하이드로겔 복합체는 위장관 환경을 모방하여 인공위액에

서 2시간 실험 후 바로 인공장액으로 용출액을 변경하여 6시간동안

실험을 진행하였다. 항온교반기에서 100rpm의 속도로 교반하였고

총 8시간 동안 37.5℃에서 측정하였다. 방출실험은 총 3번 반복하였

다.

마이셀과 동일하게 방출 실험이 끝난 후 시간마다 취한 샘플의 흡

광도를 UV/VIS를 이용하여 263nm에서 측정하였고 standard curve

를 이용하여 약물의 정량을 구하였다. 방출량 공식에 의해 누적방출

량을 구하여 결과를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pH 1.2에 시료를 침지한 1시간 후, 건조된 비드가 물을 함유하면

서 10% 미만의 약물이 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지네이

트의 pH 민감성 때문에 침지한지 2시간이 되었을 때도 비드의 팽윤

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이부프로펜의 방출이 지연됨을 알 수 있었

다. 2시간이 지난 후 pH 6.8로 옮겨 실험한 결과 비드가 팽윤되면서

이부프로펜이 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지네이트 함량이

2%이며 가교제의 농도가 0.1M, 0.2M로 다른 시료 3, 4는 방출량에

거의 차이가 없지만 알지네이트 함량이 2%이며 가교제의 농도가

0.1M인 시료 2와 시료 4를 비교하였을 때, 약물의 누적 방출량이

12%정도 차이가 남을 보였다. 알지네이트 농도가 다르고 가교제의

농도가 같은 시료 1과 시료 3, 시료 2와 시료 4도 비슷한 거동을 보

였다. 또한, 시료 4개 모두 다 8시간이 되어도 계속적인 방출을 보

임을 확인하였다.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비추어볼 때 알지네이트 농도와 가교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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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는 약물 방출 지연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알지네이트의 농도가 높으면 비드 내부 구조가 치밀하게

형성되므로 약물이 빠져나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가교제의

농도가 높으면 Ca2+와 알지네이트는 결합을 더 많이하기 때문에 공

극을 적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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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he release profiles of ibuprofen from micelle/alginate

hydrogel dry beads at 37℃ in the simulated gastrointestinal p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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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약물전달체로 널리 알려진 마이셀과 하이드로겔

을 혼합하여 장용성 제제가 필요한 약물인 이부프로펜을 경구투여

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생체 적합하다고 널리 알려진 폴리에틸렌글리콜과 폴리락타이드를

사용하여 이중블록 공중합체를 합성한 후 마이셀로 제조하였고, 소

수성 부분인 락타이드 저장고에 이부프로펜을 로딩하여 약물이 담

지된 마이셀을 제조하였다. 알지네이트 하이드로겔에 마이셀 용액을

혼합하여 최종적으로 복합체를 만들었으며 위장점막에 안좋은 영향

을 끼치는 이부프로펜을 위에서는 보호하고 장에서 방출 될 수 있

도록 도와주며 약물이 계속적으로 방출되는 복합체를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1. 개시제인 mPEG를 이용하여 lactide와 촉매를 사용하여 개환중

합을 통해 이중블록 공중합체로 합성하고자 하였다. 카보닐그룹이

나타남을 FT-I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H-NMR을 통

하여 에틸렌, 메틸렌, 메틸기 각각의 peak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

여 PEG-PLA 이중블록 공중합체가 잘 합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잘 합성된 고분자의 분자량은 약 16000의 Mn을 가지며, 1.11의 낮

은 분산도를 가졌다.

2. 합성된 고분자와 약물인 이부프로펜을 섞고 O/W emusion 방

법으로 약물이 함유된 마이셀을 제조하였다. 약물이 함유된 마이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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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크기는 40 nm정도로 약물이 담지되지 않은 마이셀보다 약

간 큰 크기를 가지며, TEM으로 관찰한 결과 동그란 형태의 입자가

관찰되었다. 마이셀이 형성되는 농도는 0.316μg/ml로 확인되었다.

3. 마이셀/하이드로겔 복합체는 동결건조 방법으로 제조하였으며,

알지네이트의 농도 및 가교제 농도에 따라 약간의 크기 차이를 보

임을 확인하였다. 비드를 충분히 sonication하여 약물을 추출한 후,

약물 고유의 양을 정량할 수 있었으며 시료에 따른 약물의 입도를

계산하였다.

4. 마이셀/하이드로겔 비드의 표면 구조 및 단면구조는 SEM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알지네이트 함량과 가교제의 함량이 가장

적은 시료는 가장 높은 시료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dense하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면구조는, 알지네이트의 함량과 가교제의

함량이 높은 시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시료보다 공극이 적은 구조

를 보였다. 이는 팽윤도와 연관시킬 수 있다. 알지네이트 농도가 높

고 가교제의 농도가 높으면 겔의 가교밀도가 높아져 팽윤이 덜 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알지네이트와 가교제는 비

드의 밀도에 영향을 준 것이라 여겨진다.

5. 마이셀의 방출실험 결과, 2시간만에 50%의 약물이 방출됨을 확

인하였고 이는 마이셀 표면에 묻어있던 약물이 방출된 것으로 여겨

진다. 초기의 빠른 방출을 막기 위해서 마이셀/하이드로겔 복합체를

이용하여 방출실험을 진행하였다. 마이셀/하이드로겔 복합체는 위의

환경에선 수분흡수로 인한 팽윤만 일어났으나 장의 환경에서 알지

네이트 pH 민감성에 의한 팽윤이 일어났다. 약물의 방출은 시료 모

두 다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알지네이트 함량과 가

교제의 함량이 높은 시료는 그렇지 않은 시료보다 10% 더 많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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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방출량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마이셀/알지네이트 복합체는 마이셀보다 약물방출이

지연되는 효과를 보였으며 장의 환경에서 계속적인 방출을 하므로

경구투여 전달체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알지네이트

의 농도와 가교제의 농도를 조절한다면 약물방출속도를 어느정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팽윤도와 약물 방출거동이 비슷한

경향은 있으나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팽윤은 비

드의 구조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약물방출 거동은 약물

이 마이셀에서 방출되어 확산되는 속도, 알지네이트의 erosion 과정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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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G-PLA micelles/Alginate Hydrogel

Combination Systems

for Oral Drug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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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lles/alginate hydrogel combination systems were formed

from PEG-PLA micelles containing ibuprofen and mixed these

with alginate hydrogel solution.

The PEG-PLA micelle was synthesized by ring opening

polymerization and investigated by FT-IR, 1H-NMR, and GPC.

The PEG-PLA blank micelles and ibuprofen-loaded PEG-PLA

micelles were obtained by an oil/water (o/w) emulsion method.

However, polymer micelles may release content drug too rapidly

in initial time. In order to overcome the burst release of drug,

the combination of matrices would be a more promising system.

So, micelles/alginate hydrogel beads are prepared by extr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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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a needle into a calcium chloride (CaCl2) solution. The

morphology and swelling property of the beads were also

investigated. The release property of ibuprofen from micelles and

micelle/alginate hydrogel dry beads were measured at the USP

simulated gastric fluid (SGF) pH 1.2 (without enzymes) and the

USP simulated intestinal fluid (SIF) pH 6.8 (without enzym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release of ibuprofen micelle/alginate

hydrogel dry beads in the buffer of SGF pH 1.2 was less 10%

respectively, later it increase at in the buffer of SIF pH 6.8 about

50%. The release behavior was reliance on the concentrations of

alginate and calcium chloride (CaCl2) due to the different

densities. The results clearly demonstrated that the

micelles/alginate hydrogel dry beads are potential system for oral

drug delivery.

Keywords : Polyethylene glycol, Polylactide, Micelle, Alginate

hydrogel, Oral drug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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