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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재발 방지용 항암제 탑재 패치의 제작
Fabrication of anti-cancer drug loaded patch to prevent local 

recurrence of pancreat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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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췌장암의 치료에서 종래의 화학적 요법은 체내 

순환계를 통해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약물을 

전달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정상 세포의 

성장까지 방해할 위험이 있다. 때문에, 췌장암에 

대한 국소적 약물 전달체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1을 

극복하여 부착과 제거가 쉽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약물 전달체를 개발하고자 

자유 형상 제작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 기술은 높은 

생산성에 대한 장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본 연구단이 개발한 다축 적층 

시스템(Multi-head depostion system; 

MHDS)2을 이용하여, FDA의 승인을 받은 

생분해성 고분자인 Polycaprolactone(PCL)과 

Poly-lactic-co-glycolic acid(PLGA), 

5-Fluorouracil (5-FU)를 혼합한 패치를 

제작하였으며, 그 패치의 특성 평가와 약물 방출 

거동 관찰을 수행하였다. 

2. 패치 제작

동일한 질량의 PCL(19561,  Polysciences), 

PLGA(430471, Sigma-Aldrich) 혼합물을 

150°C에서 가열하여 녹인 후에 5-FU(F6627, 

Sigma-Aldrich) 분말을 1, 5, 10 w/w%의 비율로 

혼합하였고, MHDS의  700kPa, 150℃의 공정조건

으로 분사하였다. PCL/PLGA/5-FU 혼합 재료는  

격자무늬의 2개의 층을 적층하여 패치 형태로 제작 

되었으며, 제작된 패치의 크기는 5×5×0.2 mm 이

다. Fig. 1은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Fig. 1 SEM images of (a)0, (b)1, (c)5 and (d)10 
w/w% of 5-FU loaded patches

microscope; SEM)으로 관찰한 이미지이다. 약물

이 탑재되지 않았을 때 (a)의 매끈한 표면과 달리, 

약물이 탑재된 patch에서 거친 표면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b), (c), (d)를 비교하였을 때, 약물의 

탑재 비중이 증가하여도 비교적 균일한 두께의 선

폭을 유지하며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3. 푸리에 변환 적외분광법 분석

   패치 제작 시, 가열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

정 과정에서 약물의 변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푸리에 변환 적외분광법

(F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을  시행하여 패치에 탑재된 5-FU의 화학

적 성질을 검사하였다(Fig. 2).  5-FU 탑재 패치에

서 PCL과 PLGA의 주요 화학 결합인 -CH, C=O와 

5-FU의 -NH에 대한 흡광 밴드를 관찰할 수 있다. 

즉, 가열에 의한 약물의 화학적 변성이 발생하지 않

았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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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T-IR analysis of (a) PCL, (b) PLGA, 
(c) 10 w/w% of 5-FU loaded patch and 
(d) 5-FU

4. 약물 방출 거동

   1, 5, 10 w/w% 패치로부터 방출되는 약물의 방

출 거동을 30일 이상 관찰하였다. 패치가 1배의 인

산완충생리식염수(37℃, 1ml)를 일정한 시간 간격

마다 새로운 용액으로 교체해주고, 교체 전 용액의 

5-FU 농도를 추산하기 위해 자외-가시광 분광기

(Agilent 8453)를 이용하여 265nm에 대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Fig. 3은 각 패치로부터 방출된 5-FU의 누적 방

출 선도이다. 모든 종류의 패치에서 초기의 수 시간 

동안 급격한 방출이 있었으며, 그 이후 지속적인 방

출이 유지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방출 동안에 10 

w/w% 패치에서 방출된 약물의 농도는 1 w/w% 패

치보다 9.5(±0.2)배 높았고, 5w/w% 패치는 

4.2(±0.1)배 높았다. 즉, 약물 탑재 비율의 차이에 

Fig. 3 Release profiles of 5-FU from 1, 5 and 
10 w/w% of drug loaded patches.

따라 방출 약물 농도 비율 차이가 상당히 일치한다

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자유 형상 제작 기술

을 이용한 약물 탑재 패치 제작 방법이 방출 약물의 

농도에 대한 조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유 형상 제작 기술을 이용하여 

항암제가 탑재된 생분해성 고분자 패치를 약물의 

변성 없이 성공적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30일 

이상 진행된 약물의 방출 거동에서 초기의 수시간 

이후, 일정한 농도의 약물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것에 대한 관찰하였으며, 이는  생분해성 고분자 패

치가 장기간 지속적인 약물 방출 전달체로서 적합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탑재되는 약물의 

비율을 조절함에 따라 방출되는 약물의 농도를 조

정할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항암제 탑재 

패치에 대한 연구가 가지는 췌장암의 재발 및 전이 

억제를 위한 약물 전달체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

인하였으며, 향후에는 췌장암 세포를 이용한 연구

를 통해 약물 방출 패치의 실현 가능성 분석과 동물 

실험을 통한 패치의 실효성 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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