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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초    록 
 

의료분야에서 수많은 약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경구 투여 및 

정맥주사와 같은 방법으로는 목표세포에만 약물을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목표세포에서의 약물유효치료농도 유지를 위해 약물을 과투여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정상세포에의 부작용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목표세포에의 효과적인 약물전달이 가능한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DDS)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약물전달시스템은 약물의 분비율을 유효치료농도 범위 내에서 정확히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위치 선택적 약물 전달이 가능해야 한다. 

생체 적합한 생분해성 고분자는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분해되어, 인체 내에 삽입된 후에도 제거하기 위한 추가수술이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체내 삽입 형 수술기구(suture), 스캐폴드 

(scaffold) 및 약물전달시스템 등의 의료용 재료 물질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생분해성 고분자는 제한적인 공정 방법으로 인해, 임의의 

형태 및 크기로 미세 가공(micromachining) 하기 어렵다. 원형 등의 

단순한 형태로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은 생분해에 따른 단순한 약물 

방출 외에 특별한 기능을 가지기 쉽지 않다. 또한 치료 대상 주변에서 

적절한 약물 농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약물전달시스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널리 활용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X-선 리소그래피를 사용하여 적층된 생분해성 

고분자를 다양한 모양 및 크기로 미세 가공 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많은 생분해성 고분자들 중에서, 폴리에스테르 

(polyester) 고분자 계열로 가격이 비교적 싸고, 내부의 비중 차이로 

생분해 속도 조절이 가능한 생분해성 고분자로 알려진 폴리카프로락톤 

(poly(ε-caprolactone); PCL) 및 폴리락타이드-코-글리콜라이드 

(poly (lactide-co-glycolide); PLGA) 고분자를 선택하였다. X-선이 

쬐어진 폴리에스테르 계열의 생분해성 고분자는 에스테르 결합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수산화칼륨과 같은 알칼리용액에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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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분해된다. 생분해성 고분자가 가수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마이크로구조체가 되며, 다면체, 원통 등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크기는 

수 μm~mm 를 가지도록 마스크를 설계하여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마이크로구조체가 될 영역에 추가적인 X-선 노광량 조절을 통해 서로 

다른 표면에너지를 가지는 마이크로구조체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작된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마이크로구조체는 약물 

분비율을 조절하여 약물의 치료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약물이 장전된 적층 구조의 마이크로구조체를 제작하여 

약물전달시스템으로의 응용 방안을 추가로 평가하였다. 

먼저, 다종 약물이 장전된 약물전달시스템 제작을 위해 스크린 

프린팅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하였다. 액상의 약물은 X-선에 노광되면 

변성되는 문제가 있어 고상의 약물이 장전되며, 스크린프린팅 방법 및 

적층 공정을 이용하면 다양한 고상의 약물을 순차적으로 적층하면서 

약물전달시스템 제작이 가능하다. 분자표적치료항암제 lapatinib와 

세포독성항암제 5-fluorouracil(5-FU)를 선정하여, 2종의 약물이 따로 

또는 동시 장전된 3층 및 5층 구조의 약물전달시스템을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약물전달시스템의 약물 분비율을 우선 모델링하여 

분비율을 예측하고, in vitro 및 in vivo 환경에서의 약물분비율 및 약물 

효능을 검증하였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세포 생존율 측정(3-(4,5-

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assay)을 사용하여, 1~6 일까지의 약물의 분비율을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장전된 lapatinib 항암제의 반수최대억제농도 

(half-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IC50) 값이 약간 감소하지만, 

NCI-N87 세포에 항암제가 여전히 반응하는 성질을 보였다. 또한, 

마이크로구조체 내 장전된 lapatinib 및 5-FU 약물은 6일까지 

일정하게 분비되며, 마이크로구조체의 크기 및 개수가 증가할수록 

세포성장을 억제하는 능력이 더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약물 분비율 및 

세포성장 억제율에 대해 수학적 모델링을 진행하고, 제작된 적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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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전달시스템은 70일동안 약물분비가 제어됨을 예측하였다. In vivo 

쥐 실험을 통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은 

실제로 70일의 장시간 동안 암세포의 성장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X-선 리소그래피는 생분해성 고분자뿐만 

아니라, 폴리에스테르 계열의 다른 고분자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안된 약물전달시스템은 체내 투여 시, 환부 

근처에서의 약물분비를 약물유효농도 내로 제어할 수 있어 약물의 과 

투여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약물에 의한 치료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약물전달시스템, 생분해성 고분자, X-선 리소그래피, 미세 가공, 
적층, 마이크로구조체 
학   번 : 201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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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제１절 연구 배경 
 

 의료분야에서 수많은 약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경구 투여 및 정

맥주사와 같은 방법으로는 목표세포에만 약물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 특정 약물의 경우 체내에서의 낮은 용해도 및 환자에의 낮은 순

응도 문제로, 약물의 치료 효과 및 생체 이용률이 낮아 사용하기 어렵다

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1-3]. 또한, 목표세포에서의 약물유효치료농

도 유지를 위해 약물을 과 투여하게 되고, 그에 따른 정상세포에의 부작

용이 존재한다. 그림 1-1은 약물의 투여방법 별 시간에 따른 약물의 농

도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 [4, 5]. 경구 투여의 경우, 순환계를 통해 약물

이 24시간 내에 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내 약물의 농도는 최소유

효농도(minimum effective concentration; MEC) 및 최대 내용량 

(maximum tolerance concentration; MTC) 사이에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렵다. 정맥주사의 경우, 목표세포 근처에 약물의 주입이 가능하므로 

주입 초기에는 약물의 농도가 최대 내용량을 초과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여, 최소유효농도 아래로 떨어지며 오랫동안 약물유

효농도 범위 내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１-1 약물의 투여 방법 별 시간에 따른 약물의 농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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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DDS)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약

물전달시스템이란 기존 의약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능 및 효과를 

극대화시켜 필요한 양의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

형을 말한다. 약물전달시스템은 약물의 분비율을 유효치료농도 범위 내

에서 정확히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위치 선택적 약물 전달이 가능해야 

한다 [6, 7]. 그림 1-1 에는 약물전달시스템에 요구되는 이상적인 약물

분비율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 즉, 약물유효농도 내로 약물의 분비를 유

지하면서, 장시간 약물을 분비하는 것이 약물전달시스템의 하나의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약물전달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위치선택적 약물

전달이다. 약물의 유효농도 내로 약물분비를 조절하여 정상세포에의 부

작용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외에도, 목표하는 세포에만 약물을 국소 전달

하여 정상세포에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표적지향(targeting) 

약물전달이라고 말하며, 특히 암 치료를 위한 표적지향 약물전달시스템 

연구가 각광받고 있다. 이는 세포독성항암제가 건강한 조직까지 사멸시

킨다는 큰 부작용과 전이(metastasis) 라는 암세포의 특성을 한번에 해

결하기에 표적지향 약물전달시스템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약물전달시스템은 주로 약물을 전달체(carrier) 물질로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약물전달시스템 제작에 사용되는 전달체 종류는 다양

하며, 그 중에서 덴드리머(dendrimer), 리포좀(liposome) 및 생분해성 

고분자(biodegradable polymer) 등이 대표적인 재료 물질이다 [8-10]. 

덴드리머는 그림 1-2 와 같이 분자의 사슬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중심

에서 바깥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3차원으로 퍼진 형태의 분자구조를 가

지고 있다 [11]. 크기조절이 자유롭고, 약물의 체내 용해도 증가가 간편

하며, 표면 작용기의 다양한 가변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고분자들에 비해 합성이 어려우며, 가격이 아주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6, 8]. 리포좀은 마이셀(micelle) 의 한 종류이며, 그림 1-3 과 

같이 소수성과 친수성으로 구성된 분자들이 수용액 내에서 서로 뭉쳐서 

생성된 콜로이드 입자이다 [11]. 대개 생체막을 모방한 지방질의 2분자

막으로 된 소포 층으로, 뛰어난 생체적합성 및 생분해성을 가져 약물을 

장전하는 의료용 마이크로 캡슐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12]. 하지

만, 리포좀 내 약물 저장의 불안정성, 장전된 약물의 급격한 방출 및 복

잡합 공정 과정으로 인해 약물전달시스템 용도로는 주로 사용되고 있지

는 않다 [13]. 상기에서 언급한 전달체 물질들과는 달리 생분해성, 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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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고분자 물질은 합성이 간단하고, 비교적 저렴하며, 생체 내에서 효

소 및 세포와의 작용으로 인해 화학적으로 안전하게 분해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체내 삽입 형 의료용 물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4, 15]. 

생분해성 고분자는 크게 천연고분자와 합성 생분해성 고분자로 분류가 

가능하다. 천연고분자에는 그림 1-4 와 같이 키토산(chitosan) 및 젤라

틴(gelatin) 과 같은 물질이 대표적으로, 형성이 간단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내부에 장전된 물질의 분비조절이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생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서 장시간 약물을 분비하기 어렵고 미세 

가공에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합성 고분자는 천연고

분자와는 달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고분자 내 비중에 따라서 생분해 

속도의 조절이 가능하여, 약물전달시스템의 전달체 물질로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다 [16]. 합성 생분해성 고분자에는 그림 1-5 와 같이 에스

테르(ester) 결합을 가지는 폴리글리콜라이드(polyglycolide; PGA), 폴

리락타이드(polylactide; PLA), 폴리락타이드-코-글리콜라이드(poly 

(lactide-co-glycolide); PLGA) 및 폴리카프로락톤(poly(ε-

caprolactone); PCL) 고분자가 있으며, 이러한 고분자 물질의 화학적 

결합을 이용한 혼합물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17-20]. 

생분해성 고분자 중, PCL 및 PLGA 고분자는 장시간 체내 삽입 

형 장치인 임시 보철기구(temporary prostheses) 및 스캐폴드

(scaffold) 에 자주 사용된다 [16, 18]. PCL 고분자는 생분해 되는데 

2-3년이 소요되며, 체내에서 생분해되면 아주 높은 생체적합성을 가지

는 단량체(monomer) 가 된다. 따라서, PLGA 고분자에 비해 PCL 고분

자는 생분해속도가 느리지만 아주 높은 생체적합성을 가져 독성이 낮고, 

값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PLGA 고분자는 체내에서 

생분해되어 PLA 와 PGA 고분자로 나뉘는데, 이 2개의 비중에 따라 

PLGA 고분자의 생분해속도가 결정된다. PLGA (85:15) 고분자는 85%

의 PLA 고분자와 15%의 PGA 고분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체내에서 완

전히 생분해 되는데 5-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LGA 

(75:25) 고분자 및 PLGA (50:50) 고분자는 각각 4-5개월 및 1-2개

월이 소요되며, 이처럼 생분해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8]. 이처럼 높은 생체적합성과, 천연 고분자에 비해 느린 

생분해속도를 가지고 있어, PCL 및 PLGA 고분자는 약물전달시스템 외

에 장시간 체내에 삽입하는 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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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１-2 덴드리머 구조 개념도 

 

 
그림 １-3 리포좀 구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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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키토산 

 

 
(b) 젤라틴 

그림 １-4 천연고분자 키토산 및 젤라틴의 화학구조식 
 

 
(a) 폴리글리콜라이드                   (b) 폴리락타이드 
 

 
(c) 폴리락타이드-코-글리콜라이드 

 

 
(d) 폴리카프로락톤 

그림 １-5 합성 생분해성 고분자의 화학 구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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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은 미국식품의약안전처(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US FDA) 에서 확인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분해

성 고분자 기반의 약물전달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21]. 이처럼, 이미 

많은 약물전달시스템이 생분해성 고분자를 전달체 물질로 사용하여 상품

으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위 표의 약물전달시스템들은 약물을 전달체 

물질이 단순히 감싸고 있는 원형의 형태로, 전달체 물질이 생분해되면 

내부의 약물이 분비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실제로는 원형의 약물전달

시스템은 그림 1-6 과 같이 급 방출(burst release) 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약물의 분비율을 유효치료농도 범위 내에서 정확히 제어하기 어렵

게 만든다 [22, 23].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서방성 

(sustained) 약물전달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24]. 서방성 약물전달시

스템이란 약을 천천히 방출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투여 후 수 시간에 걸

쳐 약을 방출시켜, 적은 투여횟수로 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

스템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기술로 층 구조를 가지는 지오매트릭스

(Geomatrix) 기술이 있다 [25]. 지오매트릭스 기술은 1980년대 초반

에 이태리 파비아(Pavia) 대학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후 젠타(Genta) 

회사가 상업화한 경구용 약물전달시스템 기술이다. 이후에 젠타 사가 스

카이파마(SkyePhama) 사에 의해 합병됨으로 인해 현재는 SkyePhama 

사의 대표적인 경구용 약물전달시스템 기술이 되었다. 현재까지 지오매

트릭스 기술을 이용해 FDA 승인을 받은 5종류 이상의 제품이 발매되어 

있으며 이를 표 1-2 에 정리하였다. 

 
그림 １-6 원형의 약물전달시스템의 약물방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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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１-1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상용 약물전달시스템 
제품명 발매사 주입 방식 사용 고분자 

Arestin OraPharma 
Subgingival 

administration 
PLGA 

Atridox Tolmar 
Subgingival 

administration 
PLA 

Eligard Tolmar Therap 
Subcutaneous  

injection 
PLGA 

Lupron Depot 
Abbvie 

Endocrine Inc. 

Intramuscular 

injection 
PLGA, PLA 

Nutropin Depot Genentech 
Subcutaneous 

injection 
PLGA 

Sandostatin Novartis 
Intramuscular 

injection 
PLGA 

LAR Depot Watson Labs 
Intramuscular 

injection 
PLGA 

Trelstar AstraZeneca Implant PLGA 

Zoladex AstraZeneca Implant PLGA 

 
표 １-2 지오매트릭스 기술을 이용한 상용 약물전달시스템 

제품명 발매사 약물 질환 
Paxil CR GlaxoSmithKline Paroxetine HCL 우을증 

Xatral OD/XL Sanofl-Aventis Alfuzosin 전립선 비대증 

Madopar DR Roche Levodopa 파킨슨증후군 

Diclofenac-

Ratiopharm 
Ratiopharm Diclofenac 관절염 

Cirducabt-Uno Mundiphama Nifedipine 고혈압 

Coruno Therabel Molsidomine 협심증 

Dilacor XR Rhone-Poulenc Dilitiazem 협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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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매트릭스 약물전달시스템은 그림 1-7 과 같이 3개의 층으

로 구분되어 있다 [26]. 가운데 층은 약물을 함유하고 있는 약물 층이

며, 약물이 함유되지 않은 위 아래의 두 개의 층에 의해 덮여있는 적층 

구조로 되어 있다. 약물 층에 장전되어 있는 약물은, 이 약물전달시스템

이 경구 투여된 후 생체 액에 의해 형성된 하이드로젤(hydrogel)을 통

해 분비가 이루어지는데, 바깥 층이 약물 층보다 생분해속도가 느려 약

물 층의 생분해속도가 제어되어 약물의 분비가 제어될 수 있다. 따라서 

3개의 층의 구성성분을 조절하거나, 각 층의 너비 및 두께를 변경함으로

써 각 층의 생분해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면 약물전달시스

템에 요구되는 약물유효농도 내 약물분비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약물의 분비율이 유효치료농도 범위 내에서 정확

히 제어 가능하여 약물전달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는 생분해성 고분자 기

반의 전달체를 제작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전달체의 크기는 수-수백 

μm 크기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구조체

(microstructure)로 언급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전달체를 마이크

로구조체로 부르기로 한다.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마이크로구조체 제

작을 위해, 생분해성 고분자를 미세 가공 할 수 있는 여러 공정법을 조

사하였다. 이후, X-선 리소그래피라는 독창적인 공정을 생분해성 고분자

에 적용하였으며, 제작된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마이크로구조체가 실

제로 약물전달시스템에 응용가능한지를 평가하였다. 

 

 
그림 １-7 지오매트릭스 약물전달시스템의 분비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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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생분해성 고분자 공정 선행연구조사 
 

１.２.１ 레이저 미세 가공 방식 

 

레이저 미세 가공(laser micromachining)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공정 방식의 경우 최소 1 μm 의 분해능을 갖는 2차원 홀 및 

홈이 있는 구조물의 제작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27]. 이 방식은 

간단하고 빠르게 2차원 구조물 제작이 가능하나, 고분해능 위치 제어 

시스템 및 레이저 등의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UV 레이저의 펨토초 

펄스(femtosecond pulse) 제어를 통해 작은 파장(wavelength)의 높은 

광자 에너지(photon energy)를 이용하여 고분자 물질의 화학 결합을 

끊어 홀이나 홈 구조물을 제작한다. 파장이 커지면 낮은 광자 에너지에 

의해 노광 시간이 길어져 노광된 부분이 녹거나 재 고체화 된 파편들이 

생긴다. 이를 광열화 과정이라고 하며, 레이저 미세 가공에서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레이저뿐만 아니라 노광되는 대상인 생분해성 

고분자의 열화 특성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ArF eximer 

레이저(193nm) 의 경우 녹거나 재 고체화된 흔적이 적고, XeCl eximer 

레이저(308nm) 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심하다 [28]. 

그림 1-8 은 레이저 미세 가공을 이용하여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인 폴리비닐알코올(poly(vinyl alcohol); PVA), 폴리디락틱애시드 

(poly(D-lactic acid), PDLA) 및 PCL 고분자 구조물의 제작 결과이다 

[29]. 레이저 미세 가공된 마이크로채널 또는 홀 주변은 열화에 의해 

생분해성 고분자가 녹은 흔적이 있다. 즉, 렌즈초점길이(lens focal 

length) 및 레이저 앞 단 마스크 최소 폭에 의해 2차원의 

마리크로채널이나 홀과 같은 모양의 단순한 구조물 형성만 가능하고, 

열화에 의해 정확한 무늬의 형성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마이크로구조체 제작에 레이저 미세 

가공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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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１-8 레이저 미세 가공 개념도 

 

  
(a) ArF 레이저로 미세 가공된 

PVA 채널 

(b) Nd:YAG 레이저로 미세 

가공된 PVA 홈 

  
(c) XeCl 레이저로 미세 가공된 

PDLA 마이크로채널 

(d) Nd:YAG 레이저로 미세 

가공된 PCL 홈 

그림 １-9 2차원 채널 또는 홈 구조물 제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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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２.２ 쾌속 조형장치 방식 

 

쾌속 조형장치(replication molding)를 이용한 공정 방식은 

3차원 형태의 구조물을 제작하는데 적합한 미세 가공 방식이다. 

생분해성 고분자를 용매에 녹이거나, 가열하여 액상형태로 겔 화하여 

주사기(syringe)에 넣은 후, 압력으로 밀어내어 주사기의 직경을 통해 

생분해성 고분자를 밀어내면서 가늘 실 형태로 생분해성 고분자를 굳혀 

구조물을 제작하는 형태이다. 주사기의 직경에 따라 분해능이 다르며, 

최소 5 μm 의 분해능을 가지는 적층 구조물과 같은 3차원 형태의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 임의의 3차원 구조물 

제작에는 주로 캐드(computer aided tool; CAD)와 같은 컴퓨터 툴이 

설계에 사용되며, 직접 증착(direct deposition), 3차원 프린팅(three-

dimensional printing) 및 스테레오 리소그래피(stereolithography)로 

분류가 가능하다 [30-39].  

직접 증착 방식은 미세 크기의 주사기를 이용하여 단순히 

분출하는 상향식(bottom-up) 공정과 동일하며, 생분해성 고분자 

스캐폴드를 제작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31]. 그림 1-10 은 

직접 증착 방식을 이용하여 PCL 고분자 기반의 스캐폴드를 제작한 

결과이다 [32]. 직경이 수백 마이크로 미터인 2차원 층을 적층하여 

3차원 형상의 스캐폴드를 제작한 것으로, 주사기 직경의 너비에 따라 

형태가 제한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림 １-10 직접 증착 방식을 이용한 스캐폴드 제작 결과 
 

  

500 μm

 

(a)

 

500 μ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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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프린팅 기법은 3D 프린터를 이용한 미세 가공 방식이다. 

CAD를 이용하여 설계한 3차원의 구조물은, 조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층의 형태로 각각을 나눈 뒤, 각 층을 3D 프린터로 형성하면서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그림 1-11 은 3차원 프린팅 장치 

시스템의 개념도이다 [34]. 제작되는 스테이지에 층별로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 먼저 고상의 고분자를 넓게 분포시킨다. 그 다음 CAD에 

의해 층으로 나뉜 형태만큼, 고상의 고분자를 결합시킬 수 있는 액상의 

결합물질을 주사기 또는 잉크젯 프린터를 통해 도포시킨다. 층 하나에 

대해 도포가 완료되면, 제작 스테이지는 한층 내리고, 그 위에 새로운 

고상의 고분자를 분포시킨다. 다시 액상의 결합물질을 CAD에 의해 

만들어진 다음 층에 해당되는 형태로 도포시키면서, 3차원의 구조물이 

제작될 때까지 위 작업을 반복하여 완성시킬 수 있다. 3차원 프린팅 

기법은 다양한 크기를 가지는 구조물 제작에 적합하지만, 약물전달 

시스템을 위한 미세한 크기의 구조물의 제작은 어렵고 제작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5, 36].    

 

 
그림 １-11 3차원 프린팅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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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는 레이저 입체 복제 기술(Laser stereolithography) 

방식의 개념도이다 [37]. 레이저 입체 복제 기술은 3차원 프린팅 

기법과 유사하지만, 액상의 고분자물질과 광개시제(photoinitiator) 

물질이 제작 스테이지에 먼저 분포되어 있고, 자외선(UV)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고상의 형태로 굳혀 제작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38, 

39]. 그림 1-13 는 폴리에틸렌글리콜디메타크릴레이트(poly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s; PEGDMA)와 광경화성 물질로 이루어진 

스캐폴드 구조물이다 [29]. 이 방식은 광경화성 물질이 첨가되어야 

하므로,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 자체만의 공정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약물전달시스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림 １-12 레이저 입체 복제 기술 개념도 
 

 
그림 １-13 레이제 입체 복제 기술을 이용한 구조물 제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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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２.３ 전사 성형 방식 

 

전사 성형(replication molding) 방식은 나노임프린팅 

리소그래피(nanoimprinting lithography) 또는 소프트 리소그래피 (soft 

lithography) 방식으로 나뉘며,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2차원 또는 

3차원의 구조물 제작이 가능함이 알려져 있다 [40]. 이 방식은 최소 50 

nm 의 분해능을 갖는 구조물의 제작이 가능하고, 주형은 비쌀 수 

있으나 찍어내는 비용은 낮아 많은 반복 공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41, 42]. 이로 인해 약물이 혼합된 미세 크기의 구조체 제작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43]. 나노임프린팅 방식의 경우, 단단한 마스터 

주형에 제작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형상을 새긴 뒤, 생분해성 고분자 

기판에 적절한 압력 및 온도로 눌러서 구조체를 제작한다. 그림 1-14 

는 일반적인 나노임프린팅 리소그래피 공정의 개념도이다. 공정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형과 기판을 가열시킨다. 이후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을 사이에 두고, 주형과 기판을 접합시키고, 주형과 기판을 

냉각시킨다. 주형에 붙은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을 떼어내면, 무늬가 

형성된 구조물들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15 는 소프트 리소그래피 방식을 이용해 PDMS 

(polydimethylsiloxane) 주형을 통해 제작된 PCL 고분자 구조물의 

결과이다 [29]. 소프트 리소그래피 방식의 경우 분해능은 나노임프린팅 

리소그래피와 같지만, 마스터 주형의 강도가 낮고, PDMS와 PCL의 

접착력으로 인해, 제작된 구조물의 왜곡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PDMS와 PCL 고분자 필름간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퍼플르오로폴리에테르(perfluoropolyether; PFPE)를 

사용하여 구조물을 제작하는 PRINT (Particle Replication In 

Nonwetting Templates) 방법이 개발되었다 [44]. 그림 1-16 은 

PRINT 방식을 사용하여 제작한 PLGA 고분자 구조체의 제작 결과이다 

[45-46]. 제작된 2 μm 크기의 사각형 및 3 μm 크기의 도넛형태의 

PLGA 고분자 구조체는 소프트 리소그래피 방식으로 제작된 PCL 

고분자 구조체보다 잘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량생산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보이고 있어, 전사 성형 방식은 

약물전달시스템의 제작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46]. 다만, 구조체와 

구조체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개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약간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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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１-14 나노임프린팅 리소그래피 공정 개념도 

 

 
(a) 소프트 리소그래피 방식을 

이용한 PDMS 주형 

(b) 소프트 리소그래피 방식을 

이용한 PCL 구조물 

그림 １-15 소프트 리소그래피 방식의 구조체 제작 결과 
 

 
그림 １-16 PRINT 방식의 구조체 제작 결과 

  

5 μm5 μm

1 μm 5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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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성형 또는 소프트 리소그래피 방식을 응용해 3차원 

구조물을 제작한 연구 결과들도 있다 [47, 48]. 그림 1-17 과 같은 

벌집(honeycomb) 구조의 약물 전달 시스템 제작을 위해 자외선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SU-8을 미세 가공한다. 이후 PDMS를 부은 후 

굳혀서, 주형을 제작한다. 주형에 PLGA를 용매로 녹여 부은 뒤, 세 

층으로 이루어진 PLGA 구조물 제작 및 60℃의 열을 이용해 

결합하였다. 자외선 리소그래피 공정은, 자외선을 이용해 감광성 필름 

(photoresist)을 노광 하여 3차원 구조물 제작하고, PDMS를 부어 

주형을 얻은 후, 이 주형에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인 PLGA 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3차원 구조물을 빠르고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에 비해, 분해능 대비 고종횡비가 좋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최소 선폭이 50 µμm 의 구조물이라도, PDMS 

주형에서 PLGA 구조물을 떼어 낼 때 구조물이 찢기는 현상도 발생한다. 

또한, 다층의 3차원 구조물 제작 시 열을 가해 결합 시키는 과정에서 

구조물의 형태가 다소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기술은 

미세크기의 약물전달시스템이 아닌, 다양한 약물을 장전하여 활용하는 

대용량 약물전달시스템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 벌집 모양의 PLGA 구조물 

 

(b) 열을 이용해 결합하는 다층 공정 방식 

그림 １-17 벌집 형태의 다층 PLGA 고분자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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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２.４ 이멀시피케이션 

 

이멀시피케이션 또는 이멀전 증발(emulsification or emulsion-

evaporation) 기술은 나노입자를 제작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49, 

50]. 이 방법은 아세톤(acetone) 및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DCM)과 같은 휘발성의 유기 용제에 고분자를 녹인 후,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재빨리 휘저어 주면서 이멀전이라고 불리는 2차적인 물과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휘발성의 유기 용제는 재빨리 증발하며, 

남아 있는 고분자는 2차 상을 형성하면서 굳어서 액적(droplet)이 된다. 

휘젓는 조건에 따라 미세 액적의 크기는 50 nm 부터 50 μm까지 조절 

가능하다 [49-52]. 일반적인 유기 용제에 고분자를 녹인 경우, 액적의 

내부는 유기 용제이고, 그 껍질 부분이 고분자와 섞인 2차적인 물과 

같은 상이며 이를 물-in-오일 2 상 이멀전이라고 한다. 

약물을 액적 내에 장전하기 위해서는, 액적 내부를 형성하는 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휘발성의 유기용매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약물이 유기성의 용매와 잘 섞이는 성질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52]. 약물이 유기성의 용매에 용해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약물이 장전된 액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정단계가 필요하다 [51]. 한가지의 방법은 3가지의 상을 가지는 3 상 

이멀전을 제작하는 것이다. 약물이 용해되어 있는 수용액을 먼저 

유기성의 용매와 고분자가 섞여있는 용액에서 휘저어 주면서 2상 

이멀전을 제작한다. 제작된 2상 이멀전 액적을 다시 수용액에 넣어서 

휘저어 3상의 이멀전을 제작함으로써, 내부에 무기성 용매에 용해되는 

약물이 장전된 액적의 제작이 가능하다 [52].  

이멀시피케이션 기술은 비커와 휘젓는 막대기만 필요하며, 단순히 

구형의 액적을 수십 분 이내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사 성형 

방식보다 더 높은 생산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멀시피케이션 기술로는 

단순한 구 형태의 구조체 제작만 가능하며, 크기 조절의 균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약물 장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크기의 균일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약물전달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써, 미세유체장치 

(microfluidic device)를 사용하여 액적의 크기 조절을 제어하는 기술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53]. 이를 다음 절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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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２.５ 미세유체장치 또는 광중합 방식 

 

미세유체장치를 이용한 액적 제작(microfluidic fabrication)은 

섭동으로 인해 유체의 표면 에너지가 감소하여 유체 흐름이 끊어지면서 

액적이 생성되는 레일리 불안정성 (Reyleigh instability) 원리를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낮은 레이놀즈 수(Reynolds number) 유체흐름은 

층류(laminar flow)를 형성하여 미세유체장치를 이용하여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쉽다 [53]. 이러한 유체 흐름 조절능력은, 미세유체장치로 

하여금 높은 생산성 및 크기 조절성을 가지게 하여 원하는 크기의 

액적을 균일하게 생성하게 한다 [54]. 특히, 미세 유체 장치는 소프트 

리소그래피 방식으로 간단히 제작할 수 있으므로, 약물전달시스템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55-57]. 

그림 1-18 은 서로 섞이지 않는 연속상(continuous phase)과 

분산상(dispersed phase) 이 각각의 유입구로 주입되고, T 자 형태의 

채널 접합부(junction)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나 2 상의 경계 면이 

생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8]. 두 상이 연속적으로 주입됨에 따라 

분산상의 가장 앞부분은 주 채널로 들어가게 되고, 연속상에 의해 

전단력(shear force)이 발생해 분산상의 유체에 섭동이 생기게 되어 

균일한 액적이 연속적으로 형성됨을 그림 1-18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작된 액적의 크기는 20 μm 에서 100 μm 정도 이며, 많은 

문헌에서는 50 nm 에서 800 μm 크기의 액적의 제작이 가능함을 

보고하고 있다 [59-64].  

약물전달시스템 응용을 위해 약물이 장전된 구형의 액적을 제작할 

수 있다. 먼저, 약물 용액과 생분해성 고분자 용액이 동시에 유입되고, 

물의 전단력을 이용해 액적을 생성한다 [65]. 나아가 미세 유체 장치의 

소수성의 첫 번째 접합부에서 소수성 연속상에 의해 친수성 액적이 

형성되고, 분산상을 포함하고 있는 이 소수성 연속상은 두 번째 

접합부에서 다시 친수성 연속상과 만나 이중 액적을 형성할 수 있다 

[66].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분산상인 내부 흐름에 다종의 물질을 함유한 

흐름을 층류 제어하여, 1차적으로 여러 액적을 제작한다. 이후 외부 

연속상의 유체로 한번에 감싸는 형태로 다종의 1차액적을 함유한 2차 

다중 액적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1-19 에서 설명한 다중 액적을 

생성하는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59]. 이처럼, 미세유체장치를 

이용하여, 구 형태의 다중 액적 구조체는 쉽게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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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세유체장치 개념도 (b) PLGA 및 PVA를 사용하여 

액적을 생성하는 실험 사진 

 
(c) 미세유체장치로 제작된 

다수의 액적생성 결과 

(d) 생성된 액적 확대 사진 

그림 １-18 미세유체장치 개념도 및 액적 생성부 사진 
  

(b)
1% PVA in Tris buffer 

PLGA/drug in DCM 

400 μm

(a)  Continuous phase 
 Dispersed phase 

Round-
bottomed

flask

Microfluidic
flow-focusing 

generator

Tubing suspended in solution 
during collection of samples

1% PVA in Tris buffer 

(c) (d)

400 μm 2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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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세유체시스템을 이용한 다중액적 생성 개념도 

 

(b) 미세유체시스템을 이용한 다중액적 생성 결과 

그림 １-19 다중 액적 생성 개념도 및 제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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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을 이용한 방식의 경우 미세유체장치에서 광개시제를 

포함하고 있는 단량체(monomer)를 분산상으로 사용하여 액적을 

만들고, 여기에 자외선 조사를 통해 액적 내의 단량체를 중합시켜주면 

매우 균일한 크기의 고분자 액적 혹은 비드(bead)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이때, 채널의 표면 성질에 따라 폴리우레탄(polyurethane) 

고분자를 이용한 소수성의 비드나 PEG 고분자를 사용한 친수성의 

비드를 만드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67]. 또한, 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피가 변화하는 고분자인 NIPAM(NIsopropylacrylamide)을 이용하여 

만든 마이크로 캡슐, 물을 함유하는 성질을 가진 하이드로겔(hydrogel) 

의 한 종류인 알지네이트(alginate)를 이용하여 만든 비드 등 다양한 

액적의 생성이 가능하다.  

그림 1-20 은 광중합을 이용하여, 채널을 완전히 막아 

지나가는 마개형태의 액적을 먼저 만들고, 좁은 주 채널과 넓은 주 

채널에 각각 자외선을 조사하여 마개 및 디스크 형태의 고분자 입자를 

생성하는 개념도 및 결과이다 [68]. 더 발전하여, 유기 및 무기 상 간의 

계면장력을 고려하여 선정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물질을 분산상으로 

주입하고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야누스(janus) 또는 세 

겹(ternary) 형태의 입자가 제작될 수 있음을 그림 1-21 및 그림 1-

22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9, 70].  

이와 같이, 미세유체장치 또는 광중합 방식을 이용하면 균일한 

크기의 다중 액적들을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제작할 수 있으므로, 

약물전달시스템에 응용가능성이 높고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세유체장치의 유일한 단점으로는,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만 

제작이 가능하다 점이다. 이는 표적지향 약물전달시스템을 위한 

다면체형상을 가지는 구조체를 제작하거나, 약물 분비율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미세유체장치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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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마개 및 디스크 형태의 고분자 액적 제작 개념도 및 결과 

 
(b) 생성된 마개 및 디스크 형태의 액적 SEM 사진 

그림 １-20 마개 및 디스크 모양의 액적 생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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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야누스 액적 생성 개념도 

 
(b) 구형 및 타원형의 야누스 액적 

그림 １-21 구형 및 타원형의 야누스 액적 생성 개념도 및 액적 생성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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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 겹의 액적 생성 개념도 

 
(b) 구형 및 타원형의 세 겹의 액적 생성 결과 

그림 １-22 구형 및 타원형의 세 겹을 이루는 액적 생성 개념도 및 액적 
생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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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２.６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 적층 

 

약물을 장전하기 위해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을 형성하여 

적층하는 공정(roll-to-roll processing)을 이용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생분해성 고분자를 녹일 수 있는 용매에 고분자를 녹인 후 Si 

웨이퍼 위에 도포하여, 스핀 코팅(spin coating) 공정을 통해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을 반복 제작하여 적층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분해성 

고분자는 크게 2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DCM 용액에 용해되는 

소수성(hydrophobic) 생분해성 고분자와 증류수에 용해되는 

친수성(hydrophilic) 생분해성 고분자가 있다. 이 두 종류의 생분해성 

고분자들은 다른 용매에 용해되며, 서로 잘 섞이지 않는 성질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PCL, PLA, PLGA 등 과 

같은 소수성의 생분해성 고분자는 DCM 용매에 용해하고, PEG, 

폴리에틸렌옥사이드(polyethylene oxide; PEO), 다이아크릴레이트 

(diacrylate)와 같은 친수성의 생분해성 고분자는 증류수에 용해하여, 

각각의 용액을 번갈아 가며 스핀 코팅하여 다층의 구조물 제작이 

가능하다 [71]. 

PDMS(polydimethylsiloxane)가 코팅된 Si 웨이퍼 위에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을 형성할 경우 Si 웨이퍼보다 표면에너지가 높아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을 벗겨내기 쉬운 장점이 있다. 이를 이용하면, 

PDMS가 코팅된 Si 웨이퍼에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을 형성시키고, Si 

웨이퍼 위에 형성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과 접합하고 상 변이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서 PDMS가 코팅된 Si 웨이퍼를 떼어내면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을 여러 장 적층하는 것이 가능하다 [71]. 또한 그림 1-23 

과 같이 한쪽에는 PDMS 구조물을 제작하여 PCL 이 용해된 용액을 

균일하게 도포하여 주형을 얻은 후, 이 주형에 약물을 주입하고 Au/Cr 

bilayer로 표면에너지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멍(cavity)을 봉합하는 

방법이 있다 [72]. 이러한 방법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 사이에 약물을 장전하거나, 다종의 약물이 다층 장전된 

생분해성 고분자 적층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다. 

  



26 

 
(a) 구멍 봉합 개념도 

 
(b) 구멍 봉합 결과 

그림 １-23 표면에너지 차이를 이용한 구멍 봉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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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논문 내용 요약 
 

본 논문에서는 X-선 리소그래피를 사용하여 생분해성 고분자를 

다양한 모양 및 크기로 미세 가공 할 수 있는 top-down 방식의 공정을 

개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생분해성 고분자들 중에서, PCL 및 

PLGA 고분자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X-선이 쬐어진 PCL 및 

PLGA 고분자는 에스테르 결합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수산화칼륨 

용액에서 빠르게 가수분해된다. 생분해성 고분자가 가수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마이크로구조체가 되며, X-선 리소그래피용 마스크를 

설계하여 다양한 모양의 마이크로구조체 제작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X-

선 노광량 조절을 통해 서로 다른 표면에너지를 가지는 

마이크로구조체의 제작도 가능하다.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마이크로구조체는 약물전달시스템의 

전달체로 사용되어, 약물분비율을 조절하여 약물의 치료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다종 약물의 장전이 가능한 스크린 

프린팅 방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액상의 약물은 X-선에 

노광되면 변성되는 문제가 있어 고상의 약물을 장전해야 하며, 

스크린프린팅 방법 및 적층 공정을 이용하면 다양한 고상의 약물을 

순차적으로 적층하면서 약물전달시스템 제작이 가능하다. 분자표적치료 

항암제인 lapatinib와 세포독성 항암제인 5-fluorouracil(5-FU) 

약물을 선정하여, 2종의 약물이 장전된 5층 구조의 약물전달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약물전달시스템의 in vitro 약물 분비율을 측정하고, in vitro 및 

in vivo 약물 효능을 검증하였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방법 및 세포 생존율 

측정기법(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assay)을 사용하여, 1~6 일까지의 약물의 분비율을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장전된 lapatinib 항암제의 

반수최대억제농도(half-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IC50) 값이 

약간 감소하지만, NCI-N87 세포에 항암제가 여전히 반응하는 성질을 

보였다. 또한, 마이크로구조체 내 장전된 lapatinib 및 5-FU 약물은 

6일까지 일정하게 분비되며, 마이크로구조체의 크기 및 개수가 

증가할수록 세포성장을 억제하는 능력이 더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In 

vivo 쥐 실험을 통해,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은 70 일의 장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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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에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은 실제 항암치료에 사용 가능한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제 1장 서론에 이어서, 제 2장 이하의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 1절에서는 X-선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미세 가공 공정 개발을 위해, 먼저 X-선 리소그래피 및 생분해성 

고분자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후에, X-선 노광을 받은 

생분해성 고분자의 변성 및 알칼리 용액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가수분해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응용하여 생분해성 고분자 미세 가공 

공정 개념을 제시하고, 그 활용가능성에 대해 간략하게 토의한다.  

제 2장 2절에서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마이크로구조체 

제작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마이크로구조체 제작 공정을 

위한 금(Au) 마스크 설계 내용, 마이크로구조체 제작 공정도 개발 내용 

및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가지는 마이크로 구조체 제작내용을 다루고, 

그 활용에 대해 간략하게 토의한다. 

제 2장 3절에서는 제작된 마이크로구조체의 약물전달시스템 

응용을 위한 다종의 약물 장전 연구 내용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약물전달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내용, X-선 노광에 의한 약물의 변성 

분석 내용 및 세포독성 항암제 및 분자표적치료 항암제에 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고상의 약물 장전 공정 개발 및 약물 장전 결과에 

대해 분석한 후, 그 활용에 대해 간략하게 토의한다. 

제 2장 4절에서는 제작된 마이크로구조체의 약물전달시스템 

응용을 위한 in vitro 및 in vivo 약물분비효능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in vitro 약물분비효능 평가방법 및 세포배양법에 대해 언급하고, in vitro 

및 in vivo 약물분비효능 평가결과에 대해 분석한 후, 그 활용에 대해 

간략하게 토의한다.  

제 3장은 결론 부분으로서 본 논문의 내용 및 결과를 요약하고,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과 향후 계획 및 표면에너지 조절과 

같은 추가 응용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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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본   론 
 

 

제１절 X-선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미

세 가공 
 

２.１.１ X-선 리소그래피 

 

X-선 리소그래피는 여러 개의 광 리소그래피 방식 중의 

하나이다. 리소그래피는 사용되는 광원에 따라 그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그 중 X-선은 다른 

광원보다 직진 성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수 nm 단위의 분해능을 

가지는 미세한 선폭의 구현이 가능함이 연구되었다 [73]. 또한, X-선의 

강력한 에너지는 가로(선폭)의 치수보다 세로(높이)의 치수가 더 큰, 즉 

고종횡비 구조물의 제작에 응용될 수 있어, 이를 위한 공정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고종횡비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방식을 깊은 x-

선 리소그래피 (deep x-ray lithography) 라고 한다. 또한, 깊은 X-선 

리소그래피를 사용하는 기술로 LiGA(Lithographie (synchrotron 

radiation lithography, Galvanoformung (electroplating), Abformung 

(plastic molding))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은 리소그래피, 도금 및 성형의 

3 단계로 이루어진 기술로, 고종횡비를 가지는 미세한 구조물을 

제조하기 위해 주형을 이용하여 같은 모양의 구조물을 반복적으로 

생산할 목적으로 1980 년대에 독일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74]. 실제 

실리콘 기반의 미세구조물을 대량으로 제작하는 연구에는 구조물의 높이, 

모양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 고종횡비로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LiGA 기술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LiGA 기술은 

구조물을 대량으로 전사 성형할 수 있는 금속 주형을 제작하게 되기 

때문에, 3차원 형태의 상품 제작에 높은 생산성을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75].  

그림 2-1 (a) 는 LiGA 공정의 3 단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X-선 

리소그래피로 성형되는 재료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oly(methyl 

methacrylate); PMMA)가 사용되는 예시를 보이고 있다 [76]. 

PMMA는 노광영역이 특정 용액과 반응하여 용해되는 양화성 

감광제이며, LiGA 기술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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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GA 공정 개념도 

 
(b) PMMA 주형으로 제작된 고종횡비 구조물 제작 결과 

그림 ２-1 LiGA 공정 개념도 및 고종횡비 구조물 제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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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광제 역할의 PMMA를 먼저 금속물질 기판 위에 증착 한다. 

증착된 감광제와 기판은 특수한 재질로 제작한 X-선 노광용 마스크를 

이용하여 X-선에 노광 시킨다. 이후 현상액을 이용하여 노광된 

PMMA를 용해시키면, 옆면이 완벽하게 수직한 모양으로 조각된 

구조물을 얻을 수 있다. 현상과정 이후, 조각된 PMMA는 전사성형의 주 

거푸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속판이 되도록, 도금 조에 넣어 

도금과정을 진행시킨다. 도금 과정 이후, PMMA를 제거하면, 이용자가 

대량생산하고자 하는 구조물과 반대되는 형상을 가지는 금속 물질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그림 2-1 (b) 는 금속 물질로 

이루어진 고종횡비 거푸집이며, 높이는 1 mm 이상을 가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LiGA 공정은 기계 

가공으로는 얻기 어려운 형상을 가지는 구조물은 물론, 뛰어난 정밀도와 

고종횡비, 높은 두께의 구조물 및 3차원형상의 미세 구조물을 획득할 수 

있다. 역상으로 제작된 금형을 이용하면, 미세 구조물의 대량생산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금형화 공정을 

거치지 않고, 노광된 구조물을 그대로 미세구조물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정에 있어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LiGA 공정을 이용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금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X-선 노광용 마스크가 필요하다.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X-

선을 차폐하는 성질을 가지는 금이라는 값비싼 금속 물질이 필요로 한다. 

또한, X-선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X-선 방사광 (synchrotron 

radiation) 시설이 필요한데, 이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X-선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LiGA 

공정은 싱크로트론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몇몇 나라에서만 가능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포항가속기연구소 

(Pohang Accelerator Laboratory)에서 제공하는 방사광 가속기 시설을 

이용하여 X-선 리소그래피 또는 LiGA 공정이 가능하다 [77]. 특히, 

포항가속기연구소의 9D 방사광관 시설이 LiGA 전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LiGA 공정에 적합한 기구들과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2 는 일반적인 방사광 가속기 시설의 개념도와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제공하는 X-선 방사광의 발생 원리 및 발생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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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적인 방사광 가속기 시설 개념도 

 
(b) 저장 링 내부의 2극 휨 자석 및 방사광 발생 개념도 

그림 ２-2 X-선 방사광의 발생 원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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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synchrotron radiation)은 상대성 운동을 하는 가벼운 

하전입자(charged particle)가 운동방향에 대하여 횡 방향 

(transverse)으로 가속을 받으면 발생되는 전자기파이다. 그림 2-2 (b) 

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electron)나 양성자(positron)가 2극 자장(휨 

자석)에 노출되면 횡 방향의 가속을 받아 궤도가 계속 휘면서 방사광이 

그 접선방향으로 발생되는 것이다. 방사광 가속기는 일반적으로 

전자총(pre-injector), 선형가속기(linear accelerator) 또는 가속 

링(booster)과 같은 가속부와 저장 링(storage ring)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장 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방사광을 X-선 리소그래피에 

사용하게 된다 [77].  

포항가속기연구소의 9D 방사광 관은 저장 링으로부터 발생되는 

X-선 방사광을 가로 12 cm, 세로 1.1 cm 너비의 직사각형 빔 형태로 

통과시키는 시설이다. 그림 2-3 (a) 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장 링과 9D 

방사광 관 사이에는 베릴륨 창(Be window) 2개와, 헬륨 실(He 

chamber)이 존재한다. 베릴륨 창은 저장 링으로부터 새어 나오는 X-선 

방사광이 실헐실 내로 한번에 통과하지 못하게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장벽이 열리고 저장 링으로부터 발생되는 X-선 방사광은 베릴륨 창 및 

헬륨 실을 통과한 뒤, 가로 12 cm, 세로 1.1 cm 너비의 가우시안 

(gaussian) 형태로 에너지가 방사되게 되며, 이 에너지를 감광제에 노광 

시키고 현상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형상을 가공할 수 있다.  

X-선 방사광은 다양한 파장을 가지는 파동집합체이며, 각각의 

파장에 따라 파원(wave source)으로부터 고유의 각도를 가지고 위 

또는 아래로 퍼져나가게 된다. 이러한 파동들은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물질에 부딪히더라도 파장에 따라 서로 

다른 흡수율 및 반사율을 가지고 있다. 리소그래피 측면에서는, 직진 

성을 가진 에너지가 감광제에 흡수되어야 형상이 수직하게 제작이 

가능하므로,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진 에너지를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3 (b) 는 특정 파장만을 실험실에 통과하게 하는 베릴륨 창보다 

앞쪽에 위치한 특수한 반사 시설을 설명하는 개념도이다 [78]. 반사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백색(white) 방사광이 실험실로 통과되며 

모든 파장대의 방사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반사시설의 각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면, 원하는 파장대의 방사광만을 실험실로 통과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X-선 리소그래피의 분해능을 높일 수 있고, 미세한 

구조물의 가공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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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장 링에서부터 9D 방사광 관까지의 방사광의 통과 개념도 

 

 
(b)반사 시설의 각도 조절에 따른 방사광 통과 경로 

그림 ２-3 포항가속기연구소 9D 방사광 관 시설개념도 
  



35 

 그림 2-4 (a) 는 9D 방사광 관의 헬륨 실 사진이다. 그림의 

왼쪽에서 저장 링으로부터 퍼져 나오는 X-선 방사광이 나오게 되며, 

오른쪽의 스캐너(scanner)는 위 또는 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이면서 

부착된 기판에 X-선 방사광 노광을 진행하게 된다. 이용자는, X-선 

방사광을 백색 빔 형태로 쓸 것인지, 또는 원하는 파장대의 방사광만을 

선택할 것인지를 먼저 정한다. 스캐너 영역에는 노광 하기 위한 

감광제가 증착된 기판과, 이를 정형화할 수 있는 마스크를 동시에 

부착하게 된다. 이후, 헬륨 실에 X-선 방사광이 노광 되게 하면, 스캐너 

영역에 방사광 에너지가 가해져 감광제를 정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X-선 방사광이 감광제를 정형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 

동안 쬐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X-선 방사광이 마스크 물질을 통과할 

때까지의 에너지를 자세히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X-선 방사광은, 

통과하는 물질 내부에의 원자들과 충돌하여 흡수되거나, 반사되며 

에너지를 잃게 되며, 그 정도는 통과하는 물질의 종류 및 높이 등에 

관계가 있다. X-선 방사광 에너지는 원형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즉시방출에너지를 계산하는 것으로부터, 광자 에너지밀도를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79-81].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는 

이를 계산하는 식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단위시간당 노광되는 에너지를 유추할 수 있다. 적절한 노광 에너지로 

사용한 물질을 정형화시킨 후, 적절한 현상액을 이용하여 미세 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그림 ２-4 포항가속기연구소 9D 방사광 관의 헬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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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１.２ X-선 리소그래피용 감광제 

 

X-선 리소그래피 공정은 직진성 및 에너지가 센 광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꺼운 감광제를 이용하여도 원하는 모양으로 

형상화가 가능하다. PMMA는 X-선 노광에 사용되는 표준 양화용 

감광제이다. 양화란, 노광된 부분이 현상액에 의해 용해되는 현상이며, 

X-선 방사광에 노광된 PMMA는, 그 내부의 분자결합이 깨지게 된다. 

이로 인해 PMMA 고분자의 분자량이 감소하며, GG 현상액에 의해 

용해된다 [91]. GG 현상액은 60% 의 2-(2- 부톡시에톡시) 에탄올 

(2-(2-butoxyethoxy) ethanol), 20% 의 몰포린(morpholine), 15% 

의 정제수(deionized water) 및 5% 의 에탄올아민(ethanolamine) 

혼합액이다. 또한, PMMA는 수 mm 이상으로 두껍게 증착 하는 것도 

가능하다. 증착 하고자 하는 실리콘 기판 위에 우선 액상의 PMMA를 

도포한다. 이후, 고상의 판 형태의 PMMA를 올려놓은 후, 단량체인 

액상의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를 기판과 PMMA 판 사이에 

주입한다. 이 MMA는 실리콘 기판과 PMMA의 접착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타이타늄(Ti) 기판에 증착 할 경우에는, PMMA가 Ti 와 

좋은 접착력을 가지고 있어, 추가 공정 없이 기판 위에 접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주형 제작 시 수반되는 도금 공정에서도 잘 떨어지지 

않아, PMMA는 Ti 기판 위에 주로 접합하여 LiGA 공정에 사용된다. X-

선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양화시키기 위해서는 PMMA에 최소 4 

KJ/cm3 정도의 노광에너지가 필요함이 알려져 있다 [78, 83]. 

또 다른 X-선 리소그래피용 감광제는 SU-8 고분자이다. SU-8 

물질은 고종횡비 구현을 위한 자외선 리소그래피용 감광제로 개발된 

고분자로, PMMA와는 반대로 음화용 감광제이다. 음화란, 노광 되지 

않는 부분이 현상액에 의해 용해되는 현상으로, SU-8 고분자는 빛에 

의해 노광된 부분에서 내부의 분자결합이 강화되기 때문에, 현상액은 

노광 되지 않은 부분을 용해하게 된다. SU-8 고분자는 40 J/cm3 정도의 

에너지만 쬐어도 현상액에서 용해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PMMA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쬐어도 형상화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게 된다 [84]. 

따라서, PMMA보다 노광 공정 시 더 적은 소요시간을 가지므로, 간단한 

고종횡비의 미세 구조물을 제작하는데 PMMA보다 더 자주 활용된다 

[85]. SU-8 고분자를 현상하기 위해서는 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아세톤(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acetone; PGMEA)이 사용된다. 

그 외에도,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을 LiGA 공정에 감광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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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락타이드 공중합체 중 하나인 폴리-

엘-락타이드애시드(poly-L-lactide acid; PLLA) 고분자에, X-선 

방사광 노광을 쬐어 노광에 대한 고분자의 변성 정도를 PMMA와 

비교하였다 [83]. 비교 결과, 같은 X-선 방사광 노광량에 대해서 

PLLA 내부의 주요 분자결합이 깨지는 비율이 PMMA 내부의 주요 

분자결합이 깨지는 정도보다 2배 이상이었다. 또한, 수산화나트륨 용액 

(NaOH)을 현상액으로 활용하여, X-선 방사광 노광을 받은 부분이 

제거되는 양화용 감광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NaOH 는 알칼리성 

용액으로, 생분해성 고분자의 가수분해를 도와주는 촉매이며, 

여기에서는 현상액으로 사용되었다. 즉, PMMA를 X-선 방사광 노광용 

감광제로 사용할 때 보다, 노광시간이 반으로 줄어들어 더 적합한 

감광제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이용하여, 

PLLA 기반의 200 nm 급의 형상을 구현한 미세 구조물 제작 연구도 

있으나, PMMA처럼 완벽한 수직도 및 고종횡비 구조물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86]. 따라서, PLLA를 PMMA와 같이 X-선 방사광 노광을 

이용한 미세공정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X-선 방사선 노광에 따른 고분자의 변성에 대한 특성 

및 현상액에서의 변성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추가 분석을 통해, 

PLLA와 같은 에스테르 결합을 가지고 있는 생분해성 고분자 계열인 

PCL, PLGA 역시 X-선 리소그래피용 감광제로 적용할 수 있다면, 

생분해성 고분자를 미세 공정하는 새로운 연구분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CL 고분자는 PLLA 및 PLGA와 같이 락타이드애시드를 가지며, 

특히 다른 물질에 비해 생분해 속도가 느리고, 녹는점이 65℃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가격이 저렴하다. 따라서, PCL 고분자를 이용하여, X-선 

방사광 노광을 진행한 후 고분자의 내부 특성 변화를 관측한다면, 

에스테르 결합을 가지고 있는 PLLA 및 PLGA의 X-선 방사광 노광에 

따른 내부 특성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생분해성 

고분자 미세 가공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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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１.３ X-선 방사광 노광 에너지 계산 

 

X-선 리소그래피에 사용되는 방사광은 X-선 리소그래피용 

마스크 물질을 통과하고, X-선 방사광 노광용 감광제 물질에 흡수된다. 

따라서, X-선 방사광 노광용 감광제 물질에 흡수되는 노광량(dose) 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X-선 리소그래피로 활용하기 위해 중요하다. X-

선 방사광 노광용 감광제 물질에 흡수되는 노광에너지는 방사광 빔의 

광자 전달 률(synchrotron radiation spectral flux) 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이 값은 방사광 시설의 전압 및 전류와 같은 시설 특성과, X-선 

방사광이 통과 및 흡수되는 물질의 흡수 계수(absorption coefficient) 

등에 의존하므로, 방사광 시설마다 노광 에너지가 같지 않다.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의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의 9D 방사광 관의 

특성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노광 에너지를 소개한다 [77].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운동하는 단일 전자는 하나의 원형 폐 

궤도에서 커브를 돌 때 그 접선방향으로 좁은 퍼짐 각(θ)의 강한 빛을 

방사하게 된다. 이를 그림 2-5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형 폐 궤도의  

 

 
그림 ２-5 단일 전자의 광속회전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X-선 방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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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선방향으로 발생되는 단위 파장(λ) 및 수직 각도(ψ)별 순간 일률은 

2
8 2 2

3 3

27( , , ) (1 )
320

ce cP t Xλλ ψ γ
π ρ λ

 = + 
 

 

2
2 2
2/3 1/32( ) ( )

1 sec
X JK K

X rad cm
ξ ξ

   × + =   + ⋅ ⋅  
 (1) 

여기에서, X 는 γ·ψ, ξ 는 λc[1 + X2]3/2/(2λ), K1/3 과 K2/3 는 2차 

변형베셀함수, e 는 단일전하입자, ρ 는 전자궤도의 반지름, ψ 는 광자 

진행방향과 궤도평면 사이의 각도, γ 는 E/mc2, 그리고 λc 는 

임계파장을 나타낸다. 임계파장 및 임계에너지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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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πρλ
γ

=              (2) 

33
2c
cγε
ρ

=


             (3) 

여기에서, ħ 는 디랙 상수 (플랑크 상수/2π)이며, c 는 광속이며, 2개의 

임계 값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79]. 

3 2

5.59 186.4
c E BE

ρλ = =             (4) 

3
22.218 0.06651c

E BEε
ρ

= =            (5) 

여기에서, E 는 방사광에 저장된 에너지, B 는 전자가 원형궤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휨 자석의 자기력이다. 광자에서 방출되는 방사광의 

모든 각도 (ψ)를 적분하여 얻을 수 있는 빛띠일률분포(spectral power 

distribution) 는 다음과 같다.  

( ) ( )
5 2

7 3
5/33 3

3,
160 secy

e c JP t y K d
cm

λ γ η η
π ρ

∞  = = ⋅ ∫         (6) 

여기에서, y 는 λ/λc 이고 ɛ/ ɛc 이며, t 는 γ에 포함된 항이다 [80]. 

 식 (6)에서, 특정 주파수에서의 발생되는 광자의 개수인 

빛띠광자다발분포(spectral photon flux distribution)를 계산할 수 있다. 

특히, 주어진 빛띠너비(bandwidth) k 내에서의 광자다발분포로부터, 

빛띠분포(spectral distribution)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10

1( ) 1.256 10 ( ) for all 
sec ( )k

photonsN k G y
k mA mrad

λ γ ψ
λ θ

 
= × =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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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다발은 관례상 0.1%의 빛띠너비 또는 파장 폭에 속하는 빛의 

밝기로 정의된다. 빛띠너비 0.1% 일 때의 k 값은 0.001이며, 

빛띠다발은 

( )
10

0.001 1( ) 2.457992 10 ( )
sec ( )k

photonsN EG y
k mA mrad

λ
λ θ=

 
= × = ⋅ ⋅ ⋅ 

  (8) 

과 같이 다시 정의된다. 

 수학적으로 빛띠광자다발분포를 계산하기 위해, 연속적인 파장 

영역은 유한 영역내의 이산화된 파장으로 쪼갤 필요가 있다. 파장의 

빛띠너비 정의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이산화된 파장 영역이 결정될 수 

있다 [81]. 빛띠광자다발분포로부터, 빛띠일률밀도분포(spectral power 

density distribution)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9( ) ( ) 1.6022 10
sec

H
k

W

JP N
B mA cm
θε ε ε −    = × × × =   ⋅ ⋅  

       (9) 

여기에서, θH 는 mrad 단위의 수평발산각도(horizontal divergence 

angle) 이며, BW 는 cm 단위의 방사광의 수평너비 (horizontal 

size)이다. 광자의 수직발산의 경우에는 이미 수직분포에 대해 

적분하였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으며, X-선 방사광을 유한너비를 

가지는 한줄기의 방사광선처럼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실험 진행 

시에는, 위 아래방향으로 방사선을 반복적으로 움직여 노광 할 수 

있으므로, 수직방향으로 균일한 값이 전달된다고 가정할 수 있고, 

수직한 방향의 방사광의 에너지는 평균을 취하여 노광량을 계산할 수 

있다. 

 위 설명에서 사용된 표기법 및 변수들은 아래와 같다. 

( ) ( )0 5/3y
G y K dη η

∞
= ∫           (10) 

( ) ( )i
i oG y y G y=                (11) 

2 1957 [ ]E E GeV
mc

γ = = =           (12) 

12398.5[ ]eVε
λ

= =            (13) 

 식 (7)과 포항가속기연구소의 방사광의 빛띠너비를 사용하여, 

빛띠광자다발분포와 그에 상응하는 일률밀도를 얻을 수 있다. 다양한 

광학적 장비와 투과장치들이 각각의 방사광 관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지라도, 임계 빛띠너비를 이용하면 해당 방사광 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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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는 기본 에너지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포항가속기연구소의 9D 방사광 관은, 254 

μm 두께의 2개의 베릴륨 (Be) 필름과 X-선용 거울 장치가 

실험영역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감광제에 노광되는 

방사광 에너지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투과되는 물질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전자나 방사광이 감광제 또는 여러 가지 물질과 

만나면, 그 내부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고분자는 전자나 X-

선에 의해 결합 상태가 변화하게 되고, 방사광 광원으로부터 시료에 

전달 또는 흡수되는 노광량은 초기 광원보다는 작아지게 된다. 광자들이 

특정 물질을 통과하면서, 그 개수가 물질 내부의 입자들과 충돌하면서 

감소하게 되는 현상은 통과하는 물질의 감쇄길이(attenuation length)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유한한 두께 t 를 가지는 물질을 

통과하면서 감소하는 광자강도는 초기 일률이 P(E) 인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exp xP x E P E

I E
 

= × −  
 

         (14) 

 이런 식으로, 광자다발 또는 광자일률밀도와 같은 

광자강도(photon intensity) 를 계산할 수 있다. 시료에 도달하는 

광자강도분포가 계산되면, 시료를 통과하거나 시료에 흡수되는 노광량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X-선 노광량 D(x)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 ( ) ( )
0 0

, , ,τ
∞ ∞

= − =∫ ∫ ∫R
dD x E d P x E dE D x E dE
ds

      (15) 

( ) ( )
, R

R

PD x E d
L E

τ= ∫           (16) 

여기에서, τ 는 노광 시간, D(x) 는 단위부피당 총 에너지 (J/cm3), 

PR(E) 는 시료를 통과한 단위면적당 일률, D(x, E) 는 단위부피당 

임의의 에너지에서의 총 에너지 (J/cm3), LR(E) 는 임의의 

에너지에서의 흡수길이를 나타낸다. 만일, 노광되는 시간 동안 전류가 I 

(mA) 로 일정하며, 시료를 스캐닝 하는 길이가 L (cm)이면, 노광량은 

아래와 같이 단순화된다. 

 ( ) ( ) 3

t JD x d x I
L cm
 = × ×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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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X-선 노광량은 위 식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X-선 리소그래피에 이용되는 에너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는 현재 3세대 방사광을 제공하고 있고, 

그 세기는 3 GeV 및 300 mA 로 알려져 있다 (2015년 11월 기준). 

또한,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는 d(x) 를 미리 계산하여,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따라서, 유저는 전류와, 스캐닝 길이 및 시료 

깊이만 계산하면, 단위 시간당 시료에 전달 및 흡수되는 노광량의 

계산이 가능하다. 

포항가속기연구소의 9D 방사광 관에 제공되는 광자다발을 계산 

및 그래프화한 결과는 그림 2-6 과 같다.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저장 

링에서 나온 방사광은, 9D 방사광 관 앞쪽의 Be 창 2개를 통과하면서 

저 에너지 부분이 흡수된 채 실험실로 입사된다. 입사되는 방사선 

에너지는, 형상화할 모양이 새겨진 마스크 물질을 통과하여 실제 시료로 

흡수된다. 따라서, 마스크 물질의 감쇄길이 및 시료물질의 감쇄길이를 

분석하고, 이를 주어진 노광량 식에 대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CL 고분자를 이용하여, X-선 방사광 노광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X-선 방사광 노광량은 

PCL 고분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계산을 위해 먼저 PCL 고분자의 

감쇄길이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２-6 9D 방사광 관으로 입사되는 방사광 에너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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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별 감쇄길이는 X-선 광학 연구센터 (Center for X-Ray 

Optics) 홈페이지에서 물질의 화학식을 이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87]. 그림 2-7 은 PCL 고분자의 광자 에너지 별 감쇄길이를 보이는 

그림이다. 저 에너지 영역을 제외하고는 X-선 방사광에 의해 발생된 

광자 에너지가 커질수록, PCL 고분자 내로 침투되는 길이가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즉, 고종횡비의 두꺼운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높이보다 깊은 감쇄길이까지 통과가 가능한 고 에너지로 노광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또는, 얇은 구조물을 제작할 시에는, 저 에너지 

영역으로 노광 하여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 

높이의 구조물을 형상화하기 위한 X-선 노광량을 계산할 수 있다. 

 X-선 방사광 노광을 리소그래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X-선 

투과도의 조절이 가능한 물질을 먼저 찾아야 한다. 또한, 시료에 동일한 

모양이 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물질을 1차적으로 형상화하여 마스크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질의 단차를 이용하여 형상화하는 

공정이 많이 알려져 있으며, 물질의 두께 별로 X-선 투과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8 은 여러 가지 물질 별 X-선 투과도를 보이는 

결과로, 그래프는 폴리이미드(polyimide), 실리콘(Si), 유리(pylex), 

알루미늄(Al) 및 티타늄(Ti) 의 두께가 각각 100 μm 인 경우와, 

금(Au) 10 μm 두께인 경우를 보이고 있다. 2500 eV 미만의 저 에너지 

영역은 폴리이미드를 포함한 모든 물질이 흡수하여 통과시키지 않으며, 

10000 eV 이상의 비교적 고 에너지 영역은 Ti 또는 Au 물질을 

이용해야 투과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 에너지영역을 사용할 

경우에는 Ti 는 100 μm 이상, Au 는 10 μm 이상 두껍게 증착 하여 

마스크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위에 열거한 물질들은 

미세전기기계가공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MEMS) 기술을 

이용하여 100 μm 이상의 두께를 가지는 마스크로 형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리소그래피에서 마스크의 두께는 분해능에 영향을 

미치며, 두께가 얇을수록 고 분해능의 소자 형상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X-선 리소그래피의 마스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얇은 높이로도 

투과도 조절이 가능한 Au를 사용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스크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자세한 공정 내용은 2장 2절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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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7 PCL 고분자의 감쇄길이와 광자 에너지 관계 

 

 
그림 ２-8 여러가지 물질 별 X-선 투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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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는 9D 방사광관 실험실의 시료물질에 전달되는 

방사광 에너지를 보이고 있다. 2500 eV 미만의 저 에너지 영역은 Be 

창에서 흡수되어 입사되지 않는다. 또한, 그림 2-3에서 설명하였듯이, 

반사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백색(white) 방사광이 실험실로 

통과되며 모든 파장대의 방사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2500 eV 

이상의 에너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반사시설의 각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면, 원하는 파장대의 방사광을 실험실로 통과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사 시설을 0.5°기울인 경우 단파장영역의 에너지가 

반사되어 사라지며, 아래와 같이 7500 eV 미만의 에너지만 실험실로 

전달되게 된다. 두께 10 μm 로 형상화된 Au 마스크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7500 eV 미만의 에너지까지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그 아래의 시료 물질에는 노광 에너지가 전혀 전달되지 않게 할 

수 있다. 특정 영역에는 Au 마스크로 노광 에너지가 투과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최종 시료에 전달되는 노광량을 없애 시료에의 선택적인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반사 시설의 각도는 0.05°의 차이를 

가지고 조절이 가능하며, 반사 시설의 각도가 높을수록 노광에너지의 

차폐가 가능하다. 단, 반사 시설의 각도가 너무 높은 경우, 시료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너무 작아질 수 있으며, 빛의 직진 성이 떨어져 

원하는 모양으로 형상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반사 시설의 

적절한 각도 조절을 통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 고 분해능의 

노광이 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포항가속기연구소의 9D 방사광관 실험실에 전달되는 

노광량 계산식을 유도하고, 실제 물질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그래프화 

하였다. 실제 9D 방사광관 실험실에서 X-선 리소그래피를 진행하는 

유저는 위의 계산을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다. 위의 식이 모두 반영된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유저는 물질의 흡수계수, 전류, 시료 스캐닝 길이 

및 시료 높이만 입력하면, 단위 시간당 시료에 전달되는 노광량이 

계산된다. 대신에, 감광제 또는 시료물질 노광에 필요한 총 노광 

에너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단위시간당 노광량으로 나누어, X-선 

방사광 노광 소요시간의 유추가 가능하다. 4인치 웨이퍼 전체에 도포된 

40 μm 두께의 PCL 고분자에 10 KJ/cm3 의 에너지를 노광 한다고 

가정하면, 포항가속기연구소의 9D 방사광관 실험실에서는 약 60 분의 

노광 시간이 필요함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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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9 9D 방사광 관의 시료에 전달되는 방사광 에너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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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１.４ X-선 방사광 노광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 특성 및 가수

분해속도 변화 분석 

 
본 절에서는 생분해성 고분자 중 PCL 고분자에 X-선 방사광 

노광을 실제로 진행하고 그 특성변화를 분석한다. 이후 현상액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진 알칼리 용액 중 수산화칼륨 (KOH)에 의한 PCL 

고분자의 가수분해 현상을 분석한다. 고분자에 에너지가 가해지는 경우, 

고분자의 중량 평균 분자량(Mw) 및 결정화도(degree of crystallinity) 

와 같은 특성이 변화함이 알려져 있고, 에스테르 결합을 가진 고분자 

물질들은 알칼리 용액에 의해 가수분해가 됨이 알려져 있다 [14, 88, 

89].  

선행 연구로, 에스테르 결합을 가지는 생분해성 고분자 PLGA 에 

X-선 방사광이 아닌 전자 빔에 따른 고분자의 특성을 분석한 것을 

먼저 확인하여 보았다 [90, 91]. 전자 빔 에너지를 5, 10, 20, 30 및 50 

Mrad 로 증가시켜 가면서 PLGA 고분자에 노광한 결과, 고분자의 수 

평균 분자량 (Mn), 중량 평균 분자량(Mw), 결정화 온도(Tc), 

유리전이온도(Tg) 및 용융점(Tm) 은 에너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인자들이 감소함에 따라 결정화도를 낮추게 되며, 여기에서 

언급된 고분자 특성들은 가수분해와 관련 있는 인자들로 알려져 있다 

[89]. 가수분해란 수용액에서 주요 결합이 끊어지면서 하나의 큰 

분자가 몇 개의 이온 또는 분자로 분해되는 반응을 말하며, 에스테르 

결합을 가진 고분자는 수산 기(OH)와 카르복실기(COOH) 를 가진 

분자형태로 분리된다. 또한, 실험에서 결정화도가 낮은 고분자 

물질일수록 가수분해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9, 92]. 즉, 

노광에 의해 결정화도가 낮아진 고분자는 가수분해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93-95]. 따라서, PCL 고분자 역시 가수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고분자이고, X-선 방사광이 전자 빔과 마찬가지로 

고분자의 가수분해 관련 인자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PCL 고분자를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X-선 

방사광으로 노광한 뒤, 고분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후, X-선 

방사광으로 노광된 PCL 고분자를 알칼리 용액에서 가수분해시켜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생분해성 고분자 PCL (Sigma Aldrich Korea Ltd., Korea) 

을 웨이퍼 위에 필름 형태로 제조하였다. 디클로로메탄(DCM) 용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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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 10% (w/v) 비율로 용해하여, 웨이퍼 위에 도포 후 스핀 코팅을 

통해 적당한 높이를 남긴 후, DCM (Sigma Aldrich Korea Ltd., 

Korea)을 증발 시키는 방식으로 필름을 제작하였다. PCL 10% (w/v) 

용액을 웨이퍼 면적의 절반 정도 도포한 뒤 초기가속 RPM (rotate per 

minute) 500으로 설정하여 5초 동안 스핀 코팅하고, 최종가속 RPM 

1400으로 설정하여 35초 동안 스핀 코팅하면, 약 10~12 μm 의 

높이의 필름을 제작할 수 있다.  

제작된 PCL 고분자 필름을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X-선 

방사광을 이용하여 노광 하였다. 노광량은 각각 0.01, 0.1, 0.2, 0.5, 1, 2 

및 5 KJ/cm3 조건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PMMA 고분자를 노광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4 KJ/cm3을 기준으로 임의로 설정한 값이다. 

각각의 에너지를 노광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같은 순서로 1초, 1분, 

2분, 5분, 10분, 20분 및 50분이다. 대조군으로 노광 되지 않은 PCL 

고분자 알갱이, 노광 되지 않은 PCL 고분자 필름 및 65~75°로 

가열되어 2~4 층 높이로 적층된 노광 되지 않은 PCL 고분자 필름이 

사용되었다. 준비된 PCL 시료들의 물질특성 분석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의 시차주사열량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와 겔투과크로마토그래프(gel permeation 

chromatograph; GPC) 장비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시차주사열량계는 열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고분자의 정성분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모든 화합물질은 열변화가 있으며, 열 적 성질도 그 

물질의 고유특성임을 기초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흡열, 발열, 열분해 등 

온도변화에 따른 다양한 상전이가 존재하며, 특히 고분자의 경우 다양한 

유리전이온도, 결정화온도, 용융점, 분해온도 등의 변화를 관측하여 물질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시차주사열량계는 먼저 시료와 기준 셀을 

일정한 승온속도로 가열한다. 이후 시료의 상변화에 따라 열류량(heat 

flow)의 변화를 보고, 시료의 유리전이온도, 결정화온도, 융점, 비열, 

결정화도, 산화유도시간, 반응열 등을 측정할 수 있다.  

겔투과크로마토그래프 장비는 고분자를 크기(분자량)별로 

구분해내는 크로마토그래피로서, 고분자는 종류마다 용해시키는 용매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용성 GPC, 고온 GPC, 고성능 GPC 등 다양한 

분석기기와 분석방법이 존재한다. 방법은 미리 분자량을 알고 있는 

단분산 표준 시료를 이용하여 검량 선을 만든 후, 작성된 검량 선에 

따라 고분자의 수 평균 분자량, 중량 평균 분자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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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도(polydiversity) 분포곡선을 산출할 수 있다.  

 그림 2-10 은 DSC 장비를 이용하여 PCL 고분자 필름의 X-

선 방사광의 노광에 따른 용융점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상온(25℃)에서 PCL 고분자는 고상의 형태이므로, 실험 온도 조건을 -

10℃~80℃로 설정하고,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증가시키면서 

노광된 PCL 고분자의 시료 별 열류량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체가 

액체가 되는 반응은 흡열반응(endothermic reaction)이다. 따라서 

용융점에서 물질의 열류량은 음의 값을 가지며, 이 그림에서는 

아래쪽으로 봉우리가 형성되는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아래쪽 

봉우리가 형성된 영역에서 최저점에 대응되는 온도가 흡열반응이 

일어나는 온도, 즉 시료의 용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1 및 표 2-1 은 분석한 시료의 노광 조건 별 

용융점을 정리한 것이다. 노광 되지 않은 PCL 고분자 필름과, 0.01, 0.1 

및 0.2 KJ/cm3에너지로 노광된 PCL 고분자 필름의 용융점은 54.9℃, 

55.6℃, 54.4℃ 및 54.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광 에너지가 

0.5 KJ/cm3 인 경우 PCL 고분자 필름의 용융점은 51.6℃로 

감소하였으며, 1 KJ/cm3과 2 KJ/cm3인 경우 각각 47.3℃ 와 43.6℃ 로 

측정되었다. 노광 에너지가 5 KJ/cm3인 경우 PCL 고분자 필름의 

용융점은 42.5℃ 와 13.2℃ 의 2 개를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다만, 

상온에서 5 KJ/cm3 에너지로 노광된 PCL 고분자 필름은 고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것의 용융점은 13.2℃ 가 아닌 42.5℃ 라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X-선 방사광 노광 조건 별 PCL 고분자의 

용융점은 0.2 KJ/cm3에너지 미만으로 노광된 경우에는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0.2 KJ/cm3 이상의 에너지의 경우 X-선 방사광 노광량 

증가함에 따라, PCL 고분자의 물질 특성 중 용융점은 점차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PCL 고분자의 용융점이 X-선 방사광 에너지에 

영향이 있으며, 특정 노광 에너지 구간에서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PCL 고분자는 PLGA 및 PLA 와 같이 락톤 계열의 

단량체를 가지는 폴리에스테르 그룹의 생분해성 고분자이다. 따라서, X-

선 방사광을 생분해성 고분자에 적절히 노광 하는 방식으로, 

폴리에스테르 그룹의 생분해성 고분자의 용융점 역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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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0 PCL 고분자의 X-선 방사광 노광에 따른 용융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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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1 PCL 고분자의 X-선 노광 조건별 용융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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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실험으로, 고분자의 결정화도(degree of crystallinity) 를 

DSC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결정성 고분자의 결정화 정도를 

나타내는 결정화도는 전체 열량 중 결정화온도의 봉우리 영역의 넓이에 

해당되는 열량의 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측정한 PCL 고분자의 

시료 조건은 용융점 측정조건과 동일하며, 그 결과를 그림 2-12 및 표 

2-2 에 나타내었다.  

먼저 노광 되지 않은 PCL 고분자 필름의 결정화도는 44.7%로 

측정되었다. 노광 에너지가 0.01, 0.1, 0.2, 0.5, 1 및 2 KJ/cm3인 경우 

PCL 고분자 필름의 결정화도는 각각 35.5%, 33.0%, 39.8%, 37.9%, 

38.2% 및 35.6%로 노광 하지 않은 PCL 고분자의 결정화도 보다는 

조금 작게 측정되었으나, 노광에너지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노광 에너지가 5 KJ/cm3 인 경우 PCL 고분자 필름의 결정화도는 0.6% 

와 14.8%의 2 개를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다만, 유리전이온도의 

봉우리의 영역 중 더 넓은 면적 의해 계산된 결정화도 값은 0.6% 

이므로, 5 KJ/cm3에너지가 노광된 시료의 결정화도는 14.8% 이 아닌 

0.6% 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정화도는 결정화온도, 유리전이온도 및 용융점 등과 더불어 

생분해성 고분자의 가수분해에 연관이 있으며, 생분해성 고분자 중 

락톤계열의 단량체를 가지는 PLGA, PLA에 전자 빔 노광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91-94]. 가수분해란 수용액에서 주요 결합이 끊어지면서 

하나의 큰 분자가 몇 개의 이온 또는 분자로 분해되는 반응이며, 

결정화도는 고분자의 고체 입자 또는 결정의 순도를 표현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결정화도가 낮다는 것은, 특정 고분자의 결정 순도가 낮다는 

의미이며, 외부의 힘에 의해 쉽게 분리 또는 분해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고분자의 결정 순도가 낮아져 주요 결합력이 약해지면, 가수분해가 

더 잘 일어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실험에서는 PCL 고분자의 결정화도 값이 X-선 방사광 

에너지에 영향이 있으며, 노광 에너지를 특정 에너지 이상 쬐어주게 

되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X-선 방사광을 

생분해성 고분자에 특정 에너지 이상 노광 하는 방식으로, 폴리에스테르 

그룹의 생분해성 고분자의 결정화도를 낮추어, 가수분해속도 역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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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2 PCL 고분자의 X-선 노광 조건 별 결정화도 그래프 

 

표 ２-2 PCL 고분자의 X-선 노광 조건 별 결정화도 
Exposed dose (KJ/cm3) Degree of crystallinity (%) 

0 KJ/cm3 44.7% 

0.01 KJ/cm3 35.5% 

0.1 KJ/cm3 33.0% 

0.2 KJ/cm3 39.8% 

0.5 KJ/cm3 37.9% 

1 KJ/cm3 38.2% 

2 KJ/cm3 35.6% 

5 KJ/cm3 0.6% (or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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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실험으로 PCL 고분자의 수 평균 분자량, 중량 평균 분자량 

및 분산도를 측정하였다. 수 평균 분자량 (Mn) 은 각 분자 중량의 

합(시료의 총 중량)을 분자 전체의 몰수로 나눈 값이다. 분자의 수에 

대한 평균값으로 저분자체에서 민감하다. 중량 평균 분자량 (Mw) 은 

고분자체의 기여도가 크게 반영된다. 대체로 n 개의 핵자를 가진 원자의 

질량은 통일원자질량유닛(Dalton; Da) 의 n 배 값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Da 는 약 1.660 x 10−27 kg 이다. 주로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물질에 대해 사용하므로 보통은 1000배인 kDa 의 형태로 많이 쓰인다. 

분산도(polydispersity index; PDI)는 중량 평균 분자량을 수 평균 

분자량으로 나눈 값이며,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단순 분산의 형태로, 

개개의 입자가 균일한 무게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위 인자들 역시 

가수분해와 관련 있는 인자이며, GPC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이 가능하다. 

분석결과는 그림 2-13, 그림 2-14 및 표 2-3에 나타내었다. 

먼저 노광 되지 않은 PCL 고분자 필름의 Mn 은 107 kDA, Mw 

는 168 kDA, PDI는 1.57 로 측정되었다. 노광 에너지가 0.01, 0.1, 0.2 

및 0.5 KJ/cm3 인 경우 PCL 고분자 필름의 Mn 은 각각 102, 83, 69 

및 18 kDA 였고, Mw 는 각각 159, 154, 171 및 66 kDA 였으며, PDI 

는 각각 1.55, 1.84, 2.46 및 3.51이였다. 노광 에너지가 1 KJ/cm3 이상 

조건의 PCL 고분자 필름의 경우, Mn, Mw 및 PDI 는 측정이 되지 

않았다. 이는 GPC 장비의 경우 기준 검량 선 대비 측정한 시료의 값을 

비율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측정값이 기준 값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을 경우 오차로 간주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된다.  

따라서, 1 KJ/cm3 이상 노광 받은 PCL 고분자는 GPC 장비에 의한 

측정 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노광 되지 않은 PCL 고분자와 비교 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X-선 방사광 노광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Mn, Mw 값은 감소하고, PDI 값은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1 KJ/cm3 이상 노광 받은 PCL 고분자의 Mn, Mw 값은 

상당히 낮고, 반대로 PDI 값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Mn, Mw 이 감소함에 따라, 가수분해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93]. 따라서, X-선 방사광이 전자 빔과 

마찬가지로 생분해성 고분자에 특정 에너지 이상 노광 하는 방식으로, 

폴리에스테르 그룹의 생분해성 고분자의 결정화도를 낮추어, 

가수분해속도 역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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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3 PCL 고분자의 X-선 노광 조건 별 분자량 그래프 

 

 
그림 ２-14 PCL 고분자의 X-선 노광 조건 별 분산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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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２-3 PCL 고분자의 X-선 노광 조건 별 수 평균 분자량, 중량 평균 분자량 및 분산도 

Exposed dose (KJ/cm3) 
Number average molecular 

weight (Mn) 

Weight average molecular 

weight (Mw) 

Polydispersity Index 

(PDI) 

0 KJ/cm3 107 kDA 168 kDA 1.57 

0.01 KJ/cm3 102 kDA 159 kDA 1.55 

0.1 KJ/cm3 83 kDA 154 kDA 1.84 

0.2 KJ/cm3 69 kDA 171 kDA 2.46 

0.5 KJ/cm3 18 kDA 66 kDA 3.51 

1 KJ/cm3 X X X 

2 KJ/cm3 X X X 

5 KJ/cm3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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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알칼리 용액에 의한 PCL 고분자의 가수분해 현상을 

분석하였다. 에스테르 결합을 가진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들은 알칼리 

용액에 의해 가수분해가 됨이 알려져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대표적인 

알칼리 용액인 KOH 를 사용하였다. 제작된 PCL 고분자 필름을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X-선 방사광을 이용하여 노광을 이용하여, 500 x 

500 μm 크기의 구조체 형태로 잘라내었다. 본 절에서의 X-선 

방사광에 따른 PCL 고분자의 특성 분석실험을 통해, 2 KJ/cm3 이상의 

에너지를 PCL 고분자에 노광 할 경우, 용융점, 결정화도, 분자량 및 

분산도가 확연히 차이가 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수 분해 실험에는 

2 KJ/cm3 에너지를 노광한 PCL 고분자 구조체와 0.2 KJ/cm3에너지를 

노광한 PCL 고분자 구조체를 사용하였다. 제작한 PCL 고분자 구조체는 

각각 서로 다른 4인치 페트리 디쉬에 투입한 뒤, KOH 용액을 충분히 

넣어 주었다. 관측 시간은 KOH 용액 투입 직후, 1시간 간격으로 

4시간까지 측정하였다. 

가수분해 실험의 측정결과는 그림 2-15 에 도시하였다. X-선 

방사광 에너지를 0.2 KJ/cm3으로 노광한 PCL 구조체는 KOH 수용액에 

넣기 전에 정사각형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후 1시간이 지날 

때 까지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 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PCL 고분자의 

위쪽 면이 조금 옅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PCL 고분자의 위쪽 면이 옅어지면서, 내부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십자가 형태의 형상이 생겨났으며, 4시간이 지날 때까지 더 

선명해졌다. 반면에 X-선 방사광 에너지를 2 KJ/cm3으로 노광한 PCL 

구조체는 노광 직후에 이미 정사각형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입된지 2시간이 지날 때 까지는 PCL 고분자의 위쪽 

면이 조금 옅어지는 현상 외 큰 변화는 없었다. 이후 3시간이 지난 

시점에는 PCL 고분자 구조체가 깨지면서 3조각으로 나뉜 것을 

확인하였으며, 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가수 분해가 급속히 이루어져 

조각난 PCL 고분자가 거의 없어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가수분해 실험 결과, X-선 방사광 에너지를 2 KJ/cm3 이상 

노광한 구조체는 4시간만에 60% 이상 분해되어 없어짐을 확인하였다. 

X-선 방사광 에너지를 0.2 KJ/cm3으로 노광한 구조체는, 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정사각형의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며, 다만 내부에 

특정한 무늬가 형상화 되었다. 이는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X-선 

방사광을 이용하여 노광을 진행할 시, 기판에 형상화 되어 있던 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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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 고분자에 찍혀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포항가속기연구소의 

X-선 방사광이 구조체 위치 별로 골고루 나오지 않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실험 시 여러 가지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구조체가 KOH 용액에서 4시간이 지날 때까지 녹아 없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X-선 방사광 에너지를 2 KJ/cm3 이상 노광 

하면, 그 부분의 PCL 고분자는 4시간 뒤에는 몇 개의 조각으로 

분리되고, 최종적으로 KOH 용액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없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만일 X-선 방사광이 PCL 고분자의 어떤 영역에만 

선택적으로 노광 가능하다면, 노광된 영역은 노광 되지 않은 영역과는 

다른 가수분해 속도를 가지므로, KOH 용액에서 특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노광된 영역은 저절로 분리될 것이다. X-선 방사광을 통과 

또는 차폐시킬 수 있는 물질을 리소그래피의 마스크 형태로 가공한다면, 

PCL 고분자에의 노광 및 비 노광 영역을 구분하여 노광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앞 절의 그림 2-8 에서, 여러 가지 물질의 X-선 

방사광의 투과도를 확인하였고, Au 물질의 경우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탁월한 X-선 방사광의 차폐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Au 물질을 

가공하여 두께가 다른 형상을 제작하고, PCL 고분자 필름과 겹쳐서 

마스크 형태로 두어 X-선 방사광을 노광 한다면, Au 마스크 의 

형상대로 PCL 고분자 필름에의 X-선 방사광 노광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즉, Au 마스크의 두께가 낮은 쪽은 X-선 방사광이 투과되어 

PCL 고분자에 노광되는 영역과, Au 마스크의 두께가 두꺼워 X-선 

방사광이 투과되지 못해 PCL 고분자가 노광 되지 않는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노광되는 영역에 노광되는 X-선 방사광 에너지가 2 KJ/cm3 

이상이 되도록 하고, 노광 되지 않는 영역에는 X-선 방사광 에너지가 

0.2 KJ/cm3 미만이 되도록 하면, KOH 용액을 현상액처럼 사용하여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X-선 방사광을 리소그래피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생분해성 고분자 중 PCL 고분자에 X-선 방사광 

노광을 에너지 조건 별로 진행하고, 수산화칼륨(KOH)에 의한 PCL 

고분자의 가수분해 현상을 분석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X-선 방사광을 

리소그래피 형태로 사용하는 개념을 제시하고, 생분해성 고분자를 

임의의 모양으로 형상화한 실험결과를 보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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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dose: 

0.2KJ/cm3 

X-ray dose: 

2KJ/cm3 

Immediately 

after  

KOH 

solution 

  

After 

1 hours  

  

After 

2 hours  

  

After 

3 hours 

  

After 

4 hours 

  
그림 ２-15 수산화칼륨 용액에서의 PCL 고분자 가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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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１.５ 생분해성 고분자 미세 가공 공정 개발 

 

본 절에서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X-선 방사광 기반의 리소그래피 

공정법으로 미세 가공하는 공정을 보이고자 한다. 리소그래피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감광 성질이 있는 고분자를 증착한 후, 원하는 모양을 가진 

마스크를 올려놓고 빛을 가해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마스크와 

동일한 모양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X-선 리소그래피에서 감광 성질이 

있는 고분자는 생분해성 고분자가 해당되며, 마스크에는 Au 물질을 

사용하고, 사용되는 빛은 X-선 방사광에 대응된다. 

그림 2-16 은 생분해성 고분자를 미세 가공하는 X-선 

리소그래피 개념도를 도시한 것이다. X-선 방사광이 생분해성 고분자에 

노광 되기 전에, Au 와 폴리이미드로 이루어진 X-선 마스크를 통과하게 

된다. 생분해성 고분자는 Si 웨이퍼 위에 증착 되고, Ti 기판 위에 함께 

얹혀지는 형태가 되며, X-선 방사광에 의해 노광되는 형태이다. 

여기에서 Ti 기판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기판 뒤쪽으로 X-선 

방사광이 더 이상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역할로 사용되었다. 

그림 2-8에서 확인한 물질 별 X-선 투과도를 보면, Au 물질은 

높이가 10 μm 만 되어도, 7500 eV 미만의 에너지는 완벽히 차단하고, 

그 이상의 에너지도 많은 비율로 감쇄시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X-선 

리소그래피의 마스크 물질로 적합하다. 다만, Au 물질은 금속으로 

MEMS 공정으로 어떠한 모양을 형상화 할 수 없다. 오직 가능한 방법은, 

다른 물질을 Au 마스크의 역상으로 형상화한 뒤, Au 도금 

(electroplating) 공정으로 빈 곳을 채워서 마스크를 만드는 것이다. 

도금공정을 위해서는, Au 시드 층(seed layer)이 증착 될 수 있는 

기판물질이 추가로 필요하다. 즉, Au 마스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Si 

웨이퍼와 같은 기판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이 기판물질은 X-선 

방사광의 투과도가 높아야 Au 물질만으로 X-선 방사광의 투과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X-선 방사광 에너지를 거의 흡수하지 

못하고 통과시킴을 그림 2-8 에서 확인한, 폴리이미드 물질을 기판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 중 락톤 계열이 포함된 폴리에스테르 

그룹이 X-선 방사광에 감광 성질이 있음을 선행연구 및 본 논문에서 

확인하였으므로, PCL 고분자 외에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인 PLGA, PLA 

및 PLLA 와 같은 물질 역시 X-선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미세 가공이 

가능할 것이다. X-선 방사광이 Au 마스크 영역 중 Au 두께가 두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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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통과하지 못하고, Au 두께가 얇은 영역은 X-선 방사광이 

통과하게 된다. 통과된 X-선 방사광은 그 아래에 있는 생분해성 

고분자에 노광 되고, 수 KJ/cm3 이상의 X-선 방사광 에너지가 

생분해성 고분자에 전달되면 생분해성 고분자의 분자의 주요 결합을 

끊게 된다. 이로 인해, X-선 노광된 생분해성 고분자의 용융점, 수 평균 

분자량, 중량 평균 분자량 및 결정화도를 낮추고, 분산도를 높이게 된다. 

X-선 방사광 노광 후, 생분해성 고분자 및 Si 기판은 KOH 수용액에 

넣어둔 채로 수십 분 동안 현상시킨다. 이후에 Si 기판을 꺼내면, X-선 

방사광에 노광된 영역만 KOH 수용액에 빠르게 가수분해되어, 노광 

되지 않은 생분해성 고분자 영역과 분리되게 된다. 이후, 탈 이온화된 

물을 이용하여 깨끗이 씻어내면, Si 기판에 남아있는 생분해성 고분자 

부분은 Au 마스크에 형상화된 모습과 동일하게 형상화되게 된다. 즉, 

리소그래피가 진행 완료된 것이다. 

본 절에서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X-선 방사광을 이용하여 미세 

가공할 수 있는 X-선 리소그래피 공정 개념을 강구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실제로 생분해성 고분자에 X-선 리소그래피를 활용한 미세 

구조체 제작방식 및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２-16 생분해성 고분자를 미세 가공하는 X-선 리소그래피 개념도 

  

X-ray 
mask

Titanium 
sheet

Si substrate

Biodegradable 
polymer

Irradiated 
area

X-ray

Polyimide
film Gold

Biodegradable
polymer

Si
substrate

Titanium
sheet

Irradiated
polymer



62 

제２절 생분해성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 제작 
 

２.２.１ 적층형 마이크로구조체 제작 공정 개발 

  

본 절에서는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적층형 마이크로구조체를 

제작하는 X-선 리소그래피 공정을 개발하고, 그 공정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2-17 은 적층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을 미세 

가공하는 X-선 리소그래피의 공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생분해성 

고분자를 Si 웨이퍼와 같은 기판에 스핀 코팅하여 증착 한다 (그림 2-

17(a)). 이후, 적층 공정을 활용하여,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을 여러 장 

적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2-17(b)). X-선 방사광이 Au 마스크 

영역 중 Au 두께가 두꺼운 부분은 거의 통과하지 못하고, Au 두께가 

얇은 영역은 X-선 방사광이 통과하게 된다. 통과된 X-선 방사광은 그 

아래에 있는 생분해성 고분자에 노광 되고, 10 KJ/cm3 이상의 X-선 

방사광 에너지를 생분해성 고분자에 노광 시킨다 (그림 2-17(c)). X-

선 방사광 노광 후, 생분해성 고분자 및 Si 기판은 KOH 수용액에 

넣어둔 채로 1시간 동안 현상시킨다 (그림 2-17(d)). 이후에 Si 

기판을 꺼내면, X-선 방사광에 노광된 영역이 Si 웨이퍼에서 분리되어 

노광 되지 않은 생분해성 고분자 영역이 마이크로구조체가 되게 된다 

(그림 2-17(e)). 이후, 탈 이온화된 물을 이용하여 깨끗이 씻어낸 후, 

Si 기판에 남아있는 생분해성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를 수집하면,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적층된 마이크로구조체를 제작할 수 있다. 

적층 공정은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71]. 표면에너지의 차이를 이용하여 생분해성 고분자를 적층하는 

방식으로, PDMS가 코팅된 Si 웨이퍼가 적층 될 생분해성 고분자를 

증착하고 떼어내는데 사용되었다. 적층 공정으로 생분해성 고분자를 

여러 층 적층 할 수 있고, 같은 종류의 생분해성 고분자가 아니더라도 

적층이 가능하다. 본 실험에서는 다른 생분해성 고분자에 비해 

가격측면에서 저렴하여, 많은 실험이 가능한 PCL 고분자를 사용하였다.  

생분해성 고분자 PCL의 적층 결과는 그림 2-18 와 같다. PCL 

10% (w/v)의 용액을 스핀 코팅 가속 RPM 2500, 가속시간 25초로 

웨이퍼와 PDMS가 코팅된 웨이퍼 위에서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PCL 

고분자 필름의 높이는 각각 9, 10 μm 였다 (그림 2-18 (a, b)). 이후 

두 웨이퍼의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이 마주보도록 접합 한 뒤 가열기에 

올려서 5분동안 가열하였다. 가열기에서 제거하여 공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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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동안 놓아 온도를 떨어트린 뒤 최종적으로 분리하였다 (그림 2-18 

(c)).  2층 적층 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높이는 약 17~18μm이며 

이는 위에서 제작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높이인 9~10μm 의 2배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18 (d)). 게다가 적층된 가장자리 영역은 

100 μm 로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높이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균일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X-선 방사광 노광이 가능하도록 적층된 생분해성 

고분자 PCL 필름이 준비되었다. 다음절에서는 X-선 리소그래피를 

진행하기 위한 마스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림 ２-17 생분해성 고분자 X-선 리소그래피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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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 웨이퍼 위에 증착된 PCL 고분자 필름 

 

(b) PDMS 가 코팅된 웨이퍼 위에 증착된 PCL 고분자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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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층 적층된 PCL 고분자 필름 

 

(d) 2층 적층된 PCL 고분자 필름의 높이 측정 결과 
 

그림 ２-18 생분해성 고분자 PCL 필름의 적층  

50

18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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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２.２ Au 마스크 설계 및 제작 

 

본 절에서는 생분해성 고분자 X-선 리소그래피 공정에 사용되는 

Au 마스크를 제작하고자 한다. 그림 2-19 은 X-선 리소그래피용 Au 

마스크를 제작하는 공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Si 웨이퍼 위에 150 

μm 두께의 폴리이미드 필름을 붙인다 (그림 2-19(a)). 그 다음 

폴리이미드 위에 Ti 층과 Au 시드 층을 금속 스퍼터 장비를 이용하여 

각각 300, 1500 Å 증착 한다 (그림 2-19(b)). Ti 층은 Au 시드가 

폴리이미드 필름과는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증착 하는 것이며, Au 시드층은 Au 도금공정을 위해 증착 된다. 이 후, 

Au 도금 벽이 형성될 곳을 설정하기 위한 형상화 공정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Au 도금 높이보다 더 높게 증착 될 수 있는 감광제를 

선택하여 도포한 후, UV 리소그래피 공정으로 원하는 모양을 

형상화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 생분해성 고분자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X-선 방사광 노광량을 계산한 결과, 2 KJ/cm3 이상의 에너지가 Au 

마스크로 막히지 않은 부분을 통과할 때, Au 마스크가 10 μm 의 

두께를 가지는 부분에는 X-선 방사광의 많은 에너지를 흡수함을 그림 

2-8 에서 확인한바 있다. 하지만, 고 에너지 영역의 X-선 방사광은 

통과가 가능하므로, Au 마스크의 두께는 두꺼울수록 좋다, 즉, Au 

마스크의 두께는 10 μm 이상이 필요하고, 따라서 도금 공정 시 주형이 

될 감광제는 10 μm 이상 증착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에 10 μm 이상 

증착이 가능한 UV 리소그래피용 SU-8 2025 (MicroChem. Inc., USA) 

감광제를 사용하여 마스크 형상화를 진행하였다. SU-8 2025 를 가속 

RPM 4000, 가속시간 35초 조건으로 스핀 코팅하여 25 μm 높이로 

증착 하였다. 이 후, MA-6 Aligner (Karl-suss, Germany)를 사용하여 

15초 동안 노광을 하고, 95℃ 가열기에서 8분을 놓아두었다 (그림 2-

19(c)). 다음 SU-8 현상액 (MicroChem. Inc., USA) 에 5분간 담아 

빛에 노출되지 않은 SU-8을 제거하였다 (그림 2-19(d)). 제작된 

SU-8 주형을 가지고 Au 도금 공정을 진행하였다 (그림 2-19(e)). Au 

도금은 노출된 면적에 따라 증착 되는 속도가 다르며, 본 실험에서는 

시간당 3.5 μm 의 도금 조건으로, 마스크의 목적 별로 다른 Au 도금 

두께를 가지도록 제작하였다. Si 웨이퍼를 폴리이미드 필름과 분리시키고 

녹인 (그림 2-19(f)), 아세톤을 사용하여 남은 SU-8 물질을 녹여, Au 

마스크를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림 2-1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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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9 X-선 리소그래피용 Au 마스크 제작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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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마스크의 형상이 최종적으로 제작될 생분해성 고분자 

구조체와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는, Au 도금공정을 위한 감광제 형상화 

단계에서 잘 형상화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Au 도금은 막혀져 있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Au 시드층이 노출된 영역에 단순히 Au 입자가 

채워지는 공정이기 때문이다. 즉, 형상화된 SU-8 2025 주형이 실제 

생분해성 고분자 구조체의 역상과 일치하므로, 노광 조건에 알맞게 

공정하여야 최종 생분해성 고분자 구조체의 크기 및 높이가 일치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Au 마스크의 레이아웃은 그림 2-20 과 

같다. X-선 리소그래피 및 생분해성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의 제작 

가능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4 개의 마스크를 설계하였다. 

2 개의 X-ray chamber mask ver_1 과 X-ray chamber mask ver_2 

는 10~500 μm 크기의 정사각형의 모양이 형상화되어 있으며, X-ray 

various shape mask 는 5~50 μm 크기의 다양한 모양이 형상화되어 

있고, X-ray micron chamber mask 는 4~10 μm 크기의 다양한 

모양이 형상화되어 있다. 설계한 마스크 4 개의 상세한 정보는 표 2-4 

에 나열하였다. 각각의 마스크는 다양한 모양 및 크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Au 마스크는 다양한 모양 및 크기를 

가지는 생분해성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 제작에 사용할 수 있다. 

 

표 ２-4 설계 마스크의 상세 정보 
Mask name Shape Size 

X-ray chamber 

mask ver_1 
Square 

10 μm, 50 μm, 

100 μm, 

500 μm 

X-ray chamber 

mask ver_2 
Square 

30 μm, 50 μm, 

100 μm, 

500 μm 

X-ray various  

shape mask 

Triangle, Star, 

Circle, Doughnut, 

10 μm, 20 μm, 

30 μm, 40 μm, 

50 μm 

X-ray micron 

chamber mask 

Triangle, Pentagon, 

Circle, Bullet 

4 μm, 6 μm, 

8 μm, 1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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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ray chamber mask ver_1 레이아웃 

 

(b) X-ray chamber mask ver_2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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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X-ray various shape mask 레이아웃 

 

(d) X-ray micron chamber mask 레이아웃 

그림 ２-20 Au 마스크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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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Au 마스크를 제작한 결과는 그림 2-21 과 같다. X-ray 

chamber mask ver_1 과 X-ray chamber mask ver_2 는 각각의 Au 

도금 두께가 14 μm 및 4 μm 으로 다르다. 또한, Au 마스크를 

이용하여 제작 가능한 마이크로구조체의 총 수량은 각각 766 개 및 

596,000 개 이다. 이는 Au 두께에 따른 X-선 방사광 에너지의 투과 

정도를 확인하고, 서로 다른 X-선 방사광 에너지가 노광된 생분해성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를 제작해보고자 하는 목적과, 대량생산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다. Au 마스크 두께에 따른 

생분해성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의 제작 및 대량생산 가능성 평가 

내용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X-ray various shape 

mask 의 Au 두께는 15 μm 이며, 다양한 모양이 마이크로구조체의 총 

수량은 6,000,000 개 이다. X-ray micron chamber mask 는 Au 

두께가 다른 2 개를 동시에 제작하였으며, 두께는 각각 1.5 μm 및 1. 

8 μm 이고, 제작 가능한 마이크로구조체의 총 수량은 12,000,000 개 

이다. 이는 마이크로구조체의 크기가 수 μm 로 작아짐에 따라 

설계도면이 집적화되어, 더 많은 수량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21(d) 에는 Au 두께가 8 μm 인 마스크의 사진이며, Au 두께가 

1.5 μm 인 마스크는 2.2.5 절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실제로 제작한 Au 마스크는 다양한 모양 및 크기의 형상을 

가짐과 동시에, 서로 다른 Au 두께의 지고 있으므로, 사용목적에 따라 

적절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생분해성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를 제작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로 다른 Au 두께를 가지도록 X-선 

리소그래피용 Au 마스크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X-선 

리소그래피가 단순히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마이크로구조체를 

형상화하는 것을 넘어서 더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고찰 부분에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본 절에서는 

X-선 리소그래피를 위한 Au 마스크까지 설계 및 제작을 완료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생분해성 고분자에 X-선 방사광 노광을 진행하고, 

알칼리 용액으로 현상하는 과정을 진행하여 생분해성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 제작 결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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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ray chamber mask ver_1 제작 결과 

 

(b) X-ray chamber mask ver_2 제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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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X-ray various shape mask 제작 결과 

 

(d) X-ray micron chamber mask 제작 결과 

그림 ２-21 Au 마스크 제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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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２.３ 마이크로구조체 제작 

 

본 절에서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X-선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미세 가공하는 과정 및 생분해성 고분자 적층형 마이크로구조체를 

제작한 결과를 설명하도록 한다. 공정에는 제작된 X-선 리소그래피용 

Au 마스크 중 X-ray chamber mask ver_1 과 X-ray chamber mask 

ver_2 를 사용하였다.  

그림 2-22 는 포항가속기연구소의 9D 방사광관 헬륨 실의 노광 

실험 장치 구성과 스캐너에 장착된 장착된 Au 마스크 및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2(a) 의 왼쪽의 스캐너 

부분에는 노광 하고자 하는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이 증착된 Si 웨이퍼와, 

형상화하고자 하는 Au 마스크를 척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X-선 

방사광은 오른쪽의 길다란 관을 통해서 나오며, 스캐너는 X-선 

방사광과 수직하게 설계되어 있다. X-선 방사광은 항상 일정한 

높이에서 출력되며, 스캐너를 상하로 왕복하여 움직이게 하면서 

스캐너에 장착된 Au 마스크 및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을 노광 시킬 수 

있다. 적층 공정에서 제작한 2층의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이 올려진 Si 

웨이퍼를, Ti 기판과 함께 고정용 척에 올려 놓고 동 테이프를 이용하여 

단단히 접착시킨다 (그림 2-22(b)). 이 위에, 너비가 각각 30, 50 μm 

의 정사각형 형상이 새겨진 두께 4 μm 의 Au 마스크를 다른 척에 

고정한 후, 스캐너 장치 위에 겹치게 하여 고정하였다 (그림 2-22(c)).  

그림 2-23은 X-선 방사광 노광을 진행중의 사진이다. 아래의 

밝은 부분이 가로 12 cm x 세로 1.1 cm 의 X-선 방사광선이다. 

방사광선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서보 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스캐너를 

일정한 속도로 상하로 이동시키면서 고정된 Si 웨이퍼의 면적 전체 또는 

일부분만을 선택하여 노광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실험에서는 X-선 

백색광 또는 0.5°반사시설을 이용한 X-선 반사광을 360 ㎃의 

전류량으로 각각 60 분 및 150 분간 4인치 웨이퍼 전면 (스캐너 

작동범위: 12cm)에 노광하였다.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제공되는 노광량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Au 마스크의 얇은 부분에 통과하여, 

생분해성 고분자 영역에 조사되는 영역에는 약 15 KJ/cm3 의 균일한 

에너지가 Si 웨이퍼 전체에 조사된 것으로 계산되었다. Au 마스크의 

두꺼운 부분에 의해 흡수되는 영역 아래의 생분해성 고분자 영역은, 

백색광을 조사한 경우 0.2 KJ/cm3, 0.5°반사광을 조사한 경우 0.002 

KJ/cm3 의 노광 에너지가 조사된 것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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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선 리소그래피 노광 실험 장치 구성 

  
(b)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이 

증착된 Si 웨이퍼 고정 결과 
(c) Au 마스크가 고정된 척 

그림 ２-22 X-선 리소그래피 노광 실험 장치 구성 
  

X-ray

Scanner

Au mask &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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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23 X-선 방사광의 노광 진행 중 사진 

 

  

(a) 검은색 원 영역의 X-선 

리소그래피 전 표면 사진 

(b) 검은색 원 영역에 형상화될 

Au 마스크 모양 

  

(c) 검은색 원 영역의 X-선 

리소그래피 후 표면 사진 

(d) X-선 리소그래피 후 변성된 

PCL 고분자 전체 사진 

그림 ２-24 X-선 리소그래피 전후의 PCL 고분자 표면 사진 및 사용된 
Au 마스크의 모양 

X-ray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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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는 X-선 리소그래피 전후의 PCL 고분자 표면 사진 

및 사용된 Au 마스크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 2층 적층된 PCL 고분자 

필름의 X-선 방사광에 노광 되기 전 표면은 그림 2-24(a) 과 같이, 

특정한 형상이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 그림 2-24(b) 의 Au 

마스크를 위에 놓고, X-선 방사광을 이용하여 노광시켰다. 이 후, PCL 

고분자의 표면은 그림 2-24(c) 와 같이, 정사각형 모양이 새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림 2-24(b) 와 같음을 알 수 있다. PCL 

고분자 필름 전체에 노광을 시킨 결과는 그림 그림 2-24(d) 와 같으며, 

사용된 그림 2-21(b) 마스크와 동일한 모양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X-선 방사광 노광을 통해, Au 마스크에 모양을 PCL 고분자에 

그대로 형상화할 수 있었다. 

노광 공정 이 후, 45% (w/v) KOH 를 이용하여 현상 공정을 

진행하였다. 현상 공정은 노광된 생분해성 고분자가 증착된 Si 웨이퍼 

전체를 KOH 용액에 투입하여 진행하거나, 필요한 부분에만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KOH 용액을 한 방울 떨어트려 현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그림 2-25(a) 는 KOH 용액을 50 μm 너비의 정사각형 형상이 

새겨진 곳에 한 방울 떨어트려 현상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현상 

공정을 30분 진행하고, 그 영역 부분을 스포이드로 재 수집하여 2-

25(b) 의 필터 장치에 탈 이온 수와 함께 투입한다. 사용된 필터 

장치는, 0.22 μm 미만의 입자는 아래로 통과시키고, 그보다 큰 

입자들은 통과시키지 않고 위의 흰색 종이 필터에 걸러지게 된다. 본 

실험에서 제작하는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마이크로구조체 크기는 4 

μm 이상이므로, 구조체를 제외한 모든 물 입자 또는 KOH 입자는 흰색 

종이 필터에 걸러지지 않고 통과하게 된다. 흰색 종이 필터의 구멍이 

작아 입자를 거르는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진공펌프(vaccum pump)를 

연결하여 강제로 뽑아내게 하여 속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수 분 이상 

탈 이온 수를 흘려주어 현상액을 제거하고, 흰색 종이 채 위에 남겨진 

씻겨진 마이크로구조체를 다시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뽑아낸 뒤, 작은 

통에 넣어서 원심분리를 진행한다 (그림 2-25(c)). 원심분리를 

진행하면, 무게가 무거운 생분해성 고분자 마이크로 구조체들은 

바닥으로 가라앉으며 물과 분리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한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마이크로구조체들을 간단히 현상할 수 있으며, 

현상액으로부터 제작된 마이크로구조체들을 원심분리를 통해 손쉽게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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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OH 용액을 이용한 현상 

공정 진행 

(b) 현상 공정 후 마이크로구조체 

수집을 위한 필터 장치 

  
(c) 마이크로구조체 수집을 위한 

원심분리기 장치 

(d) 원심분리후 수집된 PCL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 

그림 ２-25 X-선 리소그래피 현상 공정 장치 구성 
  

0.22 um filter

Vaccum
pump

Beaker

Developer & Microstructures

Centrifuged 
Micro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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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 미세 가공된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마이크로구조체의 모습을 광학현미경 및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2-26 은 

광학현미경 촬영 결과이며, 그림 2-27 은 SEM 측정 결과이다. 

그림 2-26에서 보듯이 15 KJ/cm3 노광된 PCL 고분자 영역은, 

그보다 적게 노광된 (0.002 KJ/cm3) 영역과 확실히 분리되며, KOH 

용액에서 녹아 사라질 수 있음을 Si 웨이퍼 관측을 통해 확인하였다. 

X-선 0.5°반사광을 사용하여, 총 15 KJ/cm3 의 균일한 

에너지가 조사된 영역은, Au 마스크에 의해 대부분의 에너지가 흡수되고 

0.002 KJ/cm3 의 에너지만 노광된 영역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7(a)). 또한, 50 μm 너비로 

마이크로구조체가 잘 제작되었으며,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것으로 

관측되었다 (그림 2-27(b)). 백색광을 사용하여, 총 15 KJ/cm3 의 

균일한 에너지가 조사된 영역은 현상액에서 0.2 KJ/cm3 의 에너지가 

노광된 마스크 영역과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7(c)). 그러나, 현상속도의 경우 X-선 0.5°반사광을 사용한 

경우보다 빠르고, KOH 용액에 오래 있을 경우 마이크로구조체가 녹아 

없어지는 것이 관측되어, 현상시간을 10분 정도로 진행하여 관측하였다. 

백색광 사용의 경우 50 μm 너비보다 조금 축소된 형태의 

마이크로구조체가 제작되었으며, 제작된 구조체는 표면이 거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27(d)).  

 

 

그림 ２-26 현상 공정 후 PCL의 광학 현미경사진 

Masking
region

Irradiatio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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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선 0.5°반사광을 노광한 구조체 제작 결과 

 

(b) X-선 0.5°반사광을 노광한 구조체 제작 결과 확대 

  

Irradiation
line

Maski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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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X-선 백색광을 노광한 구조체 제작 결과 

 

(d) X-선 백색광을 노광한 구조체 제작 결과 확대 

그림 ２-27 X-선 0.5°반사광 및 백색광을 이용하여 제작한 구조체 
SEM 측정 결과 

  

Irradiat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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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분해성 고분자 중 PCL 외에 PLGA (85:15) 고분자 

역시 X-선 리소그래피가 가능한지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PLGA (85:15) 

고분자 역시 노광 및 현상 공정조건은 PCL 과 동일하였다. 그림 2-28 

은 현상 공정 및 필터 장치를 통해 수집한 생분해성 고분자 PCL 및 

PLGA (85:15) 마이크로구조체의 SEM 측정 결과를 보이고 있다.  

PCL 고분자 필름을 3층 적층하고 X-선 0.5°반사광을 사용하여, 

총 15 KJ/cm3 의 균일한 에너지를 조사하였다. Au 마스크에 의해 

대부분의 에너지가 흡수되고 0.002 KJ/cm3 의 에너지만 노광된 영역은 

현상 공정을 통해 깨끗이 분리될 수 있다. 그림 2-28(b) 는 정육면체 

형태로 깔끔한 옆면과, 평평한 표면을 보이는 30 μm 크기의 

마이크로구조체를 보이고 있다. 단, SEM 측정을 위해 현상 공정을 

10분만 진행하고 수집한 것을 사용하였다.  

PLGA (85:15) 고분자 필름을 2층 적층하고 역시 X-선 

0.5°반사광을 사용하여, 총 15 KJ/cm3 의 균일한 에너지를 조사하였다. 

PLGA (85:15) 역시 Au 마스크에 의해 대부분의 에너지가 흡수되고 

0.002 KJ/cm3 의 에너지만 노광된 영역은 현상 공정을 통해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림 2-28(d) 는 정육면체 형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사각형태를 가지고 있는 30 μm 크기의 마이크로구조체를 

보이고 있다. SEM 측정을 위해 PCL 의 경우와 같이 현상 공정을 

10분만 진행하고 수집하였음에도, 깔끔한 표면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PLGA (85:15) 의 기본적인 가수분해 속도가 PCL 보다 빠르기 

때문으로, PLGA (85:15) 에 X-선 리소그래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광 및 현상 조건의 수립이 필요하다 [18].  

본 실험 결과 생분해성 고분자에 X-선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미세 가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광된 영역이 비 노광된 영역과 

분리되는 형태로 마이크로 구조체가 제작되며, 생분해성 고분자가 여러 

층의 적층형태로 이루어져 있어도 마이크로구조체가 될 수 있다. 

생분해성 고분자 중 PCL 및 PLGA (85:15) 고분자의 미세 가공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미세 구조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X-선 리소그래피가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본적인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모양 및 크기의 적층형 

생분해성 고분자 구조체를 제작하는 것 역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절에서는 다양한 모양 및 크기를 가지는 생분해성 

고분자 마이크로 구조체를 제작하고 평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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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CL 마이크로구조체 제작 결과 

 

(b) PCL 마이크로구조체 제작 결과 확대 

 

X-ray irradiat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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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LGA (85:15) 마이크로구조체 제작 결과 

 

(d) PLGA (85:15) 마이크로구조체 제작 결과 확대 

그림 ２-28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마이크로구조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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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２.４ 다양한 모양 및 크기의 마이크로구조체 제작 

 

본 절에서는 X-선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미세 가공한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다양한 마이크로구조체를 제작하였다. 공정에는 X-선 

리소그래피용 Au 마스크 중 X-ray various shape mask 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생분해성 고분자는 PCL 고분자이다. 

그림 2-29 는 다양한 크기의 사각형태의 PCL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를 SEM 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2-29(a) 는 

10~25 μm 크기의 사각형태의 마이크로구조체가 제작 가능함을 

보이고 있으며, 그림 2-29(b)~29(d) 는 각각 10, 30 및 50 μm 

크기의 구조체의 옆면 사진이다. 크기와 무관하게 칼로 자른 것과 같이 

깔끔한 옆면을 가지고, Au 마스크의 사각형태의 모양과 동일하게 

형상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29(e) 는 X-선 리소그래피 

노광 전에 3층 적층된 PCL 구조체의 옆면을 SEM 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각각의 PCL 고분자 필름 층은 9~10 μm 크기의 높이를 

가지며, 3층 적층 되어 약 28 μm 의 두께를 가진다.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PCL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는 그림 2-29(c) 와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완전하게 형상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30 은 다양한 모양 및 크기를 가지는 PCL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를 SEM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각각 육면체, 기어, 

알파벳, 평판 및 원통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크기는 10 μm 

에서부터 1 mm 크기까지 다양하다. X-선 노광량 0.01 KJ/cm3 이 

쬐어진 그림 2-30(a)~30(e) 의 원통형 마이크구조체와는 다르게 X-

선 노광량 1 KJ/cm3 이 쬐어진 그림 2-30(f) 의 원통형 

마이크구조체의 표면은 다공성의 형태와 같이 상당히 울퉁불퉁하다.  

이와 같이 Au 마스크의 모양에 따라 생분해성 고분자를 다양한 

모양으로 형상화할 수 있으며, 10 μm 크기의 미세구조체는 물론, 수 

mm 크기 단위의 구조체 역시 쉽게 가공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리소그래피와는 다르게, X-선 리소그래피는 구조체 영역에도 

X-선 노광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같은 모양의 구조체라도 서로 

다른 X-선 노광량을 쬐어, 서로 다른 표면성질을 가질 수 있음을 그림 

2-30 에서 보였다. 즉, 마이크로구조체의 표면처리공정을 리소그래피 

공정 중에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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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29 다양한 크기의 PCL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 

15 μm

10 μm

25 μm

20 μm

(a)

10 μm

(b)

30 μm

(c)

50 μm

(d)

28 μm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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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선 노광량 0.01 KJ/cm3 

의 육면체형태 구조체 

(b) X-선 노광량 0.01 KJ/cm3 

의 기어형태 구조체 

  
(c) X-선 노광량 0.01 KJ/cm3 

의 알파벳 Q 형태 구조체 

(d) X-선 노광량 0.01 KJ/cm3 

의 평판형태 구조체 

  
(e) X-선 노광량 0.01 KJ/cm3 

의 원통형태 구조체 

(f) X-선 노광량 1 KJ/cm3 의 

원통형태 구조체 

그림 ２-30 다양한 모양의 PCL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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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２.５ 수 μm 크기의 구조체 제작 

 

본 절에서는 X-선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수 μm 크기의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마이크로구조체 역시 제작 가능함을 보이고자 

한다. 수 μm 크기 구조체의 경우, 의료용 체내 삽입 장치 중 

약물전달시스템의 전달체와 같은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며, 생분해성 

고분자로 이루어져 체내 삽입 후 별다른 제거 수술이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특정한 홈을 가져 약물전달시스템의 추진체가 

흡착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능동형 약물전달시스템 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수 μm 크기로 생분해성 고분자를 미세 가공하는 

공정에는 X-선 리소그래피용 Au 마스크 중 X-ray micron chamber 

mask 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생분해성 고분자는 PCL 고분자이다.  

수 μm 크기의 구조체 제작 결과를 보이기에 앞서, X-선 

리소그래피용 Au 마스크를 제작하는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선보였던 수십 μm 이상 크기의 구조체 제작용 Au 마스크는 

Au 도금 높이 대비 형상화하고자 하는 모양의 너비가 작지 않아 제작에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수 μm 크기의 모양을 가지는 Au 마스크의 

경우 제작이 상당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왜냐하면, Au 마스크의 모양 

및 크기와 상관없이, X-선 리소그래피에 필요한 Au 도금 높이는 5 μm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Au 마스크 제작을 위해 UV 

리소그래피를 진행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10 μm 너비의 

사각형태로 두께 5 μm Au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Au 도금 전 UV 

감광제로 Au 기판 위에 형상화된 역상이 너비 10 μm, 높이 10 μm 

의 종횡비 1을 가지도록 제작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5 μm 

너비의 사각형태로 두께 5 μm Au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Au 도금 전 

UV 감광제로 Au 기판 위에 형상화된 역상이 너비 5 μm, 높이 5 μm 

의 종횡비 1을 가지도록 제작하면 Au 도금이 넘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한다. Au 도금을 위해서는 최소 5 μm 높이의 여유도가 필요하며, 

이 경우 종횡비 2를 가져야 한다. 고종횡비의 구조물은 많은 문제가 

있으며, UV 리소그래피를 사용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수직 

경사도가 90°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직하지 않은 경사도를 가진 

감광제 구조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빈 공간을 도금하여 채워진 Au 

마스크가 설계한 모양 및 크기와 같지 않게 된다. 따라서, X-선 

리소그래피를 위해서는 Au 기판 위에 형상화된 역상이 수직한 경사도를 

가져 Au 도금 후에도 수직한 경사를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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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리소그래피용 마스크가 수직한 형상의 Au 도금 기둥을 

가지기 위해, UV 리소그래피 외에 전자 빔(electron beam) 

리소그래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96]. 이 방법은 크롬 mask 

제작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수 nm 급의 정교하고 정확한 

형상 제작이 가능하며 마스크 제작이 따로 필요 없는 노광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직접 형상을 웨이퍼 위에 그리는 직접 인쇄(direct writing) 

방식을 사용하므로 노광 시간이 오래 걸려 많은 형상을 제작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또한, 사용 가능한 감광제도 최대 수 μm 두께로 

제한되어 있고, UV 리소그래피 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공정이라는 

단점이 있다. 

다양한 공정법이 존재함에도 수 μm 크기의 X-선 리소그래피용 

Au 마스크를 한번에 제작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간(intermediate) 

단계 마스크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X-선 리소그래피용 

Au 마스크를 제작하고자 한다 [97]. 이 방법은 중간단계 마스크 까지는 

일반적은 UV 또는 전자 빔 리소그래피를 이용하며, 최종 Au 마스크 

제작은 X-선 리소그래피를 이용하는 것이다. 즉, 기존 공정으로는 수 

μm 크기의 저종횡비 구조물을 제작하여 X-선 리소그래피용 Au 

마스크를 먼저 제작한다. 이를 이용하여 X-선 리소그래피를 X-선용 

감광제에 한번 더 진행하고 Au 도금 공정을 거쳐, 고종횡비의 구조를 

가지는 Au 마스크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98-100].  

그림 2-31 은 UV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Au 도금 두께 1.5 

μm 를 가지는 중간단계 마스크를 제작한 결과 사진이다. 그림 2-32 

는 제작된 중간단계 마스크의 SEM 및 현미경 측정 결과이다. 제작된 

Au 마스크 내부는 1 x 1 cm 로 구역이 나뉘어 있으며, 각 구역은 그림 

2-20(d) 에 도시한 모양이 새겨져 있다. 이 중 총알형태 모양으로 

세로길이가 4 μm, 가로방향으로 2 x 1 μm 크기의 안쪽으로 들어간 

홈이 있으며, 가로길이가 각각 4, 6 및 8 μm 인 영역을 

광학현미경으로 자세히 확대하여 관찰하였다. 총알 모양의 내부가 

도금이 된 영역이며 총알 모양 외부는 Au 시드 층 (두께: 0.15 μm) 만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를 통해 제작하고자 하는 모양과 거의 흡사하게 

형상화 되었고, 도금 역시 1 μm 크기의 홈 부분까지 잘 채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금 높이는 1.5 μm 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최종단계의 Au 마스크를 제작하고 생분해성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 

제작에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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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u 도금이 1.5 μm 두께로 형성된 중간단계 Au 마스크 

제작 결과 

 

(b) 중간단계 Au 마스크의 4 x 4 μm 모양  

4.6 µm

4.2 µm

4 μm

4 μm 1 μm

Target pattern

2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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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중간단계 Au 마스크 내 4 x 6 μm 모양 

 

(d) 중간단계 Au 마스크 내 4 x 8 μm 모양 

그림 ２-31 중간단계 Au 마스크 제작 결과 
 

6 μm

4 μm 1 μm

Target pattern

2 μm

6.3 µm

4.2 µm

8.0 µm

4.2 µm

8 μm

4 μm 1 μm
Target pattern

2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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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 현상 전의 중간단계 Au 마스크의 4 x 4 μm 크기 Au 기둥 

 

(b) 중간단계 Au 마스크의 4 x 4 μm 크기의 Au 기둥 모양  

 

Photoresist

Au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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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중간단계 Au 마스크의 4 x 4 μm 크기의 Au 도금 두께 

 

(d) 중간단계 Au 마스크 내 4 x 4 μm 영역 

그림 ２-32 중간단계 Au 마스크의 도금 공정 결과 
  

Au



94 

제작된 중간단계의 Au 마스크를 이용하여 X-선 리소그래피를 

사용하여 고종횡비의 구조를 가지는 최종단계 Au 마스크를 제작하였다. 

중간단계 Au 마스크를 제작할 때와 같이 폴리이미드가 Si 웨이퍼 위에 

접착된 기판에 Au 증착 공정을 이용하여 Ti/Au 시드 층 (300/1500 Å) 

을 형성한다. 그 위에 X-선 리소그래피용 감광제인 SU-8 고분자를 12 

μm 높이로 도포하여 가열기를 이용하여 굳힌 뒤, 중간단계 Au 

마스크와 함께 SU-8에 X-선 방사광 노광을 진행한다. X-선 노광량이 

40 J/cm3 이 되기 위한 노광 시간은 1분이며, 노광된 SU-8을 PEGMA 

현상액과 초음파세척기를 이용하여 10분 동안 현상시킨다. 현상된 SU-

8에 Au 도금공정을 진행한다. 도금은 시간당 4 μm 의 속도로 2시간 

진행하여, 총 8 μm 의 Au 도금 두께를 가지도록 하였다. 

최종단계 Au 마스크의 제작 결과는 그림 2-33 에 도시하였다. 

여러 모양 중 총알형상에 1 μm 의 홈이 파인 영역을 광학현미경으로 

측정한 결과, SU-8에 형성된 모양은 실제 중간단계 Au 마스크의 

형상보다 조금 더 넓고, 각이 없이 둥글둥글하게 형성되었다. 제작된 

SU-8 형상에 Au 도금공정을 진행한 결과, 전체적으로 Au 도금이 

골고루 진행되지는 않는 것처럼 확인되었다. 이는, 실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SU-8이 고종횡비로 잘 형성되어도, Au 도금 공정 역시 

고종횡비의 구조물에는 적용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또한, X-선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SU-8을 미세 가공하는 것에는 X-선 노광량이 

중요하며, 노광량 조건을 40 J/cm3 이상에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생분해성 고분자를 X-선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미세 

가공하는 것을 보이는 논문이므로, 더 정밀하고 미세한 Au 마스크를 

제작하기 위한 실험 방법 및 결과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대신에, 

제작되어 있는 중간단계 Au 마스크 (Au 두께: 1.5 μm)를 이용하여도 

생분해성 고분자를 미세 가공할 수 있음을 보이는 내용을 추가 기술한다. 

Au 두께가 1.5 μm 로 낮은 경우, X-선 방사광의 투과도가 높기 

때문에, 백색광이 아닌 0.6°반사광을 사용해서 입력되는 X-선의 

노광에너지를 낮춰야 하며, 노광 및 현상 조건을 상당히 정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고려하지 않았던 X-선에 의한 Au 마스크의 열 전달 

및 뒤틀림 문제, 기판과 Au 마스크의 초정밀교합 및 냉각 조건 등을 

상세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생분해성 고분자를 수 μm 크기로 

미세 가공하는 실험을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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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간단계 Au 마스크 

(Au 두께: 1.5 μm) 

(b) 최종단계 Au 마스크 

(Au 두께: 8 μm) 

  

(c) 제작하고자 하는 모양 
(d) 중간단계 마스크 제작 시 

사용된 UV용 마스크 모양 

  
(e) 중간단계 Au 마스크의 모양 

(Au 두께: 1.5 μm) 

(f) 최종단계 Au 마스크의 모양 

 (Au 두께: 8 μm) 

그림 ２-33 최종단계 Au 마스크 제작 과정 및 결과 
  

4 um

4 um

1 μm

target pattern

Au

Au electroplating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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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십 μm 크기의 X-선 리소그래피 조건을 그대로 

사용하여, 4 μm 크기의 PCL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를 제작하였다. 

노광 개념도 및 실험 결과는 그림 2-34 에 도시하였다. X-선 

리소그래피 실험 시, X-선 방사광선의 폭은 1.1 cm 로 고정되어 있으며, 

4인치 웨이퍼 전면에 X-선 방사광을 노광 하기 위해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웨이퍼를 움직여주게 된다. 포항가속기연구소의 9D 

방사광관에서는 스캐너의 움직이는 범위를 임의로 설정가능하며, 4인치 

웨이퍼 전면에 노광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2 cm 로 설정한다 

(그림 2-34(a)). 또한, X-선 방사광은 직진성이 뛰어나므로, Au 

마스크는 노광되는 시료와 거리가 최대 3 mm 정도까지 떨어트려 

노광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2-34(b)). 본 실험에서는, 0.6°X-선 

반사광을 사용하여, 노광량은 15 KJ/cm3, 냉각 온도는 20°로 설정하고, 

Au 마스크와 노광되는 시료는 3 mm 및 30 μm 간격으로 2회 노광을 

진행하였다. 노광된 시료는 10 분 동안 현상공정을 거쳐 PCL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를 획득하였다.  

그림 2-34(c) 는 Au 마스크와 PCL 고분자 시료를 3 mm 

간격으로 떨어트린 뒤 노광한 결과이며, 그림 2-34(d) 는 Au 마스크와 

PCL 고분자 시료를 30 μm 간격으로 흡착시켜 노광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 30 μm 간격으로 접착한 PCL 시료는 노광 후 Au 마스크와 분리 

시, PCL 고분자가 Au 마스크에 달라붙어 찢어져 대부분의 영역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3 mm 간격으로 떨어트린 뒤 노광한 

시료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관측 시 노광이 잘 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X-선 리소그래피를 Au 마스크와 기판을 3 mm 떨어트리는 

조건으로 PCL 고분자를 노광한 경우 L1, L2, L3 및 L4 영역을 

측정하였다. 그림 2-34(e) 와 같이 하나의 구조체 영역에 2개씩 

쌍으로 PCL 고분자 구조체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림 

2-34(f) 과 같이 X-선 방사광에 의해 Au 마스크에 열이 전달되면서 

뒤틀림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기판과 Au 마스크가 3 mm 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판을 Au 마스크와 접착하는 경우, 

결과물 자체를 수집하기 어려워 기판을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3 mm 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Au 마스크에 열이 전달되는 문제 또는 Au 

마스크의 뒤틀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냉각 온도를 낮추고, Au 마스크에 열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X-선 노광 

영역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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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선 리소그래피 실험 상면 개념도 및 사용 마스크 모양 

 
(b) X-선 리소그래피 실험 측면 개념도 

  

(c) 3 mm 간격 노광 결과 (d) 30 μm 간격 노광 결과 

  
(e) PCL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  (f) 노광 도중 Au 마스크의 모양 

그림 ２-34 X-선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4 μm 구조체 제작 (1) 

X-ray beam scan area

Au

X-ray beam

Polyimide

PCL

Irradiated PCL

Titanium

Al chuck

3 mm

Scan length : 12 cm (Scan rate : 2 cm/sec)

Ch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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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리소그래피를 Au 마스크와 기판을 3 mm 떨어트리되, 

다음의 두 가지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냉각 온도를 5℃ 로 

최대치로 낮추고 X-선 방사광이 노광되는 면적을 줄이는 실험과, 

냉각온도는 15℃ 로 설정하고 Au 마스크에 X-선 방사광이 연속적으로 

노광되는 시간을 줄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냉각 온도를 5℃ 로 최대치로 낮추고 X-선 방사광이 노광되는 

면적을 줄이는 실험 과정 및 결과는 그림 2-35 에 도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입사되는 X-선 방사광선의 너비는 11 cm 이나, 양쪽에 

가림 막을 설치하여 방사관선의 너비를 3 cm 로 줄일 수 있다. 이 후 

냉각 온도를 5℃ 로 설정하고, 0.6°X-선 방사광 노광량은 15 KJ/cm3, 

Au 마스크와 노광되는 시료는 3 mm 간격으로 노광을 진행하였다. 

노광된 시료는 10 분 동안 현상공정을 거쳐 PCL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를 획득하였다. 실험 결과, L1, L2, L3 및 L4 영역 모두 

Au 마스크와 비슷한 모양으로 노광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Au 

마스크에의 열전달을 줄여, 뒤틀림 현상을 방지함과 동시에 공정 중에 

아주 낮은 온도로 냉각을 지속하였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두번째 실험으로 냉각온도는 15℃ 로 설정하고, Au 마스크에 X-

선 방사광이 연속적으로 노광되는 시간을 줄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을 위해서는 Au 마스크 이외 영역으로 X-선 방사광선이 

이탈하므로, 현상에 필요한 X-선 방사광 에너지 15 KJ/cm3을 PCL 

고분자에 노광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냉각 온도는 15℃, 

0.6°X-선 방사광 노광량은 15 KJ/cm3, Au 마스크와 노광되는 시료는 

3 mm 간격으로 노광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의 과정 및 결과는 그림 2-

36 에 도시하였다. 실험 결과, L1, L3 영역과 L2, L4 영역은 모두 Au 

마스크와 비슷한 모양으로 노광된 것을 확인하였다. L2, L4 영역은 Au 

마스크와 크기도 비슷하였으나, L1, L3 영역은 X-선 방사광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2 μm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L1, L3 부분의 

Au 마스크의 열 발생에 의한 뒤틀림 현상이 L2, L4 영역보다 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X-선 리소그래피의 

경우, 수 μm 크기의 마이크로구조체를 완벽히 제작하기 위해서는, Au 

마스크의 뒤틀림을 피하기 위해 상당히 낮은 에너지로 오랫동안 

노광하여야 함을 유추할 수 있다. 확실한 사실은, 수 μm 크기의 

생분해성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는 X-선 리소그래피를 사용하여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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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냉각 온도 5℃ 조건과 방사광이 노광되는 면적을 줄인 X-선 

리소그래피 실험 개념도 및 측정영역 마스크 모양 

 
(b) 냉각 온도 5℃ 조건과 X-선 방사광이 노광되는 면적을 줄인 X-

선 리소그래피 실험 측면 개념도 

  

(c) L1 영역의 PCL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  

(d) L2 영역의 PCL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 

그림 ２-35 X-선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4 μm 구조체 제작 (2) 
 

 

 

 

triangl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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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length: 5 cm (Scan rate : 2 c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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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beam sc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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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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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ed P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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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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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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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냉각 온도 15℃ 조건과 X-선 방사광이 연속적으로 노광되는 

시간을 줄인 X-선 리소그래피 실험 개념도 및 측정영역 마스크 모양 

 
(b) 냉각 온도 15℃ 조건과 X-선 방사광이 연속적으로 노광되는 

시간을 줄인 X-선 리소그래피 실험 측면 개념도 

  

(c) L1 영역의 PCL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  

(d) L2 영역의 PCL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 

그림 ２-36 X-선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4 μm 구조체 제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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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beam sc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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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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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length : 19 cm (Scan rate : 2 c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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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２.６ 표면에너지 조절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로, 생분해성 고분자에 X-선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미세 가공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였다. 이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리소그래피의 감광제 역할로 사용하여 임의의 모양의 마이크로구조체를 

제작하는 것이 쉽고 간편해진 것이다. 또한, 생분해성 고분자를 X-선 

리소그래피하는 경우 구조체가 되는 영역에도 X-선 방사광 에너지가 

투과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일반적인 리소그래피와 차별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미세 가공법으로 생분해성 고분자를 공정할 때보다도 

추가적인 장점을 가지게 하는데, 바로 마이크로구조체의 추가표면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표면처리는, 제작된 마이크로구조체에 표면에 

O2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 표면의 다공성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공정이며, 주로 친수성, 소수성 표면 처리 또는 미생물의 흡착제어가 

필요한 분야에서 많이 쓰인다. 즉, 기존의 생분해성 고분자 미세 

가공법으로는 구조체 제작 이후에, 추가적인 표면처리공정이 필요했다면, 

X-선 리소그래피는 노광 공정과 함께 표면처리 공정이 가능하다.  

그림 2-37 은 X-선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표면처리 

공정 없이 마이크로구조체의 표면의 다공성을 조절한 실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2-37(a) 는 0.01 KJ/cm3 노광을 진행한 PCL 

고분자 기반의 마이크로구조체이며, 그림 2-37(b) 는 1 KJ/cm3 노광을  

진행한 PCL 고분자 기반의 마이크로구조체이다. 노광 에너지 별로 PCL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의 표면사진을 SEM 장비로 측정하였다. 그림 

2-37(c)~37(f) 은 X-선 방사광 노광량이 각각 0.01 KJ/cm3, 1 

KJ/cm3, 10 KJ/cm3 및 50 KJ/cm3 인 경우의 표면 사진이며, 표면은 

X-선 방사광 노광량이 증가할수록 더 울퉁불퉁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37(g) 은 노광된 각각의 구조체 표면에서의 접촉각을 측정한 

결과이다. 접촉각(contact angle)은 표면의 상태를 알려주는 값으로, 

표면에너지(surface free energy)에 반비례함이 알려져 있다. 접촉각이 

커질수록 표면에너지가 작아지고 소수성(hydrophobic) 성질을 가지며, 

접촉각이 작아질수록 표면에너지는 커지며 친수성(hydrophilic) 성질을 

가진다. PCL 고분자는 원래 소수성 특징을 가지는 고분자이며, X-선 

노광량이 많아질수록 접촉각이 작아져 표면에너지가 커짐을 그림 2-

37(g) 에서 확인 가능하다. 즉, X-선 노광량이 많아질수록 친수성 

성질을 가지게 되어 기존의 소수성 성질을 잃고 다공성을 갖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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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X-선 리소그래피 미세 가공법은 생분해성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를 제작함과 동시에, 표면의 성질을 개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공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X-선 리소그래피 미세 

가공법은 표면에너지를 조절하는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생물의 흡착 연구 또는 친수성 및 소수성 개조 연구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다른 고분자에 X-선 방사광 

노광을 이용하여 물리적인 특성을 변성시켜 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 PDMS 고분자의 물리적인 특성이 변성된 구조물을 

제작하여, 압력 및 유량 센서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101]. 이 연구에서는 PDMS 고분자의 영률(Young’s modulus)의 

변화에 따라 여러 성능의 센서 제작이 가능함을 보였다. 영률은 일정 

크기의 봉의 한 단을 고정하고 다른 단을 축 방향으로 잡아당길(또는 

누를) 때 단면에 작용하는 응력을 T, 단위길이당 신율(또는 수축률)을 

ε라 하면, 비례한도 내에서는 T = Eε 이며, 이때의 비례정수 E가 

영률로 물질 고유의 값이다. 본 논문에서는 PCL 고분자에 X-선 방사광 

노광을 진행한 후 DSC 로 분석 실험을 진행한 결과, 물리적 특성인 

용융점, 결정화도 및 평균 분자량 등이 노광 에너지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즉, 물질 고유의 값이 바뀔 수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영률 

역시 고분자의 물질 고유의 값이므로, 노광 에너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PDMS 고분자의 영률을 단순히 X-선 

방사광 노광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 물질 고유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여러 종류의 센서 제작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102, 103]. 

 지금까지, 생분해성 고분자 PCL 및 PLGA (85:15) 에 대해서 

X-선 리소그래피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마이크로구조체 미세 가공 

개념을 제시한 후 실제로 마이크로구조체의 제작이 가능한지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생분해성 고분자는 X-선 리소그래피로 미세 

가공이 가능하였으며, 수 μm~수 mm 크기의 다양한 모양의 구조물이 

형성되었다. 또한, 다른 미세 가공법들과는 다르게, 구조물의 

표면에너지까지 한번에 조절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생분해성고분자 기반의 다양한 모양의 마이크로구조체를 획득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제작된 마이크로구조체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 개념을 제시하고, 실제 실험을 통해 DDS에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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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37 X-선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표면처리 공정 결과 

(a) (b)

(c) (d)

(e) (f)

0 10 20 30 40 50

25

30

35

40

45

50

55

60

65
 

 

PCL 10% (w/v)

Su
rfa

ce
 F

re
e 

En
er

gy
 (m

N/
m

)

Exposed Dose Energy (kJ/cm3)

(c)

(d)

(e)
(f)

(g)



104 

제３절 약물전달시스템 응용: 다종 약물 장전 
 

２.３.１ 연구의 배경 

 

일반적인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주어 전신 독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거나 혈관 주사를 하기 어렵고, 엄격한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위암에서 가장 폭넓게 쓰이는 약제는 5-

플루오로우라실(5-Fluorouracil; 5-FU)로, 종양세포 내에서 

종양세포의 DNA와 RNA 합성을 저해하고 손상을 일으켜 종양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하지만, 경구 혹은 정맥 투여한 5-FU 약물은 

체내에서의 흡수 및 종양 부위로의 이동 과정에서 분해 또는 배설에 

의한 소실이 많으며, 이로 인해 종양 부위까지 도달하는 약물은 더욱 

적어진다. 이는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의 투여 량 대비 치료 효율을 

낮추는 원인으로, 현재 사용되는 일반적인 항암 치료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포 독성이 없는 분자표적 

치료제를 이용하여 종양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104, 105]. 분자표적 치료제는 정상 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종양 

세포에 존재하는 특정한 분자와 결합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종양 세포가 정상 세포의 유전자 이상 과정을 통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세포가 변하는 이상 과정 및 종양 

세포의 증식 과정에서 발현되는 표적 인자와 반응하여 종양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상 세포들은 거의 공격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화학 치료제에 비해 부작용이 훨씬 적다. Lapatinib는 특정 

분자와 결합하여 작용하는 분자표적 치료제의 일종으로,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EGFR) 및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HER2)와 활발하게 결합하여 종양 세포의 증식을 억제함이 

알려져 있다 [106-109]. Lapatinib 는 미국 식품의약청으로부터 그 

안정성 및 효능을 검증 받아 악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110].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분자표적치료 항암제는 액상의 형태를 

가진 경구투여용 목적으로, 체내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만 효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세포 독성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낮은 효율 및 주기적인 약물 치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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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장기간에 걸친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약효 지속 시간을 

고려한 주기적인 약물 주사 또는 경구 투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환자의 불편과 부작용이 증가한다. 더불어, 유효 치료 농도의 약물이 

종양 부위에 적절한 시간에 전달되지 않을 경우 항암 치료의 유효성 및 

연속성이 사라지고 항암 치료의 효율 역시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환자의 약에 대한 순응률을 높이고 생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2∼3개 이상의 약물을 사용하는 복합요법(combination)이 

있다. 특히, 분자표적치료제와 다양한 화학요법용 약물을 동시에 

사용하면 그 복합 효과로 인해 적은 양으로도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함을 

많은 논문들을 통해 알려져 왔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약물이 장전된 생분해성 고분자 DDS 를 

제작하고자 한다. 스크린프린팅 방법을 이용하면 다양한 고상의 약물을 

순차적으로 적층하는 것이 가능하며, 분자표적치료항암제 lapatinib와 

세포독성항암제 5-FU 를 선정하였다. PCL과 lapatinib 및 5-FU 는 

미국 식품의약청으로부터 그 안정성을 검증 받아, 각각 생체 의학용 

장치, 전이성 유방암 또는 위암 치료 약물로 사용 할 수 있다, 적층 

공정과, 스크린프린팅 방법을 이용하여,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 사이에 

각각의 약물들을 장전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1종의 약물이 단독으로 

장전된 DDS와, 2종의 약물이 동시 장전된 5층 구조의 DDS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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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３.２ 고상의 약물 장전 공정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인 PCL 필름으로 고상의 

분자표적치료 항암제인 lapatinib를 감싸는 형태로 약물전달시스템을 

제작하였다. 그림 2-38 은 다종의 약물을 장전하는 공정에 대한 

개념도이다. 먼저, 10 ㎛ 두께의 PCL 필름을 Si 웨이퍼 위에 형성한다. 

이 후, Si 웨이퍼 위에 형성된 PCL 필름 위에 고상의 lapatinib 가루를 

스크린 프린팅 방식으로 얇게 도포한다 (그림 2-38(a)). 이후 적층 

공정을 이용하여 2 개의 PCL 필름이 접합된 상태로 만든다. 이 상태로 

가열기에서 65 ℃로 5 분간 가열하면서 롤러로 Si 웨이퍼 전체를 

고르게 눌러 적층 시킨다. 이로써 PCL 필름간의 결합력이 증가하고, 두 

개의 PCL 필름이 내부에 고상의 lapatinib 가루를 가진 채로 접합된다 

(그림 2-38(b)). 이 상태에서 X-선 리소그래피로 미세 가공할 경우 

고상의 lapatinib 항암제가 장전된 약물전달시스템이 제작된다. 또는, 

그림 2-38(d) 과 같이 또 다른 약물을 PCL 필름 위에 분포시킬 수 

있다. 이 후, PDMS 가 접착된 웨이퍼 위에 형성된 PCL 필름으로 한번 

더 덮어 PCL 필름을 접합시키면, 약물 층이 2 개인 적층형 PCL 필름을 

제작한 것으로, X-선 리소그래피로 미세 가공할 경우 2 층의 약물 층을 

가지는 약물전달시스템이 제작된다 (그림 2-39). 2 층의 약물은 서로 

같거나 다를 수 있고, 이 공정을 계속 반복하여 다종의 약물이 여러 

층으로 장전된 약물전달시스템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２-38 다종의 약물 장전 공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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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상의 lapatinib 가루를 스크린 프린팅 방식으로 도포한 결과 

 
(b) 접합된 2개의 PCL 필름이 사이에 장전된 lapatinb 약물 

그림 ２-39 약물이 장전된 적층 구조의 PCL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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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lapatinib가 장전된 적층 구조의 PCL 필름이 올려진 

실리콘 웨이퍼와, X-ray chamber mask ver_2를 사용하여 X-선 노광을 

진행한다. X-선 노광량은 총 20 kJ/cm3 가 되도록 시간은 50분간 

조사하였으며, Au 마스크에 의해 가려진 마이크로구조체 부분은 5 J/cm3 

의 에너지가 조사된 것으로 계산되었다. 노광 공정 이 후, 45% (w/v) 

KOH 를 이용하여 30분간 현상 공정을 진행하고 탈 이온수로 씻어내어 

약물이 장전된 약물장전구조체를 제작할 수 있다.  

그림 2-40 은 현상 공정 진행 전 및 후의 SEM 측정 결과이다. 

그림 2-40(a) 는 제작된 40 um 크기의 PCL 고분자 기반의 

마이크로구조체를 상면에서 관측한 SEM 결과이다. 관측된 PCL 

마이크로구조체 내부에는 약물이 장전은 되어 있으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장전된 lapatinib 약물의 관측을 위해 측면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는 그림 2-40(b, c) 와 같다. PCL 필름 2개 층 또는 3개 

층이 구분되어 있는 선 내부에 약물이 장전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실제로 약물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에, 형광현미경 

(fluorescence microscope, Olympus, Japan) 을 사용하여 추가로 

약물장전구조체의 측정을 진행하였다. 그림 2-40(d, e)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푸른색의 빛을 조사하여 촬영하였을 때, 약물장전구조체에 

장전된 lapatinib 층이 초록색 또는 노란색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lapatinib가 노란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5-FU 약물의 

경우 형광을 띄지 않기 때문에 형광현미경에서도 여전히 측정이 

어려웠다.  그렇지만 lapatinib의 경우에는 SEM 및 형광 현미경 촬영을 

통해 제작된 약물장전구조체 내에 성공적으로 장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같은 공정으로 장전된 5-FU 약물 역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이크로구조체 내에 장전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다종의 약물을 장전하기 위한 장전 공정을 개발하고, 

실제로 약물이 장전되어 있는지를 SEM 및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물리적으로 약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SEM 

측정으로는 확인이 어려웠으며, 노란색 형광을 가지는 lapatinib 약물의 

경우에는 형광현미경을 이용한 측정에서 실제로 잘 장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스크린프린팅 공정, 적층 공정 및 X-선 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하면 약물이 장전된 생분해성 고분자 구조체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사용하여 장전된 약물의 분비조절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2.4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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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상의 lapatinib 약물이 장전된 PCL 마이크로구조체 상면 사진 

  
(b) 고상의 lapatinib 약물이 

장전된 마이크로구조체 측면 사진 

(c) Lapatinib 및 5-FU 약물이 

장전된 마이크로구조체 측면 사진 

  
(d) 고상의 lapatinib 약물이 

장전된 마이크로구조체 

형광현미경 측면사진 

(e) Lapatinib 및 5-FU 약물이 

장전된 마이크로구조체 

형광현미경 측면사진 

그림 ２-40 약물이 장전된 PCL 마이크로구조체 제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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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３.３ 고찰 

 

앞 절에서는 다종의 약물을 장전하기 위한 장전 공정을 개발하고, 

실제로 약물이 장전되어 있는지를 SEM 및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하지만, 약물이 단순히 장전되어 있는가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약물전달시스템의 목적은 장전된 정상효율을 가진 약물을 목표하는 

부위로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장전 공정에서 약물의 효능이 감소하지는 않았는지, 구조체당 약물이 

얼마나 장전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앞 절의 X-선 방사광 노광 공정에서 5 J/cm3 의 X-선 방사광이 

PCL 고분자 및 약물에 노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PCL 

고분자 및 장전된 약물의 효능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X-선 방사광 

노광 공정에서 받은 5 J/cm3 의 노광 에너지에 의한 PCL 고분자 및 

약물의 효능 혹은 활성도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선행 연구 조사 결과, 

항암제 및 면역억제제로 사용되는 cyclophosphamide(CPH)와 악성 

림프종 및 소화기 암 치료에 사용되는 doxorubicin hydrochloride 

(DOXO)에 각각 5 kGy의 γ선을 조사하여도 어떠한 변성이나 퇴색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111]. 에너지 환산 단위 표를 이용하여, 

γ선 에너지 5 kGy를 X-선 노광 에너지 단위로 환산한 결과, 7 J/cm3 

로 계산되었다. 이는 약물장전구조체 제작 과정에서 PCL 고분자 및 

약물에 조사된 X-선 방사광 노광 에너지인 5 J/cm3 보다 1.4 배 높은 

수치이다. 1.4 배의 노광 에너지를 받아도 약물의 변성이나 퇴색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제작된 DDS 역시 문제가 없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광량에 의한 lapatinib 의 약물 효능 변화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에, 노광에너지가 각각 10 J/cm3, 20 kJ/cm3 

쬐어진 PCL 고분자, 5-FU 및 lapatinib 약물을 노광되지 않은 군과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분광법을 이용한 

스펙트럼 측정으로 비교하였다 [112, 113]. FTIR 분광법은 시료에 

적외선을 조사하면 쌍극자 모멘트가 변화하게 되어, 분자골격의 

진동이나 회전에 대응하는 공명에너지의 흡수를 측정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유기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특성 흡수 띠를 

이용하여 미지 시료의 동정이나 정량 구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의 Nicolet 6700(Thermo Scient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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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장비를 이용하여, 전반사 측정 (ATR: Attenuated total 

reflection)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ATR 법은 결정으로 만들어진 

프리즘의 표면에 시료를 밀착시켜 프리즘과 시료의 경계에서 전 

반사되는 빛을 측정하여 흡수 스펙트럼을 얻는 방법이다. 시료 측정에는 

다이아몬드와 셀레늄화 아연(ZnSe) 렌즈를 사용하였고, 스캔 횟수는 

32회, 해상도는 8, 측정 파수 범위는 4000 ~ 650 cm-1 이다.  

PCL 고분자의 FTIR 측정 결과는 그림 2-41(a) 와 같다. 

검은색 선은 노광되지 않은 PCL 고분자이며, 파란색 실선 및 빨간색 

점선은 각각 10 J/cm3 및 20 kJ/cm3의 x-선 노광량이 쬐어진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PCL 고분자는 2950 cm-1, 1720 cm-1 및 1100 cm-1 

파수 영역에서 피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피크들은 

폴리에스테르(R-COO-R)의 C-H, C=O 및 C-O 결합에 해당되는 

값들이다. 따라서, PCL 고분자는 폴리에스테르 결합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노광량이 10 J/cm3 인 경우에도, PCL 고분자의 

스펙트럼은 노광되지 않은 시료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노광량이 

20 kJ/cm3 인 경우, C-H, C=O 및 C-O 결합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1500 ~ 400 cm-1 파수의 지문(finger print) 영역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문영역은 특정 화합물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확한 스펙트럼의 해석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문영역에서는 물질마다 고유의 스펙트럼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최종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지문영역(다른 영역과 함께)에서 

두 스펙트럼이 잘 일치하면 스펙트럼을 내는 화합물이 서로 일치하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PCL 고분자에 20 kJ/cm3 의 

노광량이 쬐어진 경우, 노광되지 않은 PCL 고분자와는 확실히 다른 

물질이 되지만, 10 J/cm3의 노광량으로는 변성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약물(5-FU, lapatinib)에의 FTIR 측정 결과는 그림 2-41(b, c) 

과 같다. 그림 2-41(b)의 검은색 선은 노광되지 않은 5-FU 약물이며, 

파란색 실선 및 빨간색 점선은 각각 10 J/cm3 및 20 kJ/cm3의 x-선 

노광량이 쬐어진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5-FU 약물은 3150~2900 cm-

1, 1720 cm-1 및 1180 cm-1 파수 영역에서 피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피크들은 각각 N-H, C=O 및 C-F 결합에 

해당되는 값들이다. 노광량이 10 J/cm3 인 경우에도, 노광되지 않은 

시료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노광량이 20 kJ/cm3 인 경우, N-H,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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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C-F 결합을 포함하여 지문영역 모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5-FU 약물에 20 kJ/cm3 의 노광량이 쬐어진 경우, 

노광되지 않은 5-FU 약물과는 확실히 다른 물질이 되지만, 10 J/cm3의 

노광량으로는 변성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41(c)의 검은색 선은 노광되지 않은 lapatinib 약물이며, 

파란색 실선 및 빨간색 점선은 각각 10 J/cm3 및 20 kJ/cm3의 x-선 

노광량이 쬐어진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Lapatinib 약물은 다양한 파수 

영역에서 피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물질과 

다르게 복잡한 분자식 및 분자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Lapatinib 

약물은 노광량이 10 J/cm3 및 20 kJ/cm3 인 경우에도, 노광되지 않은 

시료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lapatinib 약물 역시 10 J/cm3의 

노광량으로는 변성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x-선 리소그래피로 제작되는 약물전달시스템의 변성 

정도를 FTIR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실제로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에 쬐어지는 노광량(5 J/cm3)의 2배인 10 J/cm3 의 

노광량을 쬐어도, 고분자 및 약물의 변성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약물의 효능 혹은 활성도 역시 변화가 없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의 약물분비율을 예측하고, 

lapatinib 및 5-FU 약물이 장전된 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약물분비율 및 실제 약물 효능을 평가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약물전달시스템 제작 과정에서도 약물의 효능이 유지되고, 약물의 

분비율을 제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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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CL 고분자의 FTIR 측정 결과 

 
(b) 5-FU 약물의 FTIR 측정 결과 

 
(c) Lapatinib 약물의 FTIR 측정 결과 

그림 ２-41 노광 시료의 FTIR 분광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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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절 약물전달시스템 응용: in vitro 및 in vivo 약물효
능평가  

 

２.４.１ 연구의 배경 

 

앞 절에서 제작된 약물장전구조체는 적층 공정에서 65℃ 의 

열에너지에 의한 변성이 5분간 지속되었고, X-선 방사광 노광 공정에서 

5 J/cm3 의 X-선 방사광이 약물에 노광되었다. 노광 에너지의 경우, 

FTIR 실험결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열에너지에 

의한 변성의 경우는 확인된바 없다. 따라서, 약물의 효능을 실제로 

확인하여, 열 및 X-선 방사광 노광에 의해 변성 및 활성도가 낮아지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원형의 형태를 가진 

약물전달시스템과는 다르게, 적층형 구조의 경우, 그 구조적 특징에 

의해 약물의 분비율이 선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역시 

실제 실험에서 검증한 바 없으므로, 약물분비율 모델링을 통해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의 약물분비율을 예측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의 약물분비율을 모델링하여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의 약물분비율을 예측함과 동시에, in vitro 약물 

분비율을 측정하여 실제 약물 효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방법 및 세포 생존율 측정기법 (3-(4,5-dimethylthiazol-2-yl)-

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assay)을 사용하여, 1~6 

일까지의 약물의 분비율을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측정에는, lapatinib 및 

5-FU 약물이 장전된 PCL 마이크로구조체를 사용하였다. HPLC 장비를 

사용하여, 1~6일 및 10일에서 70일까지의 약물분비율을 평가하였다. 

또한, 제작된 PCL 마이크로구조체의 크기 변화에 대한 약물 효능을 

검증하고, 마이크로구조체의 개수를 변화시켜 약물의 농도 변화에 따른 

약물 효능을 검증하였다. 1~6일 동안의 MTT assay 실험을 진행하여, 

약물의 분비가 얼마나 일정한지에 대해 평가하였고, 70일 동안의 in vivo 

쥐 실험을 진행하여, 얼마나 장시간 동안 분비가 가능한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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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４.２ 약물전달시스템의 약물분비율 모델링 

 

본 절에서는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에서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약물농도변화 추이를 미리 예측하고, 약리학적 반응 또는 약리학적 

효과를 약물농도와의 관계로 나타내기 위해 분비율 모델링을 진행한다. 

투여된 약물전달시스템은 in vitro 또는 in vivo 환경에서 약물의 분비가 

가능한 수용액을 접하게 되며, 픽의 확산법칙(Fick's law of diffusion)에 

의거한 약물의 분비가 발생되게 된다 [114]. 약물전달시스템에서의 

분비를 수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약물의 용해도, 확산계수, 구조체의 

크기 등과 같은 각각의 파라미터(parameter)를 연결하여 동역학적 

약물분비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모델은 약물농도 및 

용량에 따른 약리 효과를 적절한 함수로 표현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효과의 강도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체 약물의 분비 원리는 약물의 분해도-확산 방식 

또는 고분자의 분해속도조절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약물의 

수용액에서의 분해도가 약물분비를 결정하며, 후자는 고분자의 

분해속도가 약물분비를 결정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사용하여 약물이 장전된 구조체를 제작하였지만, 생분해속도가 

느린 PCL에 의해 조절하는 방식(z 축 방향 분비)이 아닌 사이드 

채널(x, y 방향)로의 약물 분해도 및 용해도에 의해 조절되는 방식이다. 

이를 그림 2-4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２-42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의 약물분비경로 

  

L

X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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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이란 기체분자 혹은 원자가 화학 포텐셜(chemical potential) 

차이에 의해 화학적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화학 포텐셜은 농도에 비례하므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을 하게 된다. 픽의 확산 제1법칙에 의하면, 용액 속에서 

용질의 확산이 일어나는 방향에 수직인 단위 넓이를 통하여 단위 시간에 

확산하는 용질의 양은 그 장소에서의 농도의 기울기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아래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CF D
x

       (1) 

여기에서 F 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지나는 원자의 수를 나타내는 

flux이며, D 는 원자의 확산계수, ∂C/ ∂x 는 x 방향으로의 농도변화율을 

나타낸다. 또한, 이 식은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율 ∂C/ ∂t  이 0 인 

정상상태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픽의 제 2 법칙은 제 1 법칙에 시간의 개념을 추가한 방정식으로, 

어떤 특정한 점의 농도기울기는 시간에 지남에 따라 제 1법칙에 따라 

농도가 변하므로 그 일시적인 농도기울기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반영한 식으로 거리에 대한 2차 미분방정식 형태가 된다. 이를 나타내면, 
2 2 2

2 2 2( )∂ ∂ ∂ ∂
= + +

∂ ∂ ∂ ∂
C C C CD
t x y z

    (2) 

여기에서 x, y 및 z 는 카르테시안(Cartesian) 좌표계에서의 3축 

방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조체의 임의의 영역에서부터 분비되는 

약물의 농도변화는 확산방정식의 해를 특정한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을 대입하여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된 약물장전구조체의 약물분비율 수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1차원 방향으로의 1종의 약물이 분비되는 평판형(slab) 

형태의 약물전달시스템에서 약물의 분비율을 계산한 뒤 3차원 방향으로 

확장하여 계산할 수 있다. 1차원 x 방향으로의 약물분비율을 가지는 

평판형 약물전달시스템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약물전달시스템은 약물이 분비되는 방향으로 두께 L, 그 면적은 S, 

균일하게 분포된 초기 장전약물농도 Cini, 약물의 용해도 Cs, 농도 및 

시간에 무관한 확산계수 값 D를 가지며, 약물전달시스템은 충분한 

수용액에 노출(perfect sink)되고 에지 효과(약물이 면적 S에 수직한 

방향으로 분비되는 것)는 없는 것으로 한다 [115]. 약물은 x 

방향으로만 분비되므로 식 (2)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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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 ∂
=

∂ ∂
C CD
t x

       (3) 

여기에서 경계조건은, 

C = Cini, -L/2 < x < L/2 at t = 0,   (4) 

C = 0, X = ±L/2 at t > 0     (5) 

이다. 식 (3)은 변수분리법을 이용하여 C = X(x)T(t) 로 분리하고, 

삼각급수형태로 해를 구할 수 있다. 식 (3)으로부터  
2

2=
dT d XX DT
dt dx

      (6) 

2
2

2

1 λ= = −
dT D d X D

T dt X dx
     (7) 

를 구할 수 있고, 식 (7)로부터 얻어진 X(x) 및 T(t) 는 다음과 같다. 

sin cosλ λ= +X A x B x      (8) 
2λ−= DtT e       (9) 

다시, C = X(x)T(t) 이므로, 이를 삼각급수형태로 표현하면, 

2

1
( sin cos )expλ λ λ

∞

=

 = + − ∑ m m m m m
m

C A x B x Dt   (10) 

로 나타낼 수 있다. 시간 t 가 경과됨에 따라 분비된 약물량의 총 

축적량은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6].  

2 2

2 2 2
0

8 (2 1)1 exp
(2 1)

π
π

∞

=∞

 − +
= −  +  

∑t

n

M D n t
M n L

  (11) 

여기에서 tM 는 시간 t 가 경과됨에 따라 분비된 약물량이며, ∞M 은 

무한시간이 경과된 후에 분비된 약물량이다. 지수함수의 무한급수형태를 

대신하고 단시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식 (11)을 오차함수급수를 

사용하여 다시 표현하면, 

( )
1/2

2 1/2
1

14 2 1
2π

∞

=∞

  = + −     
∑ nt

n

M Dt nLierfc
M L Dt

  (12) 

2

0

2( )
π

−= ∫
x terf x e dt      (13) 

22( ) 1 ( )
π

∞ −= − = ∫ t

x
erfc x erf x e dt     (14) 

로 나타낼 수 있으며 erf(x) 는 오차함수(또는 가우스 오차함수), 

erfc(x) 는 상보오차함수이다. 아주 작은 시간 t 가 경과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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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rfc(nL/2 Dt ) 는 0으로 수렴하므로, 식 (12) 는   

1/2

24
π∞

 =   
tM Dt

M L
  for  0 0.6

∞

≤ ≤tM
M

   (15) 

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 픽의 확산법칙에 의하면 얇은 평판형에서의 

약물분비는 t1/2 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대의 늦은 시간의 경우,  

2

2 2

81 exp π
π∞

 −
= −  

 
tM D t

M L
 for 0.4 1.0

∞

≤ ≤tM
M

  (16) 

으로 표현할 수 있다 [117]. 

 지금까지 1차원 방향으로의 1종의 약물이 분비되는 평판형) 

형태의 약물전달시스템에서 약물의 분비율을 계산하였다. 얇은 

평판형에서의 약물분비는 초기에는 t1/2 에 의존하는 분비율을 보이며, 

분비량이 절반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지수함수에 의존하는 분비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1종의 약물이 장전된 약물전달시스템은 

z 축 방향으로는 생분해성고분자에 의해 막혀 있어 약물의 분비가 

일어나지 않으며, x, y 축 방향의 2차원 형태로 분비가 된다. 따라서  

∂2C/ ∂z2 이 0 이 되며, 식 (2)는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 2

2 2( )∂ ∂ ∂
= +

∂ ∂ ∂
C C CD
t x y

     (17) 

약물전달시스템은 정사각형이므로 x 와 y 방향에서의 경계조건은 

같으며, 약물전달시스템은 약물이 분비되는 방향으로 두께 L, 

초기면적은 S, 균일하게 분포된 초기 장전약물농도 Cini, 약물의 용해도 

Cs, 농도 및 시간에 무관한 확산계수 값 D를 가진다. 앞의 풀이법과 

동일하게, 식 (17)을 변수분리법을 이용하여 C = X(x)Y(y)T(t) 로 

분리하고, 삼각급수형태로 해를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식 (18)과 같다.  

2

1
( sin cos )( sin cos )expλ λ λ λ λ

∞

=

 = + + − ∑ m m m m m m m m m
m

C A x B x C y D y Dt

        (18) 

시간 t 가 경과됨에 따라 분비된 약물량의 총 축적량은,  

2 2

2 2 2
0

8 (2 1)1 exp
(2 1)

π
π

∞

=∞

 − +
= −  +  

∑t

m

M D m t
M m L

   

   
2 2

2 2 2
0

8 (2 1)exp
(2 1)

π
π

∞

=

 − +
×  +  
∑
n

D n t
n L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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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낼 수 있다. 식 (11)및 식 (15)에서부터, 아주 작은 시간 t 동안 

1차원 방향으로 분비되는 약물량을 재계산하면,  
1/22 2

2 2 2 2
0

8 (2 1)1 exp 4
(2 1)

π
π π

∞

=∞

 − +  = − =   +   
∑t

n

M D n Dtt
M n L L

(20) 

1/22 2

2 2 2 2
0

8 (2 1)exp 1 4
(2 1)

π
π π

∞

=

 − +  = −   +   
∑
n

D n Dtt
n L L

 (21) 

로 나타낼 수 있다 [118]. 식 (21)의 값을 식 (19)에 대입하여, 아주 

작은 시간 t 가 경과된 경우의 2차원 방향으로 분비된 약물의 축적량은,   
1/2

2 28 16
π π∞

   = −      
tM Dt Dt

M L L
 for  0 0.6

∞

≤ ≤tM
M

  (22) 

로 계산된다. 1차원 방향으로만 분비되는 약물전달시스템과는 다르게 

2차원 방향으로 분비되는 약물전달시스템의 약물분비는, t1/2 및 t 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대의 늦은 시간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2 2

2 2 2 2

16 64 21 exp expπ π
π π∞

   − −
= − +   

   
tM D Dt t

M L L
for 0.4 1.0

∞

≤ ≤tM
M

        (23) 

으로 표현할 수 있다. 

 2차원 방향으로 분비되는 적층형 약물전달시스템의 

약물분비율은 이론적으로는 분비가 50%가 될 때까지는 식 (22)를 

따르고 그 이후에는 식 (23)을 따서 분비될 것이다. 대입된 파라미터 

값으로는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의 길이 L = 40 ㎛, π  = 3.14 이며, 

사용된 lapatinib 및 5-FU의 확산계수 값은 알려진 것이 없어, 중량이 

비슷한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의 확산계수 값 D = 13 ㎛2/sec 을 

사용하여 모델링 식을 그래프화 하였다 [119]. 위 파라미터 값들을 식 

(22) 및 (23)에 대입하면,  

1/20.40452 0.0414
∞

= −tM t t
M

     (24) 

[ ] [ ]1 1.622exp 0.08 6.491exp 0.16
∞

= − − + −tM t t
M

  (25) 

과 같이 계산가능하며 이를 그림 2-43 에 나타내었다. 초기에는 식 

(24)에 따라 선형적인 분비를 보이다가, 최종 분비는 식 (25) 와 같이 

포화된 형태가 됨을 확인하였다. 1차원 방향 대비 더 빠른 분비를 

보이며, 2.4.4절에서는 실험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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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43 약물장전구조체의 약물분비율 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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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４.３ In vitro 및 in vivo 약물 효능 평가 실험 방법 

 

약물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3-(4,5-

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assay가 있다 [120]. MTT assay는 테트라졸리움(tetrazolium) 계열 

발색 시약으로 일반적으로 96 well plate 등과 같은 도구에 키운 

세포끼리 성장 비율, 세포의 생존율 및 약물의 세포 독성을 비교 할 때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진행한 MTT assay 실험은, 세포를 96 well 

plate에 24시간 동안 배양하고 약물을 처리한 후, 모든 조작 과정 및 

기간을 마치고 MTT 용액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처음에 

용액에 녹아 노란색을 띄는 MTT 용액은 세포 내에 있는 

산화환원효소에 의해 환원되어 보라색으로 변한다. 이 후, 배지를 

씻어낸 뒤 디메틸 설폭사이드(dimethyl sulfoxide; DMSO) (Sigma 

Aldrich Korea Ltd., Korea) 시약으로 세포를 녹여, 세포 내에 갇혀있던 

보라색으로 변한 염료를 녹아 나오게 하고 이 것의 흡광도를 측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작된 lapatinib 및 5-FU 가 장전된 약물장전구조체의 항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인간 위암 세포주인 NCI-N87을 이용하여 

in vitro 환경에서의 세포 생존율 확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NCI-N87은 

인간 위암 세포주로 HER2/ErbB2 유전자 증폭이 발현된 세포이다.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NCI-N87 세포주를 로즈웰 공원 기념 연구소- 

1640(Rosewell Park Memorial Institute-1640; RPMI-1640, 

WelGENE, Korea) 완전 배지 용액과 10% 소태아 혈청(fetal bovine 

serum, WelGENE, Korea) 및 1% 젬타마이신(Gentamicin, Cellgro, U. 

S. A.) 혼합 용액 속에서 온도 조건 37℃, 5% CO2 가 존재하는 습한 

환경을 통해 배양하였다. 

이와 같이, 96 well plate의 여러 well에 세포를 배양하고 각각 

다른 처리를 한 후 MTT 용액을 넣고, 동시에 흡광도 측정을 진행하여 

측정한 결과값들을 NCI-N87 세포에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대조군의 

측정 값과 비교하였다. Well plate에 존재하는 세포 수가 많을수록 

보라색이 더 진하게 나타나 흡광도 값이 높게 측정된다. 즉, 약효가 

약하거나 세포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 흡광도 비례 값이 1에 

가까워지며, 세포가 사멸하였을 때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된다. 

약물의 유효 농도로 판단되는 지점으로, 대조군 대비 세포 

성장률이 50%로 측정되는 약물의 농도인 IC50 값을 시그마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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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Plo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실험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같은 실험군을 6 번 반복 실험을 진행하여, 측정된 

평균값을 신뢰 구간 95% 내에서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약물의 정량적인 분비량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가 있다 [121].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의 성분물질을 

이동상과 고정상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이며 HPLC는 이동상으로 

액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HPLC는 액상의 이동상, 컬럼인 고정상, 

고성능의 펌프, 검출기, 주입부의 주요구성부분과 이외에 컬럼 히터, 

신호 및 데이터를 나타내는 적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료의 

화학물질이 녹아 있는 이동상을 펌프를 이용하여 고압의 일정한 

유속으로 밀어서 충진제가 충진되어 있는 고정상인 컬럼을 통과하도록 

하며 이때 시료의 화학물질이 이동상과 고정상에 대한 친화도에 따라 

다른 시간대별로 컬럼을 통과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각 시료 성분의 

피크에 해당되는 시간을 머무름 시간(retension time)이라고 하며, 

이러한 화학물질을 검출기를 이용하여 머무름 시간대별 반응의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특정 화학물질을 정량하는 방법이다.  

HPLC 장비를 이용하여 정량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내부표준법 및 

외부표준법이 있다. 내부표준법이란, 상대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료와 표준물질과의 농도비를 적절히 여러 개로 만들어 분석하고 

피크넓이의 비와 농도비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만든다. 이후 

내부표준물질을 일정량 정확하게 미지시료에 넣은 후 추출 분석을 하여 

넓이의 비를 측정하고 검량선 위에서 미지시료와 표준물질의 농도비를 

구한다. 이를 통해 미지물질의 양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주입된 량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없고 검출기의 반응이 

변하더라도 넓이의 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사용 

하는 내부표준물질은 시료의 어떤 성분과도 잘 분리되는 것이어야 하며 

시료 성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되며 순수한 물질이어야 한다. 

외부표준법이란, 순수한 표준 시액을 정확한 양 주입한 후 얻은 피크의 

넓이를 농도에 따라 표시하여 검량선을 만들고 미지시료를 정확한 

양만큼 주입하여 피크넓이를 측정한 후 검량선으로부터 시료성분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입된 시료의 양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검출기의 감도가 분석 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검량 

곡선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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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제작된 lapatinib 및 5-FU 가 장전된 

약물장전구조체의 약물 분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의 Ultimate 3000(Thermo Dionex, Sunnyvale, 

CA, USA) 장비와, Acclaim C18 컬럼(250 × 4.6 mm, 5, Thermo, 

Waltham, MA, USA)을 사용하였다. 인산이수소칼륨(KH2PO4, 0.02 M, 

pH 2.8) 과, 메탄올(MeOH)을 8:2 비율로 섞은 이동상이 사용되었으며, 

온도 조건 25℃, 10 μL 의 시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검량선을 제작할 목적의 1 μM, 10 μM, 100 μM 및 1 mM 의 

농도를 가진 lapatinib 및 5-FU 약물 100 μL 를 먼저 제작하였다. 

이후, 4 개의 시료를 이용한 검량선 제작을 통해, 각 약물에 대한 머무름 

시간을 측정하였다. Lapatinib 약물의 머무름 시간은 220 nm 영역에서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4.49분, 5-FU 약물의 머무름 시간은 266 

nm 영역에서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2.94분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내부표준법을 이용하여 미지의 농도에 대한 검량선을 제작한 뒤, 

실제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In vitro MTT assay 및 HPLC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의 약물분비율 및 분비기간을 모델링하고 예측하였다.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은 장전된 약물을 용해되지 않는 필름에 의해 

단순방출형태의 분비율을 가지는 시스템으로 모델화하여 최종분비기간을 

계산하였다. 

제작된 lapatinib가 장전된 약물장전구조체의 장시간 항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인간 위암 세포주인 NCI-N87이 자라고 있는 in 

vivo 환경에서의 종양성장 억제 확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생후 4주령의 balb/c nude 쥐 20마리를 중앙실험동물 

(중앙실험동물, Korea) 에서 구매하였다. 이후, 1주일동안 관찰하여 건강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 1 x 107 개의 NCI-N87 세포주를 쥐의 오른쪽 

다리 위에 주입하였다. 3주 후에 20 마리 쥐 모두 종양이 잘 자라있음을 

확인하고, 5 마리씩 4 개의 군으로 쥐를 나눈 다음, 직접종양 내 주입 

(intratumoral injection) 방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40 μm 크기의 

DDS를 주입하였다. 첫째 군 5 마리에는 약물이 장전되지 않은 PCL 

구조체 18 만개를 주입하고, 둘째 군에는 lapatinib 약물이 장전된 PCL 

구조체 18 만개 및 셋째 군에는 9 만개를 주입하였다. 이후, 주당 3 

회씩 종양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10주간 진행 후, 절개시술을 

진행하여 종양의 최종 크기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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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４.４ In vitro 및 in vivo 약물 효능 평가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 HPLC, in vitro MTT assay 및 in vivo 실험 

이용하여, 약물이 장전된 PCL 마이크로구조체의 약물 분비율 및 효능을 

측정하였다. 먼저, 약물이 제작되는 적층공정에서 변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5℃의 열 에너지를 5분간 받은 lapatinib 약물에 대한 

효능 평가를 진행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lapatinib의 활성도를 

측정하였던 4 가지의 농도 범주(0.01, 0.1, 1 및 10 μM)와 동일한 

농도 범주에서 활성도를 비교하였으며, 각각의 실험은 총 6 번의 반복을 

통해 평균값이 신뢰 구간 95% 내에 존재하도록 하였다. 

실험 조건은 표 2-5와 같다. 실험에는 96 well plate 6개가 

사용되었으며, 하나의 well에 각각 3 x 103 개의 세포를 나누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아래 조건 별로 lapatinib 용액을 투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약물 투여 후 72시간 뒤에, MTT 용액과 배지를 씻어낸 

다음 DMSO 용액을 이용하여 사용한 세포를 녹이고 그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흡광도에서 실험군을 대조군(lapatinib 용액이 

투여되지 않은 72시간 뒤의 SNU-5 및 NCI-N87 세포주)와 비교하여 

세포 생존율을 그래프화 하였다. 

 

표 ２-5 적층공정에서의 열 변성 확인 실험 조건 
Sample 

number 

Lapatinib 

concentration 
Cell lines 

Heating 

condition 

1 0.01 μM SNU-5 25℃ 

2 0.1 μM SNU-5 25℃ 

3 1 μM SNU-5 25℃ 

4 10 μM SNU-5 25℃ 

5 0.01 μM NCI-N87 25℃ 

6 0.1 μM NCI-N87 25℃ 

7 1 μM NCI-N87 25℃ 

8 10 μM NCI-N87 25℃ 

9 0.01 μM NCI-N87 65℃ 

10 0.1 μM NCI-N87 65℃ 

11 1 μM NCI-N87 65℃ 

12 10 μM NCI-N8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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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는 어떠한 처리도 되지 않은 lapatinib 용액과 65℃ 

로 5분간 가열한 lapatinib 용액을 사용한 실험 결과이다. 대조군으로 

lapatinib 용액이 투여되지 않은 NCI-N87 세포주와, 분자표적치료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lapatinib에 표적 되지 않는 SNU-5 세포주를 

추가로 비교하였다. Lapatinib 용액을 가열한 경우 가열하지 않은 

lapatinib 용액을 사용한 경우보다 농도 전구간에서 세포 생존율이 

증가하였다. IC50 값의 경우 기존의 lapatinib 용액은 0.045 μM 이지만, 

열 에너지를 받은 lapatinib 용액은 0.11 μM 로 약간 증가하였다. 즉, 

열 에너지에 의해 lapatinib 용액의 활성도가 실제로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SNU-5 세포주에 lapatinib 용액을 사용한 결과와 세포 

생존율을 비교하여 보면, 열 에너지를 받아 활성도가 감소하였을지라도 

lapatinib 용액은 NCI-N87 세포에 여전히 농도에 따른 민감도를 

보이면서 세포 성장 억제 효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Lapatinib 약물이 장전된 약물장전구조체는 제작 공정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받아 약물의 활성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NCI-N87 세포주의 HER2 리셉터와 민감하게 반응하여 세포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후, in vitro 환경에서의 세포 

성장 억제 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２-44 Lapatinib 약물의 적층공정 전후 약물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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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약물전달시스템의 농도 조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약물장전구조체의 크기에 따른 약물전달시스템의 효능을 평가하였다. 96 

well plate의 하나의 well에 각각 3 x 103 개의 NCI-N87 세포를 

나누고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 후, 다면체 형태의 

약물장전구조체의 높이는 25 ㎛ 로 고정된 상태로, 가로 및 세로 

길이가 각각 25, 30, 40, 50, 60 ㎛ 로 가변 될 때의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약물장전구조체의 개수는 100개이며, MTT 

assay 실험은 72 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각각의 실험은 총 6 번의 

반복을 통해 평균값이 신뢰 구간 95% 내에 존재하도록 하였다. 

약물 투여 후 72시간 뒤에, MTT 용액과 배지를 씻어낸 다음 

DMSO 용액을 이용하여 사용한 세포를 녹이고 그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흡광도에서 실험군을 대조군(lapatinib 용액이 투여되지 않은 

72시간 뒤의 NCI-N87 세포주)와 비교하여 세포 생존율을 그래프화 

하였다. 그림 2-45 는 약물장전구조체의 크기가 증가 할 때의 

세포생존율에 대한 그래프이다. 대조군의 NCI-N87 생존율을 100%로 

설정하면, 약물장전구조체의 크기가 25, 30, 40, 50, 60 ㎛ 인 경우에 

대해 세포 생존율은 각각 42.5, 41.5, 31.6, 26.2, 23.4%로 측정되었다. 

즉, 같은 개수조건에서 약물장전구조체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 많은 

약물이 장전되어 있고 같은 시간동안 더 많은 약물이 분비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２-45 약물장전구조체의 크기 별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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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약물장전구조체의 크기를 가로 및 세로 길이 40 ㎛, 

높이 25 ㎛로 고정시킨 후, 개수에 따른 약물전달시스템의 효능을 

평가하였다. 96 well plate의 하나의 well에 각각 3 x 103 개의 NCI-

N87 세포를 나누고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 후, 약물장전구조체의 

크기가 40 ㎛로 일정한 경우 약물장전구조체의 개수가 1, 10 및 

100개로 가변 될 때의 새포 생존율을 확인하였다. MTT assay 실험은 

72 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실험은 총 6 번의 반복을 통해 

평균값이 신뢰 구간 95% 내에 존재하도록 하였다. 

그림 2-46 은 동일한 조건에서 약물장전구조체의 개수만 증가 

할 때의 세포생존율에 대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72 

시간 후 대조군(lapatinib 용액이 투여되지 않은 72시간 뒤의 NCI-

N87 세포주)의 세포 수를 100%로 설정했을 때, 구조체 개수가 1, 10, 

100개 일 때 세포 생존율은 각각 99.8, 85.2, 30.9%로 측정되었다. 

이는, 약물장전구조체의 개수가 증가할 수록 더 많은 약물이 같은 

시간에 분비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40 ㎛ 크기의 약물장전구조체 

100개의 세포 생존율 30.9% 값은, 이전 약물장전구조체 크기에 따른 

효능 평가실험에서의 결과값인 31.6%와 유사하다. 즉, 반복 실험을 

통해 실험결과의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약물장전구조체의 크기 

및 개수가 증가할 수록 동시간에 분비되는 약물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세포 생존율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２-46 약물장전구조체 개수 별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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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약물장전구조체의 장시간 약물 분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144시간동안 MTT assay 실험을 진행하였다. 총 6개의 96 well 

plate의 하나의 well 당 각각 3 x 103 개의 NCI-N87 세포를 나누고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 후, 각각의 well에 lapatinib 용액을 0.01, 

0.1, 1 및 10 μM 농도로 처리하고, 높이가 25 ㎛ 이고 가로 및 세로의 

크기가 40 ㎛ 인 약물장전구조체를 10개 및 100개씩 처리하였다. 

자세한 실험조건은 표 2-6 과 같으며, 실험은 총 6번의 반복을 통해 

평균값이 신뢰 구간 95% 내에 존재하도록 하였다. 

실험 시작 후, 6개의 96 well plate를 24시간마다 1개씩 뽑아내어 

MTT 용액과 배지를 씻어낸 다음 DMSO 용액을 이용하여 사용한 

세포를 녹이고 그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흡광도에서 실험군을 

대조군(lapatinib 용액이 투여되지 않은 NCI-N87 세포주)와 비교하여 

세포 생존율을 그래프화 하였다. 

그림 2-47 은 장시간 약물분비 평가 실험의 샘플 1~4번에 

해당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즉, lapatinib 용액이 투입된 경우 

24시간 간격(혹은 1일 간격)으로 144시간 이후까지의 농도에 따른 

약물효능을 평가하였다. 그림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144시간 후의 

대조군은 실험 시작 시의 세포 수와 비교해서 2.5 배에 가까운 

개체수로 증가하였다. NCI-N87 세포의 배가 시간(doubling time)이 약 

3~4일이므로, 현재의 실험단계에서의 세포 개체수의 증가속도는 

정상적임을 판단할 수 있다. 실험군 1~4에서는, 같은 일자에서 

lapatinib 용액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세포의 성장억제능력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44시간의 실험기간 동안, 시간이 

증가할 수록 대조군과의 차이가 더욱 더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lapatinib 용액 농도에 대해, 약물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록 

세포 성장억제능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열 변성 실험에서 측정한 

lapatinib 용액의 IC50 값과 비슷한 농도 0.1 μM 을 투입한 샘플 

2번의 경우, 실험초기의 세포 개체 수와 144시간 이후의 세포 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또한, lapatinib 용액의 

농도가 1 μM 및 10 μM 인 경우 실험초기의 세포 개체 수보다 더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lapatinib 용액의 농도가 유효 

농도보다 높게 투여되어 well plate 내에 존재하는 NCI-N87 세포들 

대다수에 작용하여 세포 생존율을 낮춘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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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２-6 장시간 약물 분비 가능성 평가 실험 조건 
Sample 

number 
Type of lapatinib 

Concentration 

or units 

1 Solution 0.01 μM 

2 Solution 0.1 μM 

3 Solution 1 μM 

4 Solution 10 μM 

5 40 ㎛ sized DDS 10 units 

6 40 ㎛ sized DDS 100 units 

 

 
그림 ２-47 Lapatinib 용액의 농도 및 일차 별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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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48 약물장전구조체의 개수 및 일차 별 실험 결과 

 

그림 2-48 은 샘플 5, 6번(약물장전구조체 10개 및 100개)에 

대한 장시간 약물분비효능을 확인한 실험결과이다. 동일한 처리시간의 

경우, 약물장전구조체의 개수가 증가할 수록 세포의 성장억제능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제작된 약물장전구조체가 100개 투입된 

실험군의 경우, 약물 투여시간이 24, 48, 72, 96, 120 및 144 시간의 

경우에 대해 각각 99.4, 100.6, 104.2, 101.9, 100.2 및 80.8 %의 세포 

생존율을 보여주었다. 120시간까지 lapatinib 용액 0.1 μM 과 비슷한 

세포생존율을 보여주지만, 144시간의 경우에는 lapatinib 용액 1 μM 

그래프와 유사하게 세포 생존율이 낮아졌음을 보이고 있다. 100개의 

약물장전구조체에 장전된 lapatinib 약물의 농도는 11.046 μM 이므로, 

약물이 단번에 분비된다면 10 μM 의 세포생존율 그래프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보일 것이 당연하였으나,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제작된 

약물장전구조체가 144시간째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을 분비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본 논문에서 제작된 약물장전구조체는 순간적으로 

모든 약물을 분비하지 않고, 시간에 걸쳐 서서히 분비하여 장시간 

동안의 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MTT assay 

실험의 특성상, 세포오염문제로 144시간 이상의 시간에 대해서는 

실험을 진행 할 수 없었지만, 제작된 약물장전구조체가 144시간 이 

후에서도 분비되지 않고 남아있는 장전된 약물을 지속적으로 분비하여 

세포 성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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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DDS에 다종약물이 장전된 경우, 다종 약물의 

복합(combination)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마이크로구조체 내에 동시 장전된 lapatinib 및 5-FU 이 한번에 

분비되는 경우, 마이크로구조체의 크기 및 개수가 증가할수록 

세포성장을 억제하는 능력이 더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2-49(a)). 

Lapatinib 가 장전된 경우, IC50 값의 효능을 보이는 약물장전구조체의 

개수는 80개이며, 5-FU가 장전된 경우에는 본 실험에서는 측정할 수 

없었다. IC50 값의 효능을 보이는 약물장전구조체의 예상 개수는 

1500~2000개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5-FU 약물의 경우 본 실험에서 

사용하는 NCI-N87 세포주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약물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lapatinib 및 5-FU 약물이 혼합 장전된 경우, IC50 

값의 효능을 보이는 약물장전구조체의 개수는 9개로 측정되었다. 

Lapatinib 및 5-FU를 각각 10개씩 처리한 실험군의 세포생존율은 

78.1%와 86.4%로, IC50 값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물장전구조체가 

각각 90개 및 1500~2000개가 추가로 필요하다. 즉, IC50 농도에 

도달되는 구조체 개수는 lapatinib 및 5-FU를 각각 장전한 경우보다, 

하나의 구조체에 혼합 장전한 경우 비약적으로 감소하며, 이를 토대로 

lapatinib 및 5-FU 의 복합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분자표적치료항암제가 아닌 케모항암제인 5-FU, 

paclitaxel 및 약물을 혼합 장전한 약물장전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종 

약물의 복합(combination)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마이크로구조체 내에 케모항암제가 동시 장전된 실험군(5-

FU + paclitaxel, 5-FU + oxaliplatin, oxaliplatin + paclitaxel)에서는 

마이크로구조체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세포성장을 억제하기는 하지만 

실험군별로 IC50 값의 차이는 없어 케모항암제 사이의 복합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그림 2-49(b)).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약물전달시스템은 복합효과를 가지는 약물(분자표적항암제 lapatinib 와 

케모항암제 5-FU)를 선택하여 동시 장전한 경우, 복합효과를 통해 더 

낮은 약물농도로도 기존 약물의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고효율의 

항암치료방식에 적용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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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patinib 및 5-FU 약물의 combination 효과 확인 결과 

 
(b) 다종 케모항암제간 combination 효과 확인 결과 

그림 ２-49 다종 약물의 combination 효과 확인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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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 장비를 이용하여, 6일 이상의 약물 분비율을 측정하였다.  

그림 2-50(a) 은 lapatinib 가 장전된 40 ㎛ 크기 마이크로구조체 

100개의 1~6일 및 25일째의 약물분비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 결과, 

1~6일까지는 지속적으로 분비함을 확인하였다. 측정된 약물분비량은 

24, 48, 72, 96, 120, 144 및 600 시간 샘플에 대해 각각 0.27, 0.37, 

0.56, 0.66, 0.90, 1.15 및 4.01 μM 으로 측정되었다. 탑재된 약물 량 

대비 분비 정도는 24, 48, 72, 96, 120, 144 및 600 시간 샘플에 대해 

각각 2.4, 3.3, 5.1, 5.9, 8.1, 10.4 및 36.8% 로 계산되었다.  

이를 토대로 약물이 장전된 구조체의 70일간 약물분비율을 

측정하였다 (그림 2-50(b)). 5-FU 약물이 장전된 40 ㎛ 크기 

마이크로구조체 100개를 이용하여 약물전달시스템의 약물분비율을 

측정하였다. 100개의 약물장전구조체에 장전된 5-FU 약물의 농도는 

46 μM 이며, HPLC 실험결과, 1~70일째까지 분비된 5-FU 약물의 총 

농도는 0.0234 또는 0.0377 μM 로 측정되었다. 즉, 초기 장전량 대비 

0.05%가 분비된 것으로 계산되며, 일자에 따라서는 약물이 전혀 

분비되지 않았음을 보이는 실험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2가지의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마이크로구조체에 장전된 

약물량이 이론적으로 계산한 장전량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이며, 두 

번째는 약물전달시스템 제작 공정 중에 약물이 녹아서 분비된 경우이다.  

초기 장전 약물량의 계산은 약물이 장전된 마이크로구조체 내의 

약물이 차지하는 부피에 밀도를 곱하여 질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약물 

장전공정 후 제작된 40 ㎛ 크기의 마이크로구조체의 총 높이는 

평균적으로 25 ㎛ 정도였다. 적층에 사용된 2장의 생분해성고분자 

필름두께는 10 ㎛ 이므로, 약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약물장전공정에서는 

항상 5 ㎛ 두께의 약물이 장전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산출된 

높이로부터, 부피 및 밀도를 곱한 질량 값을 얻을 수 있으며, HPLC 

실험에서 사용된 200 μL 용액에서의 몰 농도를 최종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계산된 1 개의 40 ㎛ 크기의 약물장전구조체 내에 

장전된 lapatinib 약물량은 0.11 μM이고, 5-FU 약물량은 0.46 μM 

이다. 위 계산에서는 웨이퍼 전면 모든 영역에 약물이 균일하게 약물이 

장전되었음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가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초기 장전 약물량은 달라지게 된다. 현재 계산된 약물량은 1 개의 40 

㎛ 크기의 약물장전구조체 내에 장전 가능한 최대치이며, 최악의 경우 0 

μM 이 될 수도 있다. 이는 3절의 그림 2-39(a)에서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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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Si 웨이퍼의 모든 영역에 약물이 장전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이로 인해, Si 웨이퍼의 어느 영역에서 수집하느냐에 

따라, 수집된 약물장전구조체 내에 장전된 약물량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HPLC 실험 및 MTT assay 실험의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물론 본 논문에서는 항상 Si 웨이퍼의 같은 영역에서 수집한 

약물장전구조체를 사용하였으나, 그 영역 내부에서의 마이크로구조체간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70일 이내에 약물장전구조체로부터 

약물이 모두 분비된다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HPLC 실험 70일째의 

약물분비량이 마이크로구조체에 실제로 장전된 약물량과 같을 것이다. 

초기 약물 장전량의 불확실함을 해결하는 위해 다수의 약물장전구조체를 

사용하여 반복실험을 진행하였다. 수량단위의 증가를 통해 초기 약물 

장전량의 오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림 2-50(c) 및 2-

50(d) 의 HPLC 재실험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Lapatinib 및 5-FU 

약물이 장전된 구조체 2000개를 사용하여 1~6일 약물분비율을 재 

측정한 결과, 약물분비율이 100개의 경우보다 높은 범위에서 측정됨을 

확인하였다. 6일째 약물분비율의 경우 구조체 100개의 약물분비율은 

0.0024 인데 비해 구조체 2000개는 0.055 로 약 22배 정도 

증가하였다. 즉, 개수의 증가와 약물의 분비율에 1:1.1 의 비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이는 마이크로구조체 간 초기 약물장전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수집할 당시의 약물장전구조체 

내에는 약물이 이론적으로 계산한 초기 약물장전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장전되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이유로 최종 약물분비율이 초기 

약물장전량과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약물이 공정과정 중에 

소실되었거나, 70일 이내에 약물이 모두 분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초기 약물 장전량 최대치는 부피에 기반한 

계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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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patinib 장전구조체의 1~25일 약물분비율 확인  

 
(b) 5-FU 장전구조체의 1~70일 약물분비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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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apatinib 장전구조체의 1~6일 약물분비율 재확인 결과 

 
(d) 5-FU 장전구조체의 1~6일 약물분비율 재확인 결과 

그림 ２-50 Lapatinib 및 5-FU 약물이 장전된 마이크로구조체의 1~70 
일 HPLC 약물 분비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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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전달시스템 제작 공정 중에 약물이 소실되어 최종 

약물분비율이 초기 약물장전량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X-선 노광 

공정 이후 분리하는 현상공정에서 KOH 용액이 사용되며, 현상공정에서 

구조체내부에 장전된 약물이 물에 용해되면서 초기장전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약물의 물에 대한 용해도(solubility)와 관련 있으며, 

lapatinib의 용해도 0.022 mg/mL 보다 5-FU의 용해도 10 mg/mL 가 

높기 때문에 5-FU 약물을 장전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구조체 

3만개를 develop 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KOH 용액량은 50 uL 이며, 

여기에 5-FU 0.5 mg이 용해될 수 있다. 3만개의 마이크로구조체 

내부에 장전된 5-FU 약물 총량은 이론적으로 계산시 0.36 mg 이다. 

즉, 0.36 mg의 5-FU 약물은 50 uL에 모두 녹을 수 있으므로, 현상과정 

중에 마이크로구조체 내에 장전된 5-FU는 이미 용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KOH 용액으로 현상공정을 진행한 뒤에 탈 이온화된 물로 

세척하는 공정이 필수이며, 이는 약물의 용해를 추가로 발생시켜 

2차적인 5-FU 약물의 용해가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HPLC 

실험결과로 판단하건대 5-FU 약물이 10~15 분의 현상공정 및 1분의 

세척공정 중에는 모두 용해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안되는 약물전달시스템은 단번에 약물을 분비하지는 않는 대신에, 

적용 가능한 약물의 종류는 비 수용성 약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lapatinib의 경우에도 최소 0.005 mg 이상의 약물량은 

develop 공정 및 세척공정 중에 용해될 것이며, 이는 초기 

약물장전량의 감소를 발생시킬 것으로 추측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마이크로구조체 내에 초기 장전된 

약물량을 HPLC 및 MTT assay 실험으로 검증하기 전에는 장전 

약물량을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초기 약물장전량은 

최대치로 계산한 뒤에, 감쇠상수를 설정하여 장전된 약물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ρ

= drug drug
initial

solution

V
C

V
 , 

λ= ⋅loading attenuation initialC C  

여기에서 initialC 은 초기 약물장전량, ρdrug 는 약물의 밀도, drugV 는 약물의 

부피, solutionV 은 용액의 부피, loadingC 은 약물의 최종 장전량, λattenuation 은 

공정에 따른 감쇠상수이다. 감쇠상수는 약물의 용해도 Cs, 현상공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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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공정 시간에 비례하며, 적층공정시의 압력, 스크린프린팅 공정시의 

약물분배 균일도 및 마이크로구조체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그러나 

약물의 종류, 특히 약물의 물에 대한 용해도에 크게 의존하며, 매 

실험마다 달라져 특정 값으로 지칭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감쇠상수를 

설정하여 농도를 예상하고, HPLC 및 MTT assay 실험으로 확인하여 

장전 약물량을 계산하기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초기 

약물장전량은 최대치로 계산한 뒤에, 감쇠상수를 설정하여 장전된 

약물량을 계산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의 약물분비율은 HPLC 및 

MTT assay 실험결과값 2개를 토대로 모델링 식에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 이를 그림 2-51 에 나타내었다. 모델링 수식 도출 결과, 장전된 

모든 약물이 70일이 지날 때 까지도 분비되지 않는 것처럼 확인되었다. 

또한, 서로 다른 시행에서 초기 장전량이 다른 약물장전구조체(C1의 

감쇠상수는 0.5, C2의 감쇠상수는 0.42)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최종약물분비량이 다르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２-51 약물장전구조체 약물분비결과에의 모델링 식 도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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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tro 환경에서의 실험으로는 유효한 효능을 가지는 약물이 

6일 이상 장시간 동안 분비가 되는지를 한번에 확인할 수는 없었다. 

HPLC 실험의 경우 70일을 관측하였으나 단순히 약물의 농도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MTT assay 실험의 경우, 7일 이상의 실험결과는 

신뢰도가 떨어짐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의 

장시간 분비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in vivo 실험을 진행하여 

확인하였다. Balb/c nude 쥐 40마리를 이용하여 70일동안 주당 3~4회 

종양세포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그림 2-52 는 종양세포의 크기를 

70일까지 측정한 결과이다. 대조군(control)과 약물이 장전되지 않은 

마이크로구조체 18만개를 투입한 군의 종양세포 크기는 차이는 조금 

있으나 70일까지의 성장속도는 비슷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PCL 마이크로구조체는 생체 적합하여 실제로 주입되어도 

종양 세포의 성장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Lapatinib 약물이 

장전된 PCL 마이크로구조체 실험군의 경우, 대조군 대비 종양세포의 

증가속도는 1/4 수준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며, 18만개가 주입된 군의 

종양세포의 크기는 9 만개가 주입된 군의 종양의 크기대비 1/2 

수준이였다. 이는 18만개에 장전된 약물의 초기농도가 9만개 실험군에 

비해 2배로 높으며, 같은 시간에 분비되는 약물의 농도 역시 2배로 

높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같은 시간에 분비된 약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종양세포의 성장을 더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작된 

약물장전구조체는 약물을 단번에 분비되지 않으며 70일까지 분비가 

가능함을 in vitro 실험에서 확인한 바 있다. In vivo 환경에서는 

마이크로구조체 주변에 존재하는 세포들로 인해 확산계수가 감소하고 

완전히 침수되지 못하여 약물의 확산속도는 더 느려지게 된다. 따라서, 

in vivo에서는 70일 이상 약물의 분비도 가능함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70일이상 관측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70일 뒤에 절개시술을 진행하여 종양의 최종 크기를 

확인하였다 (그림 2-53). 확인 결과, 실험기간 중에 측정한 종양세포의 

크기와 적출한 종양의 크기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제작공정을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은 70일간의 장시간 동안 

약물의 분비조절이 가능하여, 장시간 분비용 약물전달시스템에 실제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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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52 In vivo 실험의 70 일간 종양의 크기 측정 결과 
 

 
그림 ２-53 70일 후 적출된 종양의 크기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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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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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４.５ 고찰  

 

본 절에서의 실험 결과, X-선 노광에 의해서 lapatinib 약물의 

약물의 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약물의 모델링 식에 

의거하여,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의 분비율을 예측하고, 효능을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스크린프린팅 공정, 적층 공정 및 

X-선 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하면 약물이 장전된 생분해성 고분자 

구조체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사용하여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은 실제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결과, 약물의 종류에 따라 제안된 생분해성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 내에 장전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아직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In vitro 및 in vivo 실험으로 70일까지 

분비가 가능함을 실제로 관측하였으나, 구조체내에 장전된 약물이 

얼마나 분비된 결과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몇몇 실험군에서는 전혀 

분비되지 않은 경우도 관측된 바 있으며, 1일째에 상당량의 약물을 

분비한 것으로 보이는 실험군도 있었다. 마이크로구조체에 장전된 

약물량의 계산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약물전달시스템 제작 공정 

중에 약물이 녹아서 이미 상당량의 약물을 분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사용중인 하나의 마이크로구조체 내 초기 장전 약물량의 

계산은 약물이 장전된 마이크로구조체 내의 약물이 차지하는 부피에 

밀도를 곱하여 질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약물장전공정 중 Si 

웨이퍼 전체에 도포한 약물량으로부터, 하나의 마이크로구조체 내에 

장전량을 역산한 값으로 검증하였다. 이 값을 초기 약물 장전량으로 

산정하여 HPLC 실험에서 사용된 200 μL 용액에서의 몰 농도를 

최종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웨이퍼 전면 모든 영역에 

약물이 균일하게 약물이 장전되었음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가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초기 장전 약물량은 달라지게 된다. 실험적으로 

검증한 결과, 약물장전구조체의 개수 증가와 약물의 분비율에 선형적인 

비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집한 마이크로구조체간 

약물분비율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웨이퍼 전면 

모든 영역에 약물이 균일하게 약물이 장전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실제 예측한 농도만큼 분비가 되지 않은 이유로는, 

초기에 장전된 약물이 공정 중에 소실되어 분비가 모두 되지 않거나, 

70일까지에도 분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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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X-선 노광 공정 이후 구조체를 서로 분리하는 

현상공정에서 KOH 용액이 사용되며, 현상공정에서 구조체내부에 

장전된 약물이 물에 용해되면서 약물의 초기 장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약물의 물에 대한 용해도(solubility)와 관련 있으며, 

lapatinib의 용해도보다 5-FU의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5-FU 약물을 

장전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KOH 용액으로 현상공정을 

진행한 뒤에 탈 이온화된 물로 세척하는 공정이 필수이며, 이는 약물의 

용해를 추가로 발생시켜 2차적인 5-FU 약물의 용해가 발생될 수 있다. 

실험결과, 5-FU 약물이 장전된 마이크로구조체에서도 약물이 

70일째까지 분비가 됨을 확인하였으므로, 제작 공정에서 약물이 모두 

용해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약물전달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약물의 종류는 비 수용성 약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마이크로구조체 내에 초기 장전된 약물량을 HPLC 

및 MTT assay 실험으로 검증하기 전에는 장전 약물량을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정에 따른 감쇠상수 λ 를 설정하여 

장전된 약물량을 표시할 수 있었다. 감쇠상수는 현상공정 및 세척공정 

시간에 비례하며, 적층공정시의 압력, 스크린프린팅 공정시의 약물분배 

균일도 및 마이크로구조체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그러나 약물의 종류, 

특히 약물의 물에 대한 용해도에 크게 의존하며, 각각의 공정상수들은 

매 실험마다 달라져 특정 값으로 지칭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감쇠상수를 설정하여 약물농도를 예상하고, HPLC 및 MTT assay 

실험으로 확인하여 장전 약물량 및 분비된 약물량을 계산하기 

수월하였다.  

하지만, HPLC 및 MTT assay 실험으로는 유효한 효능을 가지는 

약물이 6일 이상 장시간 동안 분비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HPLC 

실험의 경우 단순히 약물이 녹아 생성되는 특정 값의 면적에 기반한 

계산 결과이며, 실제로 분비된 약물이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MTT assay 실험의 경우, in vitro 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일이다. 6일 이후의 실험은 세포의 변성이 야기되어 

무의미함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제작된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마이크로구조체를 약물전달시스템으로서 효과가 있는지 및 장시간 

사용가능한지를 in vitro 환경에서는 확실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 대신에, 

in vivo 환경에서의 동물 실험을 통해 장시간(70일)동안 종양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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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전달시스템의 장시간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약물장전구조체의 개수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약물의 농도를 

증가시켜, 쥐의 종양세포 성장속도를 더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쥐의 종양세포 크기가 2 cm3 를 초과하였고, 

70일경에는 쥐의 활동성이 떨어져 동물실험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70일까지 진행하였다. 만일 약물장전구조체를 종양세포에 더 일찍 

주입하여 초기 종양세포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면, 70일 이상의 in vivo 

실험 역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실험으로, 서로 다른 약물을 

동시 장전한 약물전달시스템을 바탕으로 in vivo 실험을 진행한다면, in 

vitro 에서는 확인하지 못하는 약물의 장시간 효능 및 복합효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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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결   론 
 

 

제１절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적층 구조의 다종의 

약물 장전이 가능한 약물전달시스템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X-선 리소그래피를 사용하여 적층된 생분해성 고분자 PCL 및 PLGA 

(85:15) 를 다양한 모양 및 크기로 미세 가공 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X-선이 쬐어진 폴리에스테르 계열의 

생분해성 고분자 PCL 는 에스테르 결합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용융점, 수 평균 분자량, 중량 평균 분자량, 분산도 및 결정화도가 X-선 

노광량에 따라 경향성을 가지면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였다. 감소된 

결정화도는 생분해성 고분자의 가수분해속도를 증가시키며, 실제로 PCL 

고분자가 수산화칼륨 용액에서 빠르게 가수분해가 됨을 확인하였다. X-

선 리소그래피 도중 Au 마스크에 의해 노광 되지 않고, 가수분해 역시 

되지 않아 남아있는 생분해성 고분자 부분이 마이크로구조체가 된다. 

생분해성 고분자 마이크로구조체는 다면체, 원통, 글자 및 총알 등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크기는 수 μm~mm 를 가지도록 마스크를 

설계하여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마이크로구조체가 될 영역에 추가적인 

X-선 노광량 조절을 통해 서로 다른 표면에너지를 가지는 

마이크로구조체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작된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적층 구조의 마이크로구조체는 

주로 약물전달시스템의 전달체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약물분비율을 조절하여 약물의 치료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약물이 

장전된 적층 구조의 마이크로구조체를 제작하여 약물전달시스템으로의 

응용 방안을 추가로 평가하였다. 

스크린프린팅 방법 및 적층 공정을 이용하면 다양한 고상의 

약물을 순차적으로 적층하면서 약물전달시스템 제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분자표적치료항암제 lapatinib 와 세포독성항암제 5-FU 를 

선정하여, 각각의 약물이 단독으로 장전된 3층 구조의 약물전달시스템과, 

2종의 약물이 동시 장전된 5층 구조의 약물전달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약물전달시스템의 약물분비율을 모델링하고, HPLC 방법을 

이용하여 in vitro 약물 분비율을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실제로 측정한 

결과는 모델링한 약물 분비율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MTT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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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으로, 1~6일까지의 약물의 분비율을 측정하고 in vitro 약물 효능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장전된 lapatinib 항암제의 IC50 값이 약간 

감소하지만, NCI-N87 세포에 lapatinib 항암제가 여전히 반응하는 

성질을 보였다. 또한, 마이크로구조체 내 장전된 lapatinib 및 5-FU 

약물은 in vitro 에서 6일까지 분비됨을 확인하였으며, 약물이 장전된 

마이크로구조체의 크기 및 개수가 증가할수록 세포성장을 억제하는 

능력이 더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약물을 단독으로 장전하여 

처리한 경우보다, 동시 장전한 경우 combination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In vivo 쥐 실험을 통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은 70일의 장시간 동안 항암치료에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은 

실제 항암치료에 장시간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으로,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적층 구조의 다종의 약물 

장전이 가능한 약물전달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생분해성 고분자 PCL 및 

PLGA (85:15) 를 다양한 모양 및 크기로 미세 가공 할 수 있는 X-선 

리소그래피 공정법은 앞으로 많은 영역에의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된 약물전달시스템을 장시간 분비가 필요한 의료영역에 

사용한다면, 약물남용을 막아 환자에의 약물 순응도를 높여 더 확실하고 

편리한 치료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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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향후 계획 
 

제작된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적층 구조의 마이크로구조체는 

장시간 약물의 분비조절이 가능한 약물전달시스템에의 응용가능성을 

보였다. 본 절에서는 고기능 및 고효율 약물전달시스템으로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연구를 고려하였다.  

먼저, 약물 장전량을 정확하게 제어하는 동결 건조(freezed 

drying) 방법을 이용하여 약물 장전 구조체를 만드는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스크린프린팅 방식은, 사용자가 약물을 

뿌려서 구조체 내에 장전하는 방식으로 모든 구조체 내에 장전된 

약물량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약물 장전량 제어를 

위해 약물 농도를 농축시키는 용도로 의약학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동결 건조 방식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분해가 

비교적 빠른 PGA 와 같은 생분해성 고분자와 액상의 항암제를 섞은 후, 

동결 건조시켜 약물이 생분해성 고분자 층에 흡수되도록 한다. 이 후, 

약물이 흡수된 생분해성 고분자 층을 PCL 및 PLGA 고분자로 적층하여 

약물 전달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약물이 균일하게 

웨이퍼 전면에 분포 될 수 있고, 약물을 흡수하고 있는 생분해성 

고분자가 생분해 되면서 약물이 분비되는 형태로도 사용 가능할 것이다.  

적층형 약물전달시스템에 외벽이 존재하여 장전된 약물을 

순차적으로 분비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다. 현재의 적층 구조형태는 

장전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분비하기 시작하므로, 순차적으로 각각의 

약물을 분비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외벽을 추가로 

제작하고, 약물전달시스템 상층부에 생분해가 되는 고분자 덮개를 

얹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면, 완벽한 약물분비의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122]. 약물은 생분해성 고분자가 녹은 위쪽 방향으로만 분비가 

가능하므로, 적절한 생분해 속도를 가지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선택하여 

적층하는 방식으로 약물분비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이로써, 다종 

약물의 순차적인 약물분비제어 기능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추가연구를 진행한다면,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적층형 

마이크로구조체는 다종의 장전된 약물의 분비제어가 가능한 고기능 및 

고효율의 약물전달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약물전달시스템의 최종목표인 표적치료 및 유효농도치료를 구현완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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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tandard chemotherapy, only a limited dose of anticancer 

drug is allowed to be administered or injected to the human body, due 

to cytotoxicity of the anticancer drug. Absorption, excretion and 

disappearance of the anticancer drug administered in the course of 

movement to the tumor lead to the very low efficiency.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periodic medication as a liquefied anticancer drug 

is used, which is absorbed very shortly. To address the problems in 

delivering the anticancer drug to the tumor site, drug delivery system 

(DDS) is being studied worldwide, and laminated DDS using various 

drugs has been proposed. Even though, DDS may not escape from 

the confines of the periodic medication as it is developed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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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efied anticancer drug. 

Although a number of drugs are developed in the medical field, 

in the same way as oral administration and intravenous injection, it is 

difficult to deliver the drug only to the target cell. Therefore, a side 

effect to the normal cell is still remained. To solve this problem, DDS 

has drawn significant attention, due to a temporally and spatially 

controlled drug release for a specific therapeutic level. 

Biocompatible and biodegradable polymer is biodegradable in 

the body naturally, further surgery is not required to remove after it 

has been inserted into the body. Since it has a very low toxicity, low 

cost, and slow degradation, it is suitable for long-term implantable 

devices, such as a drug delivery carrier, suture, and scaffold. 

However, the biodegradable polymer has limited fabrication methods, 

it is difficult to fine processing in an arbitrary shape and size. Drug 

delivery system with a simple circular shape is not easy to have a 

controlled drug release profile. Therefore, circular shape DDS is hard 

to be utilized in maintaining therapeutic levels of drugs near the target 

cell.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fabrication process of a 

laminated biodegradable polymer using X- ray lithography for fine 

patterning in various shapes and sizes,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mong the many biodegradable polymers are polyester 

polymer family as the price is relatively cheap, biodegradation rate 

is controlled by weight difference between the inside molecule, 

known as biodegradable polymer of polycaprolactone (PCL) and poly 

lactide-co-glycolide (PLGA) polymer was selected. The x-ray 

irradiated polyester series is cut off the chain of the ester bond, the 

hydrolysis is rapid in alkaline solutions such as potassium hydroxide. 

The remaining part of the biodegradable polymer is not hydro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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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micro-structure, a polyhedron, such as a cylindrical shape 

with a variety of sizes can be manufactured to design the mask so as 

to have a number of μm ~ mm. Furthermore, with additional X- ray 

exposure adjustment on the region to be a micro-structure is also 

possible to produce microstructures having different surface energy. 

We developed the screen printing process and the lamination 

process for loading a variety of drugs. A liquid drug has an problem 

when the liquid drug is exposed to X- ray, a solid drug loaded 

microstructure is suggested. The molecular target agents, lapatinib, 

and a cytotoxic therapeutic anticancer, 5-fluorouracil (5-FU), are 

selected to fabricate the three types of microstructures: (1) three-

layered laminated structure loaded lapatinib or 5-FU alone and (2) 

five-layered laminated structure loaded lapatinib plus 5-FU. 

Fabrication of lapatinib-entrapped micro chambers by x-ray 

lithography and in vitro evaluation on NCI-N87 cells are presented. 

A biodegradable, biocompatible synthetic polymer, PCL is used as a 

carrier material, and a molecular targeted anticancer drug, lapatinib, 

is used as a drug for the proposed DDS. Lamination process and x-

ray lithography process are performed to fabricate lapatinib-

entrapped micro chambers. Then, in vitro experiments on NCI-N87 

cells are conducted by varying the size and the number of the 

lapatinib-loaded micro chambers. Also, drug release characteristic 

of the fabricated micro chambers is evaluated by an MTT assay for 

144 hours. During the fabrication process, the IC50 value of lapatinib 

to NCI-N87 cells is increased. Nevertheless, lapatinib is still 

effectively inhibiting tumor proliferation. In addition, as the size and 

the number of the lapatinib-entrapped micro cubes are increased, 

the amount of drug release is increased. In vitro experiments, 

lapatinib-entrapped micro cubes have successfully suppress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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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or growth for 144 hours. Compared to the DDSs with lapatinib 

alone or 5-FU alone, better efficacy of the DDS with lapatinib plus 

5-FU was demonstrated by decreased IC50 value. 

Moreover, the mathematical modeling of drug release is 

studied using in vitro experimental results. To verify the model, in 

vivo experiments on balb/c nude mouse were performed. The results 

show the prolonged drug release effects during 70 days. 

In this paper, the proposed x-ray lithography shows the 

possibility of the micromachining of biodegradable polymer, including 

polyester, and the microstructures can be used for DDSs. The 

proposed DDS is expected to be used for targeted delivery to 

enhance the therapeutic efficiency of the drug and controlled drug 

release within the drug effective concentration level while minimizing 

the side effects of drugs. 

 

Keywords : Drug delivery system, biodegradable polymer, x-ray 
lithography, micromachining, lamination, micr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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