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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식형 마이크로 칩은 내장된 채널을 통해 선형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혈중 약물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전달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이식 후, 마이크로 칩 주변에 형성되는 두껍고 단단한 섬유성 

캡슐이 마이크로 칩에서 방출된 약물이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방해하여 

약물 전달의 재현성이 저하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섬유성 캡슐의 형성을 억제하여 약물 전달의 장기적 

재현성을 개선할 수 있는 마이크로 칩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인 디클로페낙을 

방출하는 마이크로 칩 (Diclofenac Microchip, DMC)과 TGF-β 를 억제하는 

항섬유화 약물인 트라닐라스트를 방출하는 마이크로 칩 (Tranilast 

microchip, TMC)을 결합하여 최종 형태의 마이크로 칩 (Integrated 

Microchip, I_MC)을 제작하였다. 디클로페낙은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전달되어 약물 전달의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델 약물이고, 

트라닐라스트는 마이크로 칩 주변에 작용하여 섬유성 캡슐의 형성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각 마이크로 칩은 저장고에 담긴 

약물을 마이크로 채널을 통해 서서히 방출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최종 

마이크로 칩에 적합한 채널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약물 방출 실험을 

통해 최적의 채널 길이와 채널 및 약물 저장고 쌍의 개수를 결정하였다. 

채널 길이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단면적을 동일하게 하여 다양한 길이의 

채널이 내장된 마이크로 칩을 제작하였다. DMC 의 채널은 2 mm 

(DMC_2), 3 mm (DMC_3) 및 4 mm (DMC_4) 길이로 제작하였고, TMC 의 

채널은 2 mm (TMC_2) 및 3 mm (TMC_3) 길이로 제작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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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칩을 이용한 32 일 간의 in vitro 약물 방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I_MC 를 구성하는 채널의 길이를 결정하였다. DMC_3 가 높은 

재현성과 많은 약물 방출량을 보였기 때문에 I_MC 를 구성하는 DMC 의 

채널 길이를 3 mm 로 결정하였다. 디클로페낙의 약물 동력학 연구에 

충분한 일일 약물 방출량을 구현하기 위해 3 mm 길이의 채널과 약물 

저장고를 두 쌍 내장한 2X_DMC_3 를 제작하여 약물 방출량을 

증가시켰다. 또한 효과적인 섬유화 억제를 위해 표면적 대비 필요 

트라닐라스트 방출량을 예상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장 큰 

트라닐라스트 방출량을 보인 2 mm 길이의 채널과 약물 저장고를 두 쌍 

내장한 2X_TMC_2 를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2X_DMC_3 와 

2X_TMC_2 를 결합하여 I_MC 를 완성하였다. 

I_MC 의 약물 전달 재현성을 in vivo 상에서 확인하기 위해 30 일 동안 

I_MC 를 동물에게 이식하고 약물 동력학을 분석하였다. 비교를 위해 

트라닐라스트의 탑재 여부에 따라 트라닐라스트와 디클로페낙을 모두 

탑재한 I_MC 를 이식한 그룹 (I_MC w/ TR)과 디클로페낙만 탑재한 

I_MC 를 이식한 그룹 (I_MC w/o TR)으로 나누어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식 후 12 일까지는 두 그룹에서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이후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가 감소하면서 그룹 간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식 15 일 

이후부터 I_MC w/o TR 에서는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가 1/4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I_MC w/ TR 에서는 절반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18 일 

이후부터는 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이를 통해 

I_MC 에서 서서히 방출되는 트라닐라스트에 의해 디클로페낙의 전달 

재현성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실험 기간동안 I_MC w/ 

TR 그룹의 혈중 트라닐라스트 농도는 전신에 약효를 미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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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I_MC 에서 방출된 트라닐라스트가 국소적인 

효과만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트라닐라스트의 방출이 섬유성 조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두 그룹에서 마이크로 칩 주변에 형성된 조직을 채취하여 

Hematoxylin & Eosin (H&E) 염색법과 Masson’s Trichrome (MT) 염색법으로 

염색하여 분석하였다. 섬유성 캡슐 두께 측정을 위한 H&E 염색 조직 

분석 결과, I_MC w/ TR 그룹에서는 I_MC w/o TR 그룹에서 형성된 섬유성 

캡슐의 약 1/4 배 두께의 얇은 캡슐이 형성되었다. 또한 MT 염색을 

이용한 조직 분석에서는 I_MC w/ TR 그룹에서 채취한 조직이 I_MC w/o 

TR 그룹의 조직에 비해 절반 이하의 콜라겐 밀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트라닐라스트를 방출한 마이크로 칩의 주변에서 섬유화 반응이 억제되어 

결과적으로 더 얇고 성긴 섬유성 캡슐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섬유화 억제 기능이 있는 채널 내장형 

마이크로 칩을 개발하여 약물 전달의 장기적 재현성을 개선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채널을 통해 항섬유화 약물의 방출을 조절하는 마이크로 

칩의 부착을 통해 다양한 마이크로 칩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이식형 약물 전달 체계, 채널 내장 마이크로 칩, 섬유화, 

디클로페낙, 트라닐라스트, 약물 전달 재현성 

학   번: 2019-23284 

  



 

 iv 

목   차 

 

초    록 ................................................................................................................. ⅰ 

목    차 ............................................................................................................... ⅳ 

표   ....................................................................................................................... ⅵ 

그    림 .............................................................................................................. ⅶ 

1. 서    론 ........................................................................................................ 1 

1.1. 연구 배경 .............................................................................................. 1 

1.1.1. 약물 전달을 위한 채널 내장 이식형 마이크로 칩 ............ 1 

1.1.2. 섬유성 캡슐의 형성 과정 ........................................................ 1 

1.2. 접근 방법 .............................................................................................. 2 

2. 실험 방법 ...................................................................................................... 3 

2.1. 시약 및 재료 ........................................................................................ 3 

2.2. 마이크로 칩의 제작 ............................................................................ 4 

2.3. 마이크로 칩의 분석 ............................................................................ 7 

2.4. Integrated mirochip 제작을 위한 최적 채널 선택 ........................... 8 

2.5. 세포 독성 평가 .................................................................................... 8 

2.6. 동물 실험 .............................................................................................. 9 

2.6.1. Integrated mirochip  이식........................................................... 9 

2.6.2. 약물 동력학 연구 .................................................................... 12 

2.6.3. 조직 분석 .................................................................................. 12 

2.7. 통계적 분석 ........................................................................................ 13 

3. 실험 결과 .................................................................................................... 13 

3.1. 마이크로 칩의 분석 .......................................................................... 13 

3.2. 약물 방출 실험 .................................................................................. 19 

3.3. 약물 동력학 분석 .............................................................................. 28 



 

 v 

3.4. 조직 분석 ............................................................................................ 32 

4. 결    론 ...................................................................................................... 35 

참고문헌 .............................................................................................................. 38 

Abstract in English ............................................................................................... 42 

  



 

 vi 

표 

 

표 1. 마이크로 칩의 조건 .................................................................................. 15 

표 2. DMC 의 약물 방출 분석 ........................................................................... 22 

표 3. TMC 의 약물 방출 분석 ........................................................................... 24 

 

  



 

 vii 

그    림 

 

그림 1. 마이크로 칩 제작 과정 ....................................................................... 6 

그림 2. 마이크로 칩 이식 과정 ..................................................................... 11 

그림 3. 한 쌍의 채널과 약물 저장고를 내장한 마이크로 칩 이미지 ... 16 

그림 4. SEM 으로 관찰한 마이크로 채널의 단면 ....................................... 17 

그림 5. 두 쌍의 채널과 약물 저장고를 내장한 마이크로 칩 이미지 ... 18 

그림 6. DMC_2 약물 방출 양상 ..................................................................... 21 

그림 7. DMC_3 및 DMC_4 약물 방출 양상 ................................................ 21 

그림 8. 2X_DMC_3 및 DMC_3 약물 방출 양상 ......................................... 22 

그림 9. TMC_2 및 TMC_3 약물 방출 양상 ................................................. 23 

그림 10. 2X_TMC_2 및 DMC_2 약물 방출 양상 ....................................... 23 

그림 11. (A) I_MC 의 제작 과정 및 (B) I_MC 의 이미지 .......................... 25 

그림 12. I_MC 의 약물 방출 양상 ................................................................. 26 

그림 13. L929 세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I_MC 의 세포 독성 평가 ......... 27 

그림 14. 그룹별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 비교 ............................................. 30 

그림 15 그룹별 혈중 트라닐라스트 농도 비교 .......................................... 31 

그림 16. 마이크로 칩 주변에 형성된 캡슐의 두께 비교 ......................... 33 

그림 17. 마이크로 칩 주변에 형성된 조직의 콜라겐 밀도 비교 ........... 34 

 

 



 

 1 

1. 서    론 

 

1.1. 연구 배경 

 

1.1.1. 약물 전달을 위한 채널 내장 이식형 마이크로 칩 

채널이 내장된 이식형 마이크로 칩은 채널을 통해 일정한 속도로 

약물을 방출하여 선형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주목 

받고 있다[1-4]. 약물의 선형적 전달은 일정 수준의 혈중 약물 농도를 

유지하여 독성은 줄이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약물 전달 

전략으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같이 좁은 치료 농도 범위를 

가지는 약물의 전달에 적합하다[5,6]. 또한, 마이크로 칩에 내장되는 

채널은 규모[2,3], 표면의 화학적 특성[7], 전하[8], 농도차 편극[9] 등의 

특성을 변화시켜 약물의 방출을 적합한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 미세 

가공 기술이나 미세 전자 기계 시스템을 이용하여 더욱 복잡하고 정밀한 

구조로 제작할 수 있다[10,11]. 하지만 이식 후 마이크로 칩 주변에는 

염증 반응과 이물 반응에 의해 섬유화 반응이 일어난다[1-3]. 이로 인해 

형성되는 두껍고 조밀한 섬유성 캡슐은 마이크로 칩에서 방출된 약물을 

가로막아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방해하여 약물 전달 재현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1.1.2. 섬유성 캡슐의 형성 과정 

섬유성 캡슐이 형성되는 섬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이토카인은 

형질전환인자-β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이다[12,13]. 마이크로 

칩이 이식되면, 주변에 있는 혈소판을 비롯한 다양한 세포에서 TGF-β 를 

분비하여 단핵 백혈구를 마이크로 칩 주변으로 모아 일련의 염증 반응을 

시작한다[14]. 염증 반응 초기에는 단핵 백혈구에서 염증 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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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하지만, 염증이 지속되면 단핵 백혈구는 대식 세포로 분화하여 관련 

대사를 더욱 활발하게 조절하고 섬유 조직 생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15,16]. 염증 반응이 더욱 발전하여 만성 염증 단계가 되면, 

TGF-β 는 섬유아세포를 자극하여 세포외 기질과 콜라겐 등 섬유성 

조직을 구성하는 주원료의 생산을 증가시킨다[17,18]. 또한 섬유아세포는 

근섬유모세포로 전환되어[19,20] 더욱 많은 구조 단백질[21,22]과, 다양한 

성장인자, 그리고 사이토카인[23]을 발현한다. 한편, TGF-β 는 기질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도 조절한다[24].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TGF-β 는 세포 외 기질과 기질 단백질의 합성 및 

축적을 촉진하여 마이크로 칩 주변에 섬유성 캡슐이 형성되는데 주요 

인자로 작용한다. 이 결과, 두껍고 밀도 높은 섬유성 조직으로 이루어진 

캡슐이 마이크로 칩 주변에 형성된다. 

 

1.2. 접근 방법 

마이크로 칩의 장기적인 약물 전달 재현성을 개선하기 위해 TGF-β 의 

작용을 저해하여 섬유성 캡슐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는 마이크로 칩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약물을 방출하는 두 개의 마이크로 

칩을 결합하여 최종 형태의 마이크로 칩을 제작하였다. 하나의 마이크로 

칩에는 대표적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인 디클로페낙이 탑재되었고 

(Diclofenac Microchip, DMC), 다른 마이크로 칩에는 TGF-β 의 억제제인 

트라닐라스트가 탑재되었다 (Tranilast Microchip, TMC)[25-27]. 

디클로페낙은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전달되어 약물 전달의 재현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 약물로 사용되었고, 트라닐라스트는 마이크로 칩 

주변에 국소적으로 작용하여 섬유성 캡슐의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마이크로 칩을 제작하기 위해 생체적합한 



 

 3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판에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이용해 약물을 담을 수 있는 약물 저장고와 약물 

방출을 조절하기 위한 마이크로 채널을 가공하였다. 마이크로 채널은 

폴리에틸렌글라이콜 (Poly(ethylene glycol), PEG)로 충전되어 확산 장벽 

역할을 수행하였다. 물이 채널에 충전된 PEG 를 녹이면서 약물 저장고로 

유입되면 탑재된 약물을 녹여 다시 같은 채널을 통해 방출되면서 약물 

방출이 조절된다. 

동일한 단면적과 다양한 길이의 채널이 내장된 마이크로 칩을 

제작하여 채널의 길이에 따른 마이크로 칩의 약물 방출을 관찰하고 

약물별로 최적의 방출을 보인 채널의 길이를 결정하였다. 이후 결정된 

길이의 채널과 약물 저장고를 두 쌍 내장하여 약물 방출량을 늘린 두 

마이크로 칩을 결합한 최종 형태의 마이크로 칩 (Integrated Microchip, 

I_MC)을 제작하였다. 

생체 내에서 약물 전달의 재현성을 평가하기 위해 I_MC 를 동물에 

이식하였다. 이 과정에서 트라닐라스트의 탑재 여부에 따라 

트라닐라스트와 디클로페낙을 모두 탑재한 I_MC 를 이식한 그룹 (I_MC 

w/ TR)과 디클로페낙만 탑재한 I_MC 를 이식한 그룹 (I_MC w/o TR)으로 

구분하여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체내에서 마이크로 칩 주변에 형성된 조직을 얻어 섬유성 캡슐의 두께와 

콜라겐 밀도를 분석하여 트라닐라스트의 방출이 마이크로 칩 주변에서 

생성되는 섬유성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2. 실험 방법 

 

2.1. 시약 및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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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MA plate (두께 2 mm)와 PEG (분자량 = 6kDa)는 각각 ENGP (Incheon, 

Korea)와 Acros Organics (Geel, Belgium)에서 구매하였다. 실리콘 테이프 

(Ideal 9144 silicone tape)는 American Biltrite (Wellesley, MA, USA)에서 

제공받았다. 디클로페낙 소듐 (diclofenac sodium, 순도 ≥ 98%, 분자량: 

318.1 g/mol, 물에 대한 용해도: 50 mg/ml), 트라닐라스트 (tranilast, 순도 ≥ 

98%, 분자량: 327.33 g/mol, 물에 대한 용해도: 14.5 μg/ml) tween
®
 80, 

ammonium bicarbonate (순도 ≥ 98%, 분자량: 79.06 g/mol) 및 포르말린 

수용액 (neutral buffered, 10%)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통해 

구매하였다. 정맥 카테터와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튜브는 

BD (Franklin Lakes, NJ, USA)에서 구매하였고, Ammonium acetate (순도 ≥ 

98%, 분자량: 77.08 g/mol)는 대정화금 (Daejung Chemicals, Siheung, 

Korea)에서 구매하였다. Zoletil
®
 50 과 Rompun

®은 바이엘코리아 (Bayer 

Korea, Seoul, Korea)를 통해 구매하였고, 베타딘은 그린 제약 (Green 

Pharmaceutical, Seoul, Korea)에서 구매하였다. 

 

2.2. 마이크로 칩의 제작 

이 실험에서 사용된 마이크로 칩은 이전에 보고된 내용에 수정을 더해 

제작하였다[2]. 두께 2 mm 와 직경 13 mm 의 원형 PMMA 판에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이용하여 약물 저장고와 마이크로 채널을 가공해 

마이크로 칩을 제작하였다. 이산화탄소 레이저는 고분자 물질에 다양한 

구조를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어 마이크로 칩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28,29]. 탑재되는 약물에 따라 DMC 에는 직경 2.85 mm 의 원형 약물 

저장고와 길이 2 mm (DMC_2), 3 mm (DMC_3) 그리고 4 mm (DMC_4)의 

채널을 제작하였다. TMC 에는 직경 1.8 mm 의 원형 약물 저장고와 길이 

2 mm (TMC_2)와 3 mm (TMC_3)의 채널을 제작하였다. 채널 길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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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방출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모든 마이크로 채널은 일정한 

단면적으로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약물 저장고는 228.6 mm/sec 의 

스캐닝 속도 및 72 W 출력의 레이저로 가공하였고, 마이크로 채널은 

1,095 mm/sec 의 스캐닝 속도 및 96 W 출력으로 가공하였다. 

그림 1 과 같이 마이크로 채널에 PEG 를 충전하고 약물 저장고에 

약물을 탑재하여 마이크로 칩을 완성하였다. 70 ℃에서 녹인 PEG 를 

마이크로 채널에 충전한 후 상온에서 완전히 경화시켜, PEG 가 녹은 후 

채널을 통해 약물 저장고로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채널이 충전된 면에 생체적합한 실리콘 테이프를 붙여 

밀봉하였다[2,30,31]. 마이크로 칩을 뒤집어 반대면을 통해 약물 저장고에 

약물을 조밀하게 채운 후, 동일한 실리콘 테이프로 밀봉하여 마이크로 

칩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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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이크로 칩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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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이크로 칩 분석 

마이크로 채널의 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SM-7800 F Prime, Jeol. Ltd., Japan)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PEG 로 충전되기 전의 채널과 충전된 후의 채널을 마운트에 올려 

각 단면의 이미지를 얻었다. SEM 분석 전 채널의 표면은 60 초간 

백금으로 코팅 (108 auto, Cressington Scientific, UK)되었다.  

약물 탑재량의 재현성을 평가하기 위해 디클로페낙은 탑재하였지만 

밀봉은 하지 않은 DMC 를 증류수 20 ml 에 넣고 탑재된 약물을 모두 

녹였다. 녹인 용액은 파장 276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 (UV-1800, 

SHIMADZU, Japan)하여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트라닐라스트는 

탑재하였지만 밀봉은 하지 않은 TMC 를 1% (v/v)의 Tween
®
 80 을 함유한 

PBS 50 ml 에 넣어 약물을 전부 녹이고 HPLC/MS (Agilent 6120 Quadrupole 

LCMS systems, Agilent Technologies,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diamonsil 5 μm C18 칼럼 (4.6 × 150 mm, 5μm-pore, Dikma, USA)을 

사용하였으며 0.5 ml/min 의 속도로 이동상을 흘려보냈다. 이동상은 

acetonitrile 과 10 mM ammonium bicarbonate (aq.)를 50:50 (v/v)으로 섞어 

제작하였다. 분석을 위해 샘플 20 μl 가 기기로 주입되었으며 파장 360 

nm 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selective ion monitoring (SIM) 이온은 326 

m/z 이었다. 모든 측정은 최소 3 개 이상의 마이크로 칩을 이용해 

수행하여 약물 탑재량의 재현성을 평가하였다. 

마이크로 칩의 약물 방출을 분석하기 위해 마이크로 칩을 tween
®
 80 을 

1% (v/v) 함유한 PBS 배지 50 ml 에 넣어 in vitro 약물 방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마이크로 칩은 37 ℃에서 100 rpm 의 진탕 

배양기 (SI-600R, Jeio Tech, Korea)에서 배양되었다. 32 일간 일정량의 

배지를 취한 후, 동량의 배지를 다시 투입하였다. 이후, 취해진 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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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디클로페낙과 트라닐라스트의 농도를 각각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두 쌍의 채널과 약물 저장고가 내장된 마이크로 칩과, 

DMC 와 TMC 를 결합한 I_MC 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2.4. Integrated microchip 제작을 위한 최적 채널 선택 

In vitro 약물 방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in vivo 실험을 위한 I_MC 를 

구성하는 DMC 와 TMC 에 내장할 채널 조건을 결정하였다. 이식 후 

디클로페낙은 빠르게 방출되기 시작하여 실험 기간동안 재현성 있게 

방출되어야 한다. 또한 약물 동력학 분석을 위해 혈중 약물 농도가 측정 

가능한 농도 범위내로 유지될 만큼 충분한 양이 방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 분석이 가능한 약물 방출량을 조사하였다[1]. 

약물 방출 실험에 사용한 DMC 중 재현성 있게 가장 많은 양의 약물을 

방출한 마이크로 칩의 채널 길이를 선택하여 채널과 약물 저장고를 두 

쌍 내장한 마이크로 칩을 제작하였다. 한편, 섬유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I_MC 의 표면적 대비 충분한 양의 트라닐라스트가 이식 

직후부터 방출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I_MC 의 표면적을 

고려하여 섬유화 억제를 위해 필요한 트라닐라스트 방출량을 

예상하였다[25]. 이 예상치를 만족하기 위해 빠르게 약물 방출을 

시작하여 가장 큰 일일 트라닐라스트 방출량을 보인 마이크로 칩의 

채널과 약물 저장고를 두 쌍 내장한 마이크로 칩을 제작하여, 예상 필요 

방출량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최적화된 채널과 약물 저장고를 내장한 두 

마이크로 칩을 결합하여 I_MC 를 제작하였다. 

 

2.5. 세포 독성 평가 

I_MC 의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간접적인 세포 독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약물을 탑재하지 않은 I_MC 를 ethylene oxide 가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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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하고 4 ml 의 RPMI 1640 배지에 넣어 37 ℃, 5%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30 일간 배양하였다. RPMI 1640 배지는 10% fetal bovine serum (FBS)과 100 

units/ml 페니실린, 100 μg/ml 스트렙토마이신을 첨가하여 제작하였다. 

30 일간의 일정에 맞춰 배지를 전량 수거하고, 이후 동량의 배지를 다시 

투입하였다. 수거된 배지 중 1, 3, 7, 15, 21, 30 일에 수거된 배지에 대해 

EZ-Cytox cell viability assay kit (Daillab Service, Seoul, Korea)를 이용해 세포 

독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L929 mouse fibroblast 현탁액 (1.0 × 10
5
 

cells/ml) 100 μl 를 96 well plate 에 분주하여 37 ℃, 5%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24 시간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well 에 있는 배지를 제거하고 일정에 

맞춰 수거한 배지를 100 μl 씩 well 에 넣고 다시 24 시간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각 well 에 있는 배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배지 100 μl 와 EZ-Cytox 

시약 10 μl 를 넣어 2 시간동안 배양하였다. 각 well 별로 microplate reader 

(SpectraMax 190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USA)를 이용해 450 

nm 와 600 nm 의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세포 생존율 =
흡광도

(Sample,450 nm)
− 흡광도

(Sample,600 nm)

흡광도
(Blank,450 nm)

− 흡광도
(Blank,600 nm)

× 100(%) 

 

2.6. 동물 실험 

 

2.6.1. Integrated microchip 이식 

I_MC 의 성능을 생체 내에서 평가하기 위해 8 주령의 수컷 Sprague-

Dawley rat (male SD rat, 체중 230-280 g)에 이식하였다. 전체 실험 과정은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ACUC No. 20-0147-

S1A2)에 승인을 받은 절차대로 진행하였다. 이식을 위해 Zoletil
®  

50 과 

Rompun
®
 을 50:50 (v/v)으로 섞은 혼합물을 1 mg/kg 씩 동물의 복강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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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하여 마취시켰다. 그림 2 와 같이 이식할 등 부위에 털을 깎아내고 

베타딘으로 소독한 뒤 피하층을 따라 약 2 cm 의 절개를 내어 ethylene 

oxide 로 멸균한 I_MC 를 피하 공간에 이식하였다. 이후 절개 부위를 

수술용 클립 (Autoclip
®
 Wound Closing System; Braintree Scientific, Braintree, 

USA)으로 봉합하고 베타딘으로 다시 한번 소독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물은 이식한 I_MC 에 따라 디클로페낙과 트라닐라스트를 모두 탑재한 

I_MC 를 이식한 그룹 (I_MC w/ TR)과 디클로페낙만 탑재한 I_MC 를 

이식한 그룹 (I_MC w/o TR)으로 나누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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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이크로 칩 이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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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약물 동력학 연구 

이식 후 혈중 약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동물의 꼬리 측면 정맥에서 

혈액을 1 ml 씩 채취하였다. 혈액을 채취한 즉시 12,225 ×g 의 속도로 

10 분간 원심분리 하여 혈장을 분리하고 분석하기 전까지 혈장은 -20 

℃에서 보관하였다. 해동된 혈장 100 μl 에 methanol 400 μl 를 넣어 

단백질을 침전시킨 후, 마찬가지로 12,225 ×g 의 속도로 10 분간 원심분리 

하여 분리한 상층액 100 μl 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혈중 약물 농도는 

앞서 언급한 HPLC/MS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methanol 과 10 mM ammonium acetate (aq.)를 70:30 

(v/v)으로 혼합한 이동상을 0.5 ml/min 의 속도로 흘려보냈다. 분석을 위해 

10 μl 의 샘플을 기기에 주입하였으며, 파장 276 nm 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SIM 이온은 294 m/z 이었다. 혈중 트라닐라스트 농도는 같은 

기기에 acetonitrile 과 10 mM ammonium bicarbonate (aq.)를 30:70 (v/v)으로 

혼합한 이동상을 0.5 ml/min 의 속도로 흘려 측정하였다. 20 μl 의 샘플을 

주입하고, 분석을 위해 파장 360 nm 에서의 흡광도와 326 m/z 의 SIM 

이온을 이용하였다. 

 

2.6.3. 조직 분석 

조직학적으로 두 그룹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마이크로 칩 주변에 

형성된 조직을 분석하였다. 이식 30 일 후, 동물을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하여 희생시킨 후, 등 부위에서 마이크로 칩의 주변 조직을 

적출하였다. 10% 포르말린 용액에서 24 시간동안 고정된 조직을 파라핀 

왁스 안에 넣고 굳혀 블록 형태로 만들었다. 파라핀 블록을 4 μm 두께로 

잘라 조직 슬라이드로 만들었으며, 슬라이드는 xylene 과 ethanol 을 

이용하여 파라핀을 제거하고 분석되었다. 5 마리로 구성된 각 그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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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칩과 인접한 조직의 이미지를 개체당 5 개씩 얻어 총 25 개의 

이미지를 현미경 (ECLIPSE Ts2, NIKON, Japan)으로 관찰하였다. 

Hematoxylin & Eosin (H&E) 염색을 이용하여 캡슐의 두께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4 배로 확대한 H&E 염색 조직 이미지에서 가장 얇은 캡슐 

부분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마이크로 칩 주변 조직의 콜라겐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Masson’s Trichrome (MT) 염색을 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콜라겐은 푸른색으로 염색되기 때문에, MT 염색된 조직 슬라이드를 

10 배 확대한 이미지에서 푸른색이 차지하는 면적을 Image J softwar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Maryland, USA)로 측정하였다. 이 면적을 같은 

이미지에 있는 전체 조직의 면적으로 나누어 콜라겐 밀도를 퍼센트 

값으로 구하였다. 

 

2.7. 통계적 분석 

I_MC w/ TR 그룹과 I_MC w/o TR 그룹의 혈중 약물 농도와 조직 분석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Mann-Whitney U test 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정해진 시간대에 혈중 약물 농도를 측정하고 실험 종료 

시점에서 I_MC 주변에 형성된 섬유성 캡슐의 두께 및 콜라겐 밀도를 

분석하여, 두 그룹을 비교하였다. p 값이 0.05 보다 작을 경우, 두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SPSS 

version 26.0, IBM, USA). 

 

3. 실험 결과 

 

3.1. 마이크로 칩 분석 

채널의 길이에 따른 약물 방출을 분석하기 위해 한 쌍의 마이크로 

채널과 약물 저장고로 구성된 마이크로 칩을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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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및 그림 3 와 같이 다양한 길이의 채널과 약물 저장고를 내장한 

마이크로 칩을 제작하였다. 모든 마이크로 채널 가공에서는 레이저의 

스캐닝 속도와 출력을 고정하여 채널의 단면적을 0.366 ± 0.032 mm
2 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채널의 길이는 다양하게 제작하였다. 채널이 물의 

유입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 70 ℃에서 녹인 PEG 를 채널에 가한 후, 

충분히 경화시켜 그림 4 와 같이 빈틈없이 채널을 충전하였다. 약물 

저장고는 약물의 용해도를 고려하여 약물 탑재량을 조절하기 위해 

DMC 와 TMC 에 서로 다른 직경으로 제작되었으며, DMC 에는 약물 

저장고 하나당 17.87 ± 0.41 mg 의 디클로페낙이 탑재되었고 TMC 에는 

약물 저장고 하나당 6.63 ± 0.36 mg 의 트라닐라스트가 탑재되었다. 

약물 방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두 쌍의 채널과 약물 저장고를 내장한 

마이크로 칩도 동일한 과정으로 그림 5 와 같이 제작하였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여 채널의 PEG 충전 상태를 평가하고 약물 탑재량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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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마이크로 칩의 조건 

탑재 약물 구분 채널의 길이 (mm) 
채널 및 약물 

저장고 쌍의 개수 

디클로페낙 

DMC_2 2 1 

DMC_3 3 1 

DMC_4 4 1 

2X_DMC_3 3 2 

트라닐라스트 

TMC_2 2 1 

TMC_3 3 1 

2X_TMC_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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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 쌍의 채널과 약물 저장고를 내장한 마이크로 칩 이미지 

(A) DMC_2, (B) DMC_3, (C) DMC_4, (D) TMC_2, (E) TMC_3, 

Scale bar =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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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EM 으로 관찰한 마이크로 채널의 단면 

(A) PEG 충전 전, (B) PEG 충전 후, 45 배 확대, Scale bar = 5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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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두 쌍의 채널과 약물 저장고를 내장한 마이크로 칩 이미지  

(A) 2X_DMC_3, (B) 2X_TMC_2, Scale bar =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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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약물 방출 실험 

채널의 길이에 따른 약물 방출을 관찰하기 위해 길이별로 제작된 

마이크로 칩을 이용하여 in vitro 약물 방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약물이 

방출되기 위해서는 물이 채널의 PEG 를 녹이고 약물 저장고까지 

침투하여 탑재된 약물을 녹여 다시 채널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한다. 

약물 방출의 시작은 채널을 통해 빠져나온 약물이 측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약물은 채널을 통해 방출되므로 채널의 

단면적이 동일할 때, 채널의 길이가 길수록 서서히 약물이 방출되었다. 

채널의 길이에 따른 디클로페낙 방출의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DMC_2, 

DMC_3 그리고 DMC_4 를 이용하여 약물 방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채널의 길이가 가장 짧았던 DMC_2 에서는 그림 6 과 같이 디클로페낙 

방출이 조절되지 않아 재현성 없이 약물이 방출되었다. 하지만 

DMC_2 보다 채널의 길이가 길었던 DMC_3 와 DMC_4 에서는 그림 7 과 

같이 디클로페낙의 방출이 조절되어 선형적이고 재현성 있는 약물 

방출을 보였다. 또한 표 2 와 같이 채널의 길이에 따라 약물 방출이 

시작되는 시점과 일일 약물 방출량이 조절되었다. 이 중 가장 큰 일일 

방출량을 보인 길이 3 mm 길이의 채널과 약물 저장고를 두 쌍 내장한 

마이크로 칩 (2X_DMC_3)을 제작하여 그림 8 및 표 2 와 같이 

디클로페낙의 방출량을 증가시켰다.  

한편, 마이크로 칩의 채널 길이에 따른 트라닐라스트 방출을 분석하기 

위해 TMC_2 와 TMC_3 의 약물 방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9 및 표 

3 과 같이 두 마이크로 칩 모두 실험 시작 2 시간 이내에 트라닐라스트 

방출을 시작하였으며, 초반 5 일까지 비교적 큰 일일 방출량을 보였다. 

이는 채널을 채우고 있던 PEG 가 녹아 계면활성제로 작용하면서 난용성 

약물인 트라닐라스트의 용해도를 일시적으로 높여 많은 양의 약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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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험이 진행되면서 PEG 의 농도가 낮아져 

그 효과가 줄어들면서, 일일 약물 방출량이 감소하고 채널의 길이에 

따른 약물 방출량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5 일 이후부터 일일 

약물 방출량이 감소하고 선형적으로 트라닐라스트가 방출되었다. 전체 

실험기간 동안 TMC_3 보다 TMC_2 에서 더욱 많은 양의 약물이 

방출되어 채널 길이에 따라 일일 약물 방출량이 조절되는 결과를 얻었다. 

섬유성 캡슐의 형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일일 약물 방출량이 

컸던 길이 2 mm 의 채널과 약물 저장고가 두 쌍 내장된 마이크로 칩 

(2X_TMC_2)을 제작하여 그림 10 및 표 3 과 같이 약물 방출량을 

증가시켰다. 

마지막으로 약물 방출 실험을 바탕으로 결정한 2X_DMC_3 와 

2X_TMC_2 를 그림 11 과 같이 결합하여 I_MC 를 제작하였다. 동일한 

환경에서 I_MC 를 이용하여 수행한 약물 방출 실험에서 그림 12 와 같이 

I_MC 로 결합한 후에도 2X_DMC_3 및 2X_TMC_2 와 유사하게 

디클로페낙과 트라닐라스트를 방출하였다. 또한 L929 세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독성 평가에서 약물을 탑재하지 않은 I_MC 는 그림 13 과 같이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아 마이크로 칩 제작에 사용된 PMMA 와 PEG, 

실리콘 테이프에서 독성 물질이 방출되지 않았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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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MC_2 약물 방출 양상 

 

그림 7. DMC_3 및 DMC_4 약물 방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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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X_DMC_3 및 DMC_3 약물 방출 양상 

 

 

 

 

표 2. DMC의 약물 방출 분석 

구분 
약물 방출 시작 시점 

(day) 

일일 약물 방출량 

(μg/day) 

DMC_2 재현성 결여 재현성 결여 

DMC_3 0.5 145.64 

DMC_4 2 90.59 

2X_DMC_3 0.5 3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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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TMC_2 및 TMC_3 약물 방출 양상 

 

그림 10. 2X_TMC_2 및 DMC_2 약물 방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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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TMC의 약물 방출 분석 

 

구분 약물 방출 시작 시간 

일일 약물 방출량 (μg/day) 

방출 시작 

– 5 day 
5 – 32 day 

TMC_2 2 시간 이내 6.92 1.82 

TMC_3 2 시간 이내 5.90 1.34 

2X_TMC_

2 
2 시간 이내 11.88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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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 I_MC 의 제작 과정 및 (B) I_MC의 이미지 

Scale bar =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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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I_MC의 약물 방출 양상 

(A) 디클로페낙 방출 양상, (B) 트라닐라스트 방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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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L929 세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I_MC의 세포 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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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약물 동력학 분석 

약물 전달 재현성을 in vivo 상에서 평가하기 위해 살아있는 SD rat 에 

I_MC 를 30 일간 이식하고 약물 동력학을 분석하였다. 트라닐라스트를 

방출하는 I_MC w/ TR 그룹과 트라닐라스트를 방출하지 않는 I_MC w/o 

TR 그룹의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를 비교하여 디클로페낙의 전달 

재현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14 와 같이 이식 후 12 일까지는 두 그룹의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식 1 일 후에는 약물 

방출이 시작되고 약물이 혈류로 충분히 노출되지 않아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이식 후 3 일부터 12 일까지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가 I_MC w/ TR 그룹에서는 40.28-45.33 ng/ml, I_MC w/o 

TR 그룹에서는 42.02-49.84 ng/ml 로 측정되어 좁은 범위내로 유지되었다. 

이는 생체내로 이식된 후에도 I_MC 에서 디클로페낙이 선형적으로 

방출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15 일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이식형 

마이크로 칩과 같이 섬유성 캡슐이 형성되면서 두 그룹의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가 감소하였다[1-3]. 이 때부터 트라닐라스트의 방출에 

따라 디클로페낙 전달 재현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트라닐라스트를 

방출하지 않는 I_MC w/o TR 그룹에서는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가 1/4 

수준인 3.48-13.47 ng/ml 로 감소한 반면, 트라닐라스트를 방출하는 I_MC 

w/ TR 그룹의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는 23.24-33.75 ng/ml 로 측정되어 

절반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식 후 18 일부터는 I_MC w/ TR 

그룹의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가 I_MC w/o TR 그룹의 혈중 농도보다 

유의미하게 크게 측정되었다 (p < 0.05). 따라서 트라닐라스트의 방출을 

통해 모델 약물인 디클로페낙의 전달 재현성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5 와 같이 전체 실험 기간동안 I_MC w/ TR 그룹의 혈중 

트라닐라스트 농도는 약효를 나타내기 어려운 2.33-8.98 ng/ml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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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어 트라닐라스트가 국소적으로 마이크로 칩 주변에만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냈다[32]. 또한 전체 기간에 I_MC w/o TR 그룹의 혈액으로 

분석한 혈중 트라닐라스트 농도 측정값은 I_MC w/ TR 그룹의 혈중 

트라닐라스트 농도와 유효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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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그룹별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 비교 

* 표시는 I_MC w/ TR 그룹과 I_MC w/o TR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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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그룹별 혈중 트라닐라스트 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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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직 분석 

트라닐라스트의 방출이 마이크로 칩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이크로 칩 주변에 형성된 조직을 

염색하여 섬유성 캡슐의 두께와 콜라겐 밀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동물 실험 종료 시점에 각 그룹에서 마이크로 칩 주변에 형성된 조직을 

얻어 분석에 이용하였다. H&E 염색을 이용한 분석에서 그림 16 과 같이 

I_MC w/o TR 에 이식된 마이크로 칩 주변에는 두께 990.929 ± 111.538 

μm 의 섬유성 캡슐이 형성되었으나, I_MC w/ TR 에서는 약 1/4 인 273.036 

± 127.199 μm 의 두께를 가지는 캡슐이 형성되었다. 또한 MT 염색을 

이용하여 콜라겐 밀도를 측정한 결과, 그림 17 과 같이 I_MC w/o TR 에서 

형성된 조직의 콜라겐 밀도는 52.580 ± 5.745% 였으며 I_MC w/ TR 에서 

형성된 조직은 이에 절반 이하인 21.983 ± 9.040%로 측정되었다. 두 

그룹에서 측정된 캡슐의 두께와 콜라겐 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따라서 서서히 방출되는 트라닐라스트에 의해 

이식 후 마이크로 칩 주변에 형성된 섬유성 캡슐의 두께와 콜라겐 

밀도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섬유성 캡슐에 의해 마이크로 칩의 약물 전달 재현성이 

저하되었으며, 조직 분석에서 트라닐라스트에 의해 섬유성 캡슐의 

두께와 콜라겐 밀도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트라닐라스트에 의해 모델 

약물인 디클로페낙의 전달 재현성이 개선된 약물 동력학 분석 결과는 

트라닐라스트가 마이크로 칩 주변의 섬유성 캡슐 형성을 억제하여 약물 

전달의 재현성을 개선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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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마이크로 칩 주변에 형성된 캡슐의 두께 비교 

(A) 그룹간 캡슐 두께 비교 및 (B) 각 그룹에서 얻은 H&E 염색 대표 

이미지; (a) I_MC w/o TR, (b) I_MC w/ TR, * 표시는 I_MC w/ TR 그룹과 

I_MC w/o TR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p < 0.05). 양방향 

화살표는 캡슐의 두께를 나타내며, 단방향 화살표는 이식된 I_MC 의 

위치를 나타낸다. Scale bar = 2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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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마이크로 칩 주변에 형성된 조직의 콜라겐 밀도 비교 

(A) 그룹간 콜라겐 밀도 비교 및 (B) 각 그룹에서 얻은 MT 염색 대표 

이미지; (a) I_MC w/o TR, (b) I_MC w/ TR, * 표시는 I_MC w/ TR 그룹과 

I_MC w/o TR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p < 0.05). 단방향 

화살표는 이식된 I_MC 의 위치를 나타낸다. Scale bar = 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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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채널이 내장된 이식형 마이크로 칩은 약물을 선형적으로 방출하여 

일정한 혈중 약물 농도를 유지할 수 있어, 좁은 치료 농도 범위를 

가지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전달에 적합한 방식이다. 하지만 

이식 후 마이크로 칩 주변에 형성되는 섬유성 캡슐에 의해 방출된 

약물이 전신으로 전달되는 재현성이 저하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섬유성 캡슐의 형성을 억제하여 약물 전달의 

재현성을 개선할 수 있는 마이크로 칩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인 디클로페낙을 방출하는 DMC 와 

TGF-β 를 억제하여 항섬유화 작용을 하는 트라닐라스트를 방출하는 

TMC 를 결합하여 최종 형태의 I_MC 를 제작하였다. 

마이크로 칩은 두께 2 mm, 직경 13 mm 의 원형 PMMA 판에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이용하여 약물 저장고와 약물의 방출을 조절할 

마이크로 채널을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물이 채널에 충전된 PEG 를 

녹이면서 약물 저장고로 침투하여 탑재된 약물을 녹이고 다시 채널을 

통해 방출되는 과정을 통해 약물 방출을 제어하였다. 이 과정에서 픽의 

확산 법칙에 따라 채널의 단면적과 길이에 의해 약물 방출량을 조절할 

수 있다[2]. 또한 채널 단면의 형상에 따라 유체의 흐름에 변화가 생겨 

약물 방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33]. 

In vitro 약물 방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in vivo 실험에 이용할 최종 

마이크로 칩에 내장할 채널 조건을 결정하였다. 픽의 확산 법칙에서 

채널과 관련된 변수인 단면적과 길이를 이용하여 약물 방출을 조절할 수 

있다. 이 중 채널의 단면적은 레이저 가공의 특성상 조절이 용이하지 

않았다. 단면적을 조절하기 위해 레이저의 에너지를 늘리거나 줄이면 

PMMA 소재가 변형되거나 아예 균일한 형상으로 채널이 가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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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균일한 단면의 채널을 가공할 수 있도록 

레이저 가공 조건을 고정하는 대신, 채널의 길이를 변화시켜 약물 

방출을 조절하였다. 실험한 DMC 의 채널 중 재현성 있게 가장 큰 일일 

디클로페낙 방출량을 보인 3 mm 길이의 채널과 약물 저장고를 두 쌍 

내장한 마이크로 칩을 제작하여 약물 동력학 연구에 적합한 디클로페낙 

방출량을 구현하였다. 마찬가지로 TMC 를 이용한 약물 방출 실험에서 

가장 큰 일일 트라닐라스트 방출량을 보인 길이 2 mm 의 채널과 약물 

저장고를 두 쌍 내장한 마이크로 칩을 통해 효과적으로 섬유성 캡슐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 최적화된 조건의 채널이 내장된 두 마이크로 칩을 결합하여 최종 

형태의 마이크로 칩인 I_MC 를 제작하였다. 이때, 각 마이크로 칩에 

내장된 채널은 서로의 약물 방출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채널끼리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배치를 선택하였다. I_MC 를 동물에게 

이식하고 혈중 약물 농도를 측정하여 생체 내에서 약물 전달의 재현성을 

평가하였다. 비교를 위해 트라닐라스트의 탑재 여부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여 트라닐라스트의 방출이 디클로페낙의 전달 재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식 후 12 일까지는 두 그룹의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좁은 범위 안에서 유사하게 

유지되어 I_MC 가 생체내에서도 선형적으로 디클로페낙을 방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식 후 15 일부터는 I_MC 주변에 형성된 

섬유성 캡슐에 의하여 두 그룹의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가 감소하였다[1-

3]. 이 시점부터 트라닐라스트의 방출에 따라 두 그룹 간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트라닐라스트를 탑재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가 1/4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트라닐라스트를 탑재하여 

서서히 방출하는 그룹에서는 절반 이상의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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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여 약물 전달의 재현성이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전 실험 

기간동안 혈중 트라닐라스트의 농도는 약효를 보이기 어려운 낮은 

농도로 유지되어 트라닐라스트가 국소적으로 마이크로 칩 주변에만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32]. 

트라닐라스트 방출의 영향과 약물 전달의 재현성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조직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 그룹에 이식된 마이크로 칩 

주변에 형성된 조직을 염색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종료 시점에 조직을 

적출하고 H&E 염색과 MT 염색을 이용하여 섬유성 캡슐의 두께와 

콜라겐 밀도를 측정하였다. 트라닐라스트의 방출에 따라 섬유성 캡슐의 

두께는 1/4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조직의 콜라겐 밀도 또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마이크로 칩을 둘러싼 조직 중 

임의의 부분을 관찰하여 얻은 결과로, 약물의 방출이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마이크로 칩 주변에서 균일하게 트라닐라스트가 작용하여 

섬유화를 억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마이크로 칩 주변에서 

난용성인 트라닐라스트의 농도가 유의미한 차이 없이 균등하게 약물이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서히 방출된 트라닐라스트가 

마이크로 칩 주변에서 발생하는 섬유성 캡슐의 형성을 억제하여 섬유성 

캡슐의 두께와 콜라겐 밀도를 감소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얇고 

성긴 캡슐이 형성된 마이크로 칩에서 디클로페낙 전달 재현성이 

개선되어 혈중 디클로페낙 농도가 더 높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섬유성 캡슐에 의해 저하되는 약물 전달 재현성을 

개선하기 위해 항섬유화 약물을 방출하는 마이크로 칩을 제안하였다. 

특히, 항섬유화 약물인 트라닐라스트를 방출하는 마이크로 칩은 단순한 

구조와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 이 연구에서 사용된 디클로페낙 마이크로 

칩 이외의 다른 마이크로 칩에도 부착이 가능하며, 채널의 길이와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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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약물 저장고 쌍의 개수를 변화시켜 약물 방출량 또한 조절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약물 전달용 이식형 마이크로 칩에도 같은 

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되는 마이크로 칩의 특성에 따라 

트라닐라스트의 방출량을 조절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섬유성 캡슐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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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embedded Implantable Microchip 

with Fibrosis Suppression 

for Reproducible and Controlled Drug Delivery 
 

Jae Young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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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embedded implantable microchips for drug delivery have attracted as they 

can deliver drugs in a linear manner, which is considered an optimal regimen for 

drugs such a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However, the 

longevity of dose reproducibility could not be guaranteed due to fibrotic capsule 

formation around the implanted microchip. To resolve this, we proposed a 

microchip enabled with suppression of fibrosis by sustained release of an anti-

fibrotic drug, tranilast. 

For this, integrated microchip (i.e., I_MC) was prepared by assembling two 

distinct constituent microchips of circular shape, each of which was designed to 

release a NSAID to be systemically exposed, diclofenac, and an antifibrotic drug, 

tranilast, respectively (i.e., DMC and TMC). The DMC and TMC were each made 

of a biocompatible polymer, poly (methyl methacrylate) (PMMA), where two 

compartments, a drug reservoir and micro-channel, were prepared with CO2 laser, 

for sustained drug release. The drug reservoir was densely filled with fine powder 

of diclofenac or tranilast. The micro-channel was filled with molten poly (ethylene 

glycol) (PEG) and hardened to serve as drug diffusion barrier. The dimension of 

the micro-channel was controlled for both rapid onset and sustained release of 

drugs. To find an optimum length of channel for I_MC, the length of the channel 

was varied to 2 mm (i.e., DMC_2), 3 mm (i.e., DMC_3) and 4 mm (i.e., DMC_4) 

for DMC, and 2 mm (i.e., TMC_2) and 3 mm (i.e., TMC_3) for TMC. To ass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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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ug release according to the length of the channel,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channel was fixed as 0.366 ± 0.032 mm
2. 

Through the in vitro drug release experiment for 32 days, the optimum length of 

the channel was determined for I_MC to be implanted. As DMC_3 exhibited the 

largest daily release amount in a reproducible manner, the length of the channels to 

be embedded on the DMC composing I_MC was determined to be 3 mm. To 

achieve enough daily diclofenac release amount for pharmacokinetics study, two 

pairs of channels and drug reservoirs were embedded on DMC, giving 2X_DMC_3. 

And release amount of tranilast required for effective suppression of fibrosis was 

estimated based on the surface area of I_MC. To accomplish this estimation, a pair 

of channel and drug reservoir in TMC_2, which exhibited the largest daily release 

amount of tranilast was doubled to give 2X_TMC_2. 

I_MC which was fabricated by assembling 2X_DMC_3 and 2X_TMC_2, was 

implanted in living rat to assess the in vivo performance. To evaluate the effect of 

sustained release of tranilast on dose reproducibility, the concentration of 

diclofenac in blood was compared in both groups, each of which was implanted 

with I_MC loaded with diclofenac and tranilast (i.e., I_MC w/ TR), or I_MC 

loaded without tranilast (i.e., I_MC w/o TR). For the first 12 days, the 

concentration of diclofenac in blood was observed to be maintained within narrow 

range, due to zero-order release of diclofenac from the I_MC. From the 18 days 

after implantation, the concentration of diclofenac in blood was measured to be 

significantly higher in I_MC w/ TR than in I_MC w/o TR, indicating that dose 

reproducibility of diclofenac was improved through sustained release of tranilast. 

In the entire experiment, the concentration of tranilast in blood was maintained at 

low level, which was not sufficient to be therapeutically effective. 

To assess the histological effect of sustained release of tranilast, tissues formed 

around the I_MC were biopsied from both groups. The capsule thickness and the 

collagen density were measured using H&E staining and MT staining, respectively. 

The capsule thickness and collagen density were significantly smaller and lower in 

I_MC w/ TR than in I_MC w/o TR (p < 0.05). 

Through this study, the microchip enabled to suppress formation of fibrotic 

capsule for prolonged dose reproducibility was suggested. The microchip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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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ule thickness and collagen density by sustained release of tranilast, leading to 

improved dose reproducibility of model drug, diclofenac. Due to its small size and 

controllability of drug release, the microchip releasing tranilast can be simply 

applied to other implantable microchip requiring suppression of fibrosis for 

prolonged dose reproducibility. 

 

Keywords: Implantable drug delivery system, Channel-embedded microchip, 

Fibrosis, Diclofenac, Tranilast, Reproducibility of drug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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