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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능동형 플런저가 탑재된 임플란트 매개

약물전달장치에서 덱사메타존의 방출 패턴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 박 영 석)

양성태

치의과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수질골의 혈류를 이용하여 약물을 전달하는 개념에서 출발한

임플란트 매개 약물전달장치(implant-mediated drug delivery system,

IMDDS)는 전신질환자의 지속적 약물투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매개 약물전달장치에 고흡수성 수지 재

질로 이루어진 능동형 플런저를 탑재함으로써, 약물 전달의 속도 조절 가

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연구방법: 총 18 마리의 토끼의 경골에 임플란트 매개 약물전달장치를 식

립하고 3개월의 치유기간을 가졌다. 투여된 약물에는 지용성인 덱사메타

존이 사용되었으며, 시험군에는 능동형 플런저로 sodium polyacrylate가

추가로 탑재되었고, 대조군에는 약물만 탑재되었다. 능동형 플런저는 체내

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크게 팽창하면서 약물을 밀어내도록 설계되었다.

총 2주간 토끼의 정맥에서 채취된 정맥에서부터 약물 농도를 검출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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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패턴을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 지속적인 약물 방출이 관찰되었으나, 시

험군에서 초기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높은 방출량을 보였으며, 이러

한 패턴은 최종 측정 시기인 2주차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양상을 보였

다.

결론: 고흡수성 수지를 이용한 능동형 플런저의 탑재는 약물의 방출 속

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응용한다면, 임플란트

매개 약물전달장치에서 약물 방출 양상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 약물전달, 임플란트 매개 약물전달장치, 고흡수성 수지, 능

동형플런저, 덱사메타존

학번 : 2013-3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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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플란트 매개 약물전달장치(Implant-mediated drug delivery

system, IMDDS)는 2014년 처음 소개되었으며,1 치과용 임플란트의 활용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 장치는 기존의 치과용 티타늄 임

플란트를 변형한 것으로 내강이 비어있는 나사(hollow screw) 형태를 띠고

있으며, 비어 있는 내강에 약물 혹은 약물카트리지를 탑재하고 장치의 고

정체의 벽과 첨단에 뚫려 있는 다수의 약물전달공을 통하여 탑재된 약물이

수질골의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전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2,3

이 장치는 근본적으로 전신질환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지만 국소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장치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장기간 지속적

인 약물 방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를 통해 이미 검증되었다. 또

한 경구용 약물투여와는 달리 골내 혈류를 통하여 약물이 전달되므로 초회

통과효과(first pass effect)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양의 약물로 효

과적인 전달이 가능하고 전달 속도 역시 정맥 내 주사와 같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단 한차례 식립 후에는 통증을 수반하는 주사 바늘

의 자입을 매번 하지 않아도 언제든 필요할 때에 반복적으로 약물을 투여

할 수 있는 약물투여경로를 평상시에도 확보해 둔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

다.4

이전의 토끼 경골 모델 연구를 통해서 수 종의 전신질환용 약물의 임

플란트 매개 약물전달장치를 통한 약물전달의 효능이 입증되었다.2,5 또한

비글견의 하악에 식립된 임플란트 매개 약물전달장치를 통한 약물전달 역

시 가능성이 입증되었다.4 그러나, 이 장치가 임상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는 향후 추가 실험 연구가이 더 필요하다. 특별히 이 장치를 통한 약물전

달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개량되어야 할 점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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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타입 장치에는 약물전달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프로토타입 장치의 약물 전달 방식은 약물과

주변혈류 간의 접촉에 의한 단순한 확산이며, 탑재된 약물의 물리화학적

성상에 의해서 방출패턴이 결정된다.5,6

임플란트 매개 약물전달 장치를 통한 약물 방출을 원하는 대로 조절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었다.5 예컨대, 약물 카트리지의 조작을 통해

서 약물의 골수강 내 혈류에 방출되는 속도나 양태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

하며, 약물 자체에 대한 조작이나 약물의 캐리어에 대한 조작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임플란트 매개 약물전달장치에 특정한 능동형 콤포넌트를 삽입하

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논의될 수 있다.2 일반 주사기에서와 같이 플런

저가 이 시스템에 탑재될 수 있다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적절한 양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나 자극에 자발적으

로 반응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고흡

수성 수지는 매우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물질로 능동형 플런저로서 응용할

수 있다.7,8 고흡수성 수지는 원래 토양의 수분을 보존하기 위한 농업적인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여러 차례 기술적인 개선을 통해서 현재는 여성의

위생용품이나 기저귀 등 우리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9 고흡수성 수

지의 개발 전에는 주로 셀루로우즈나 섬유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이들은

중량의 20배 정도 흡수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흡수성 수지로서 폴

리일렉트로라이틱 젤은 중량의 수 백배에 이르는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종의 스마트 소재로 취급받는다.10

본 연구에서는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하는 고흡수성 수지의 성질을 적

절하게 이용하여 팽창한 수지가 임플란트 매개 약물전달 장치의 내강에서

약물을 강제로 방출시킬 수 있는지를 시험하였다. 본 실험의 목적은 토끼

의 경골모델에서 덱사메타존을 투여 약물로 하여 능동형 플런저로서의 고

흡수성 수지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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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방법

총 18마리의 10주령, 체중 범위 2.5 ∼ 3.5 Kg, 수컷 토끼(New

Zealand white rabbit)를 실험동물로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실험동물의 선

정, 관리, 수술 기법 등은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의 규정을 준수하였다. 실험 전 동물들은 7일 전에 반입되어 충분한

순응기간을 거쳤으며, 각 동물들은 개별 케이지에서 사육되었고, 표준 토끼

사료와 물이 자유로이 공급되었다.

임플란트 매개 약물전달장치는 Grade IV 순수 티타늄을 재질을 절삭

하여 제조되었다. 이 장치의 외경은 4.1 mm이며 길이는 8.0 mm이고, 일반

치과용 임플란트와 같이 나사형(screw type)으로 설계되었으며, 측벽과 첨

단에 다수의 약물전달공이 있고, 고정체의 내부에 내강이 존재하여 약물

혹은 약물카트리지를 삽입할 수 있도록 제조되었다.1 커버스크류는 대조군

에서는 일반적인 치과용 임플란트와 동일하고, 시험군의 경우 스크류 체결

을 위한 드라이버 삽입구가 관통되어 있어 수분이 상부에서부터도 진입가

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1).

능동형 플런저 구성요소로는 고흡수성 수지인 직경 2 mm의 sodium

polyacrylate 볼이 사용되었다. 능동형 플런저 구성요소의 탑재로 약물을

밀어낼 수 있을 지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예비 시험실 실험이 실시되었

다.11 쾌속조형기 (Projet HD 3000, 3D systems, Rock Hill, SC, USA)과

임플란트 매개 약물전달장치을 설계한 STL 파일을 이용하여 실제 장치와

동일한 투명한 acrylic photopolymer (Visijet EX200 Plastic, 3D Systems)

재질의 mock IMDDS 장치(mock appliance)을 제작하였다. 사용된 쾌속조

형기의 정확도는 ± 0.001 ∼ 0.002 인치 (0.025 ∼ 0.05 mm)이다. 예비 실

험에서는 mock drug으로 poly vinyl siloxane재질의 퍼티 인상재(Vonflex

S Putty, Vericom, Co., Ltd., Chuncheon, Korea)가 사용되었고, m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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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이 장치에 삽입된 후 살짝 잠길 정도의 증류수가 담긴 페트리디쉬에

장치를 뒤집어 세워두고는 정해진 타임스케쥴에 따라 관찰하였다 (그림 2).

임플란트 매개 약물전달장치의 식립은 동물실험실에서 무균적으로 시

행되었으며, 10 mg/Kg 단위의 졸라제팜과 0.15 mL/Kg 단위의 xylazine

hydrochloride를 사용한 정맥마취가 이루어졌다. 마취 유도후 뒷다리의 털

이 제모되었고, 국소마취로서 1:100,000 에피네프린이 포함된 2% 리도케인

이 부가적으로 수술부위에 주사되었다. 수술 부위는 3 cm 긴 절개를 통해

서 피부, 골막의 순서로 박리되었으며 경골의 근위단 측면 평평한 부분을

찾아 식립하였다. 단계적으로 순서에 의해 드릴의 사이즈를 증가시키며 충

분한 주수하에서 골삭제가 이루어지고 IMDDS가 식립되고, 고정되었으며,

일차적으로 상부의 홀이 막혀있는 일반적인 커버스크류가 체결되었다. 수

술 부위는 층별로 봉합되었으며, 수술후 비마약성 진통소염제 및 광범위

항생제가 감염관리를 위해 동물에게 투여되었다.

치유기간으로 3개월간의 충분한 시간이 부여된 후 2차 수술의 형태로

절개하고 IMDDS 장치의 상부가 최소절개를 통해 노출되었다. 모든 동물

에게 덱사메타존 파우더 (D1756-1G,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10mg이 IMDDS 장치의 내강에 주입되었다. 시험군의 토끼 (n=9)

에게는 부가적으로 고흡수성 수지 볼이 내강에 덱사메타존 파우더 위층에 

삽입되었고, 부가적으로 2 cm3의 식염수를 떨어뜨려 수분과 바로 접촉되도

록 하였다. 시험군과 대조군에 준비된 각각의 커버스크류를 체결한 후 봉

합하였다. 

실험동물의 귀에 위치한 marginal vein으로 부터 대략 3 mL의 혈액

을 계획된 시간에 연속적으로 채취하였으며, 이 혈액으로부터 약물농도를

검출하였다. 약물투여 직후, 1, 2, 4, 6, 8, 12, 24시간 후, 이후에는 2주까지

하루 1회씩 혈액을 채취하였다. 채취된 혈액은 헤파린 튜브에 보관되어

1.5mL 씩 2개로 나누어 원심분리(3000 rpm, 10분, 4 °C)를 통해 혈장으로

분리하였다. 각 시간별로 덱사메타존의 혈장농도를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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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피 및 질량분광기(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tandem

mass spectroscopy; LC-MS/MS System, AB SCIEX, Framingham, M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개별 동물에서 반복적인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혼합효과모형 분

석(mixed-effect model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R package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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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고흡수성 수지의 능동형 플런저로서의 가능성을 본 예비 시험에서 증

류수 조건에서는 125.3배의 팽창률을 보였고, 0.9% 식염수에서는 41.5배의

팽창률을 보였다. 거꾸로 세워놓은 mock IMDDS로 부터 약물 대신 사용

한 퍼티 인상재가 40분의 수분 접촉 후 약물전달공을 통해 바깥으로 밀려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동물실험 후 약물의 농도측정 기간 동안 특별한 이상이나 염증발생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치유과정을 거쳤다. 총 18마리의 토끼에

서 혈장 약물 농도가 측정되었으며, 약물농도에 있어 개체간 상당한 편차

를 보였다. 두 그룹 모두 1시간째 측정 때부터 약물이 검출되었으며, 2주간

의 기간 중 지속적으로 약물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약물 방출의 패턴은 상

당히 달랐으며, 시험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많은 양의 약물

이 처음부터 끝까지 방출되었다. 두 그룹 모두에서 혈장최대 농도는 8시간

경과후로 관찰되었으며, 1일차부터 5일차까지 방출량은 시험군에서 대조군

에 비해 적어도 5 배 이상 높았다. 특기할만한 약물 방출 패턴으로서으로

서 대조군의 경우 초반 피크에 달한 이후 이틀째까지 지속적인 감소양상을

보이다가 이틀 이후 다시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시험군에서는

전반적으로 측정 기간 마지막까지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측정기간 전체를 통해 시험군의 혈장 약물농

도가 대조군보다는 높았다.

측정기간 2 주 동안의 혈장약물농도 그래프 아래의 면적(Area Under

Curve)는 시험군의 경우 5.98 mg/mL·h 였고, 대조군의 경우에는 1.87

mg/mL·h 였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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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이 연구에서는 고흡수성 수지가 수분과 접촉하였을 때 대량 팽창하는

특성을 활용하여 임플란트 매개 약물전달장치 내에서 약물을 밀어내는 능

동형 플런저의 역할을 시험해 본 것이다. 능동형 플런저는 최초의 수분 접

촉을 통해 팽창을 시작하지만, 추측하건대 생체 내 매식 상태에서 주변 수

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계속 팽창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시험

군에서 측정된 혈장 약물 농도가 높은 것은 상부에 탑재되어 있는 능동형

플런저가 팽창하면서 약물전달공을 통해 약물을 수질골의 혈류로 강력히

밀어내는 힘이 발생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에서 덱사메타존을

시험 약물로 사용한 이유는 이전 실험에서 이 약물이 가지는 극도로 낮은

수용성으로 인하여 단순한 혈류의 접촉만으로는 약물이 혈류로 잘 녹아들

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 달이 넘는 지속적이 방출 패턴을 보이는 반면 혈중

농도가 크게 오르지 않는 면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12,13

일반적으로 증류수에서 고흡수성 수지는 중량의 500배에 달하는 수분

을 흡수할 수 있고, 이는 부피로 환산하였을 때, 30배에서 60배에 해당한

다. 그러나 0.9% 식염수에서는 이러한 흡수성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알

려져 있다.14 고흡수성 수지의 팽창 효율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

으로 사료된다. 기본적으로 팽창한 젤의 물리적인 강도와 임플란트 매개

약물전달장치가 식립되어 있는 주변 환경, 다시 말해 수질골의 성상에 크

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서 물이담긴 페트리디쉬에

거꾸로 세워놓은 mock IMDDS에서 밀려 나온 퍼티 인상재는 페트리디쉬

의 수분이 고갈되자 더 이상 밀려나오지 않았다. 퍼티 인상재를 mock

drug으로 선정한 이유는 일정 이상의 점도를 가지고 있어 가만히 두었을

때 흘러나오지 않고 일정 이상의 팽창력이 가해져야 밀려 나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동물실험에서 시험군의 커버스크류에는 일부러 구멍을 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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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DS 상부에서부터도 지속적인 수분을 공급받도록 하였다. 이는 초기

상부구조에서 수분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꼭 필요할지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약물이 어느정도 방출되고 나서는

IMDDS 주변 수질골의 혈류가 장치의 내강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때 부터는 오히려 수분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약물전달시스템이(drug delivery system)이라고 하면 약

제의 formulation부터 장치(device)까지 폭넓은 의미로 사용된다.15,16 이 시

스템은 약물 전달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특정약물의 약동학과 약력

학적 조절을 통해서 약물의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17 본

실험에서 사용된 IMDDS의 경우 사실상 장치에 가깝기 때문에 약물전달장

치 (drug delivery device)로 불릴 수 있으나, 장치가 고정체, 커버스크류,

약물전달공, 약물카트리지 및 능동형 플런저는 물론 앞으로 탑재될 수 있

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전통적인 플런저는 주사기에서 액체성상의 약물을 주입할 때 악력으

로 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플런저의 디자인은 약물 주입의 효

능에 영향을 주며, 다양한 약물전달장치에 그 변형을 볼 수 있다.18-21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흡수성 수지는 플런저로서는 매우 특이한 형태이며, 수

분 접촉이라는 조건에 의해 반응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스마트 소재”로도

볼수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도입한 IMDDS는 약물 주입을 위해 바

늘의 자입이 따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특정 약물의 물리화학적 성상은 IMDDS의 프로토타입 형태에서는 약

물전달패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6 이전 실험에서

덱사메타존과 메트포르민이 상호 비교되었는데 두 약물의 수용성은 극단적

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두 경우 모두에서 지속적인 방출은 관찰되었지만

그 기간은 매우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하여 매트포르민이나 필로카르핀5과

같은 높은 수용성을 보이는 약물의 경우에는 초기에 대량 방출된 약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방 고갈하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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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약물을 천철히 방출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

유로 선행연구에서 젤라틴 하이드로젤 등이 사용되었다. 반면 지용성 약물

의 경우는 효능에 필요한 최소 혈장농도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야할 필요

성이 있으며, 덱사메타존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IMDDS룰 통하여 약물을 공급하는 새로운 방식이 임상적으로 사용되

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것은 약물 방출량의 정확한 조절이다. 현재로서

단순한 장기 지속 방출에 대한 가능성은 이미 입증되었으므로, 필요한 만

큰의 약물 조절이 후속으로 연구될 사안이다. 덧붙여 식립위치나 개체별

차이에 따른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비글견의 하악

에서 약물전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약물전달의 양상은 경골

에서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사람에게 적용될 때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4 또한 능동적 플런저의 경우도 현실적인 임상 적용

에 있어서는 약물방출 후 고흡수성 수지의 제거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흡수성 수지가 IMDDS의 한 구성요소로서 능도

적 플런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슐린 펌프와

같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양의 약이 안전하게 투여되는 것이 이 장치의

최종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치가 구내에 장착이 된다면 수십년 간의

치과용 임플란트의 경험에서 축적된 관리 프로토콜을 통해 원활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2-25 이 장치의 최적화와 임상

적용을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전신질환의 관리에 이바지

하기를 기대한다.



- 14 -

참고문헌

1. Park YS, Cho JY, Lee SJ, Hwang CI. Modified titanium implant as a 

gateway to the human body: the implant mediated drug delivery 

system. Biomed Res Int. 2014;2014:801358.

2. Park YS, Lee SJ, Hwang CI. New application of endosseous implants 

— implant mediated drug delivery system (IMDDS). J Korean Dent 

Assoc. 2014;52:550–7.

3. Park YS. Novel route of insulin delivery using an implant-mediated 

drug delivery system. Drug Deliv Transl Res. 2017;7:286–91.

4. Park JH, Cha HS, Kim HK, Park YS. Dexamethasone delivery by an 

implant-mediated drug delivery system in the canine mandible. J 

Periodontol. 2016:1–9.

5. Cha S, Kim HK, Kho HS, Park YS. The sustained effects on tear 

volume of pilocarpine hydrochloride in gelatin by hydrogel 

administeredby an implant-mediated drug delivery system. Curr Drug 

Deliv. 2017;14:581–6.

6. Kim HK, Park YS. Plasma concentration of metformin and  

dexamethasone after administration through Osseogate. Drug Deliv. 

2017;24:437–42.

7. Kabiri K, Omidian H, Hashemi SA, Zohuriaan-Mehr MJ. Synthesis of 

fast-swelling superabsorbent hydrogels: effect of crosslinker type and 

concentration on porosity and absorption rate. Eur Polym J. 

2003;39:1341–8.

8. Ono T, Sugimoto T, Shinkai S, Sada K. Lipophilic polyelectrolyte gels 

as super-absorbent polymers for nonpolar organic solvents. Nat Mater. 

2007;6:429–33.

9. Omidian H, Rocca JG, Park K. Advances in superporous hydrogels. J 

Control Release. 2005;102:3–12.

10. Ullah F, Othman MB, Javed F, Ahmad Z, Md Akil H. Classification, 

processing and application of hydrogels: a review. Mater Sci Eng C 

Mater Biol Appl. 2015;57:414–33.



- 15 -

11. Elyashevich GK, Bel’nikevich NG,Vesnebolotskaya SA. Swelling 

contraction of sodium polyacrylate hydrogels in media with various pH 

values. Polym Sci Ser A. 2009;51:550–3.

12. El Kechai N, Mamelle E, Nguyen Y, Huang N, Nicolas V, Chaminade 

P, et al. Hyaluronic acid liposomal gel sustains delivery of a corticoid 

to the inner ear. J Control Release. 2016;226:248–57.

13. Kalam MA.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hyaluronic acid coated 

chitosan nanoparticles in ocular delivery of dexamethasone. Int J Biol 

Macromol. 2016;89:559–68.

14. Horne WJ, Andrews MA, Terrill KL, Hayward SS, Marshall J, 

Belmore KA, et al. Poly(ionic liquid) superabsorbent for polar organic 

solvents. ACS Appl Mater Interfaces. 2015;7:8979–83.

15. Gupta S, Jain A, Chakraborty M, Sahni JK, Ali J, Dang S. Oral 

delivery of therapeutic proteins and peptides: a review on recent 

developments. Drug Deliv. 2013;20:237–46.

16. Jain KK. Drug delivery system. Second edition. Humana Press; 

2008.

17. Weiss M, Fischer J, Neff T, Baenziger O. The effects of syringe 

plunger design on drug delivery during vertical displacement of syringe 

pumps. Anaesthesia. 2000;55:1094–8.

18. Borot S, Franc S, Cristante J, Penfornis A, Benhamou PY, Guerci B, 

et al. Accuracy of a new patch pump based on a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MEMS) compared to other 

commercially available insulin pumps: results of the first in vitro and 

in vivo studies. J Diabet Sci Technol. 2014;8:1133–41.

19. King BR, Goss PW, Paterson MA, Crock PA, Anderson DG. Changes 

in altitude cause unintended insulin delivery from insulin pumps: 

mechanisms and implications. Diabetes Care. 2011;34:1932–3.

20. Waldner C, Friedl HE, Dunnhaupt S, Kollner S, Leonaviciute G, 

Bernkop-Schnurch A. Development of a dosage form for accelerated 

release. Int J Pharm. 2014;471:189–96.

21. Xie X, Yang Y, Yang Y, Li Z, Zhang H, Chi Q, et al. The 



- 16 -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subcutaneous infusion delivery system 

based on osmotic pump control and gas drive. Drug Deliv. 2015:1–12.

22. Elman NM. The next generation of drug delivery system and 

diagnostics based on micro-electro-mechanical-system (MEMS) and 

nanotechnology. Curr Pharm Biotechnol. 2010;11:318–9.

23. Wang J, Hong B, Kai J, Han J, Zou Z, Ahn CH, et al. Mini sensing 

chip for point-of-care acute myocardial infarction diagnosis utilizing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and nano-technology. Adv Exp Med 

Biol. 2009;645:101–7.

24. Gandhi BR, Mundada AS, Gandhi PP. Chronopharmaceutics: as a 

clinically relevant drug delivery system. Drug Deliv. 2011;18, 18(1) 

25. Yoo JW, Doshi N, Mitragotri S. Adaptive micro and 

nanoparticles:temporal control over carrier properties to facilitate drug 

delivery. Adv Drug Deliv Rev. 2011;63:1247–56.



- 17 -

그림 1. 임플란트 매개 약물전달장치(a), 대조군에서의 임플란트 매개 약물

전달장치에 약물이 주입된 모식도(b), 시험군에서의 임플란트 매개 약물전달

장치에 약물과 고흡수성 수지로 이루어진 능동형 플런저가 삽입된 모식도(c)

시험군에서 수분의 접촉에 의해서 능동형 플런저가 팽창하고 이로 인해 주

입된 약물이 수질골의 혈류로 밀려나가는 모습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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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예비 시험에서 고흡수성 수지가 쾌속조형기로 만든 mock IMDDS

에서 팽창해서 mock drug인 퍼티 인상재를 밀어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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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험군과 대조군의 혈액에서 검출된 덱사메타존의 혈장농도 2주간

변화



- 20 -

Abstract

Release pattern of dexamethasone after 

administration through an implant-mediated 

drug delivery device with an active plunger 

of super absorbent polymer

Sung-Tae Yang

Department of Oral Anatom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Seok Park, D.D.S., M.S.D., Ph.D.)

1. Objectives: The implant-mediated drug delivery system (IMDDS) is a

novel, innovative device that allows drug delivery through bone marro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n active

plunger component made of super absorbent polymer (SAP) on the

plasma concentration of dexamethasone released from the IMDDS.

2. Methods: The IMDDSs were installed in a total of 18 rabbits. After

complete healing, dexamethasone was loaded with the SAP active plunger

and with water to cause expansion in the test group (n = 9), while only

the drug was loaded in the control group, as per the original protocol (n

= 9). The release patterns of each group were monitored for 2 weeks by

measuring the plasma concentration of the drug.

3. Results: Both groups showed sustained release of drug. Howev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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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groups showed more rapid increase in plasma concentration and

higher area under the curve (AUC) throughout the observation period.

4. Conclusions: The incorporation of a SAP active plunger component in

the IMDDS resulted in an increase in initial release of drug and higher

bioavailability within the observation period of 2 weeks after

dexamethasone administr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 drug delivery, implant-mediated drug delivery

system, super-absorbent polymer, active plunger, dexametha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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