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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S 용해 한계:

 질량 전달률:

l 채널의 길이:

Ac 채널의 단면적:

D 확산계수:

서 론1.

의약학 기술의 발달로 질병의 치료를 넘어 삶

의 질 향상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외과. ,

적 시술로 인한 치료 과정 후 필수적으로 따르는

지속적 마취제 투여는 추가적인 통원 치료 및 입

원으로 인한 환자의 시간적 금전적 손실 및 신,

체의 고통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

다 이에 따라 수술 후 통증의 효과적인 제거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양의 국소 마취제가

지속적으로 분출 될 수 있는 약물전달장치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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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마이크로 유체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약물전달장치는 마이크로 유체 채널형상의 간단한 변형만으

로 약물분출량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디바이스 제작에 사용된 생분해성 고분자.

의 소수성 기질 때문에 약물전달 장치내부로의85/15poly(lactic-co-glycolic acid) (85/15PLGA) release

의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결과 디바이스의 임플랜트 후 초기의 약물 분출에medium ,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 surfactant polyethylene-glycol 과 을 이용하여600 (PEG600) Tween80

의 표면처리를 한 디바이스와 를 사용하지 않은 디바이스를 각각 제작하여 약물micro-channel surfactant

전달 실험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유체 채널의 기하학적 형상에 따른 국소 마취제의 일종,

인 의 분출속도제어를 입증하였다bupivacaine HCl(BHCl) .

Abstract: We investigated the diffusive transport of bupivacaine HCl through the microchannels of microfluidic drug

delivery devices. In the biodegradable microfluidic drug delivery devices developed in this research, the drug release

rate can be controlled by simply modulating the geometrical parameters of the microchannels, such as the length,

number, and cross-sectional area of the microchannels, when the microchannels are used as paths for drug release.

However, the hydrophobic nature of a biodegradable polymer, 85/15 poly(lactic-co-glycolic acid), hinders the infiltration

of a release medium (phosphate-buffered saline) through the microchannels into the reservoir of a device that contains

bupivacaine HCl, at the early stage of drug release. This can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early stage release of local

analgesic compounds from the device. In this study, microfluidic channels were surface-treated with surfactants such as

PEG600 and Tween80, and the effects of the surfactants on the release performance are presented and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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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진행되어왔다.
(1~5) 본 연구에서는 외과적 시

술 후 봉합하기 이전에 이식이 가능하고 이식,

후에는 일정기간동안 일정속도로 국소마취제의

전달을 완료한 후 생분해되어 장치의 추후 제거

에 따른 불편함이 없는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약물전달장치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 장치에서는.

약물 전달을 마이크로 유체 채널을 통한 확산의

메카니즘을 이용하며 마이크로 채널의 길이 단,

면적 개수 등을 이용하여 약물전달의 속도를 정,

확하며 손쉽게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약물전달 의 주재료인 생분해성, device

고분자 의 상대적인 소수성으로 인하, 85/15PLGA

여 의 마이크로 채널을 통한 디바release medium

이스 내부로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의 초

기 방출이 지연되거나 공기방울의 존재로 약물의

전달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로 인해 약물전달 초기에 동일 구조를.

가진 디바이스 간에도 약물방출량 이나 속도에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발생시키거나 방출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디바이스의 정상적인 작동

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채널의 표면을,

친수성으로 코팅하여 마이크로 채널 내부로, release

의 유입이 원활하게 해주는 인medium surfactant

이나 등을 이polyethylene glycol (PEG600) Tween80

용한 것과 를 사용하지 않은 디바이스를surfactant

제작하여 약물전달 실험을 해 보았고 국소 마취제,

의 초반 분출의 안정성 및 약물전달 조절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론적 배경2.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약물전달장치는 마이크로

채널층과 약물저장소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Fig.

각각의 층은 를 사용한1), 85/15PLGA micro-

과molding m 방식으로 제작한다 고체icro-forming .

형태로 약물저장소에 저장된 약물은 인체 내의 체

액이 마이크로 채널을 통해 약물저장소 내부로 들

어와 용해되며 이후 저장소 내부(Cd 와 디바이스)

외부(Co 의 화학적 농도 구배로 인한 확산을 통)

하여 약물 분출이 일어난다 약물저장소 내부의.

농도가 용해 한계 이상으로 유지되며 디바이(S)

스 외부가 sink condition (Co 으로 유지될 때0)≅
확산은 을 따르며 이에 의Fick’s law of diffusion

한 약물전달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1)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이크로 채널의 길이

(l 와 단면적) (Ac 의 조절을 통하여 약물전달의 속)

도를 정확하며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다.

실험 방법3.

재료3.1

디바이스 제작의 주재료로 생분해성 고분자인

85/15 poly (L-lactide-co-glycolide) (85/15PLGA, I.V. =

를 에서 구매하였다 국소마취제2.3) Purac Inc .

와 디바이스 내Bupivacaine HCl (B5274-5G) (BHCl)

부의 의 조절을 위한pH Succinic acid (081403BJ)

는 로부터 구매하였으며 약물전달(SA) Sigma Aldrich ,

장치의 제작 중 약물을 약물 저장소에 할 때loading

사용하기 위한 용매로 삼전화학의 iso-propanol

을 사용하였다 약물전달 실험시 사용(10346) (IPA) .

되는 으로는release medium Dulbecco's phosphate

를buffered saline, pH 7.4 (DPBS) Sigma Aldrich Inc.

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마이크로채널의 표면 변.

화를 위한 계면활성제로 의Kanto Chemical PEG 600

(32 과 삼전화학의 를 사용824-02) Tween80 (T0900)

하였다.

약물전달장치의 제작3.2

약물전달률을 조절하는 마이크로 채널 층은 마

이크로 채널의 패턴을 식각해 놓은 실리콘 웨이

퍼를 몰드로 사용하여 아래 에 정리된 조Table 1

건에서 가열함과 동시에 일정한 압력으로 힘을

가해 필름에 마이크로 채널을 제작하85/15PLGA

였다 약물저장소층은 밀링으로 제작한(Fig. 1(a)).

저장소형상의 몰드를 사용하여aluminium thermal

의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약물저forming (Fig. 1(b)).

장소층에 약물을 저장하고 앞서 에 명시Table 1

된 대로 일정한 압력과 시간 온도를 주어 약물,

저장소 층과 마이크로 채널층을 붙여서 약물전달

장치를 완성한다(Fig. 1(c)).
(6,7) 본 실험에서 사용

된 약물전달장치의 마이크로 채널은 단면적(Ac 이)

20×20 µm
2이고 길이(l 는 로 각각 설계) 1, 2, 3mm

되었고 간의 간격을 와micro-channel 20µm 160µm

로 변화시켜 전체 채널의 개수를 조절하였다.

로Surfactant 마이크로 채널층을 표면처리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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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것의 분출을 비교하기 위해 채널의 길

이는 채널 간의 간격은 의 약물전달2 mm, 160µm

장치를 만들었다 이 후에 기하학적 형상의 간단.

한 수정만으로 약물분출의 제어가 가능함을 입증

하기 위해 의 채널간격과 채널 길이 각각160µm

로 변화시킨 약물전달장치를 만들어1, 2, 3 mm

약물전달 결과를 비교 하였다.

약물과 산도조절제의 혼합물 저장3.2

일정한 속도로 약물을 분출 하(zero order delivery)

기 위해서는 약물저장소 내부에서의 의 용해도BHCl

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은. , BHCl pH

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용해도가6.7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또한 이 용해될 때 주변을, BHCl

를 낮추기 때문에 저장소 내부는 정도pH pH 3~4

Fig. 1 Fabrication steps of biodegradable micro-fluidic drug delivery device (a) Micro-molding of
micro-channel layers (b) Thermal forming of reservoir layers (c) Drug loading and thermal
assembly of micro-channel and drug reservoir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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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
(°C)

Pressure
(MPa)

Dwell time
(Min.)

Mirco-molding of
Micro-channels

120 0.3 2

Thermal Forming
of Reservoir

120 0.3 2.5

Thermal
Assembly

100 0.1 1.5

Table 1 Fabrication parameters for each process

의 산성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디바이스 외부는.

의 로 항시 유지되므로 약물 저장소DPBS pH 7.4

와 디바이스 외부간의 구배가 발생하며 약물pH

이 마이크로 채널을 통해 확산하는 과정에서 용

해도의 급격한 변화를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러한 용해도의 구배에 의한 침전이 발생하여 약

물의 확산을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해 산도조절제인 를 과 혼합하여SA BHCl

동시에 전달함으로서 전달되는 주변의BHCl pH

의 변화를 최소화 하여 용해도의 변화에 의해 발

생하는 침전물 문제를 해결하였다 앞의 식 을. (1)

이용하여 과 의 혼합비율 로BHCl SA (1:2.25, w/w)

혼합하여 에 용해시킨후 약물저장소에 담았IPA

다.

에 의한 장치의 표면 처리3.3 Surfactant

약물이 분출하기 위해서는 분출 초반에 확산을 통

한 약물전달의 이동경로가 될 마이크로 채널에서

이 저장소층으로 원활하게 유입되어release medium

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생분해성 고.

분자인 은 소수성 기질을 가지고 있고85/15PLGA

때문에 유입이 원활하지 못하여release medium Fig.

와 같이 공기방울이 마이크로 채널 중간에 갇히2(a)

게 되고 이는 에 용해되어 확산을 통release medium

해 약물이 전달되는 매커니즘에 방해가 되어 원활

한 약물분출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이.

유로 소수성의 약물전달장치표면 특히 약물의 이동,

경로가 되는 마이크로 채널 내부를 친수성 성질로

바꾸기 위해 과 희석액PEG600 (100%) Tween80

을 로 이용하여(5%, w/w in distilled water) surfactant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여 완성된 디바이스의 마이크

로 채널로 침투하게 하여 마이크로 채널 내부의 표

면전체를 하였다 이후 으로 표면처wetting . PEG600

리가 된 디바이스는 그대로 약물전달실험을 하고

하고 희석액으로 표면 처리가 된 디바이스Tween80

는 인큐베이터에 시간동안 보관하여 수분을 증발24

Fig. 2 Comparison schematic diagram of surfactant
wetting and without any treatment devices

시킨 후 약물전달 실험을 수행하였다.

3.4 Release Test

In vitro 약물전달특성 파악을 위해 제작된 디바

이스를 에 넣어서 의 인큐베이터에 보DPBS 36.5°C

관하여 약물 분출 실험을 하였다. 정해진 시간마

다 약물이 분출된 을 샘플링하여 보DPBS solution

관한 후 분광광도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샘플에

함유된 약물 질량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

한 분광광도계는 JASCO Corporation UV/VIS

이며spectrophotometer(V-650) , 파장 에서의262 nm

흡광률을 측정하여 약물질량으로 환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4.

4.1 디바이스 제조 결과

완성된 생분해성 약물전달장치는 과 같다Fig. 3 .

반투명 필름 형태의 로 만든 약물전달85/15PLGA

장치는 저장된 약물과 분출 후 비어있는 저장소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와 디바이스 표면처리4.2 Surfactant

로 사용할 의 효율적인 농도를Surfactant Tween80

확인하기 위해 농도에 변화를 준 희석액으로

필름의 표면을 코팅한 후85/15PLGA , DPBS droplet

을 떨어트려 표면과의 을 관찰하였다contact angle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의 농도에(Fig. 4). Tween80

따라 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contact angle .

희석액은 의 변화가 거Tween80 0.5% contact angle

의 없었지만 농도가 이상 높아질수록 표면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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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성 성질이 높아지고 에서 가장 좋은 친수성5%

성질을 보였다 이상의 수용액에서는 수용액. 5% 5%

과의 차이가 거의 없었고 를 가능한 소량surfactant

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Tween80

수용액으로 표면을 코팅하였다5% .

4.3 표면처리의 약물 전달 특성에의 영향

로 표면을 친수성으로 바꾼 약물전달Surfactant

장치와 그렇지 않은 것의 약물 분출 결과를 질량

단위로 누적시켜 관찰하였다 실험에 사용(Fig. 5).

된 약물전달장치의 채널의 길이는 채널2 mm,

간의 간격은 이며 로 표면처리를160 µm , surfactant

하지 않은 디바이스의 약물전달률을 표면처리를

한 두 디바이스와 비교하였을 때 분출 초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약물 분출기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처리되지 않은 디바. Surfactant

Fig. 3 Assembled drug delivery device before and after
release test

Fig. 4 Comparison of contact angle of DPBS on
85/15PLGA polymer at various surfactant
concentrations

이스에서는 공기방울의 갇힘 현상으로 초반,

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release rate

있었다 이 채워진 마이크(Fig. 6). Release medium

로채널은 경계선의 구분이 없지만 공기방울이 갇

힌 부분에서는 경계선이 드러남으로 광학현미경

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로 표면처리 한 두 약물전달장치 중에서Surfactant

는 을 사용한 약물전달장치보다 희PEG600 Tween80

석액 을 사용한 약물전달장치의 선형성이 근소(5%)

하게 높았고 세가지 실험 결과 중 공기방울에 의한

막힘 현상 없이 가장micro-channel 선형적인 분출을

보인 희석액으로 표면처리한 약물전달장치Tween80

의 기하학적 형상을 변형시켜가며 두 번째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5 Comparison of release performance of
bupivacaine HCl through micro-channels with
and without surfactant treatment

Fig. 6 Trapped air is observed in micro-channels without
surface treatment (left) and no trapped air in
micro-channels with surface treatme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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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urfactant PEG600 Tween80

Diffusion Coeff.

(×10
-9

m
2
/s)

2.4 4.9 5.4

Table 2 Estimated diffusion coefficient of bupivacaine
HCl through micro-channels with various
surface treatments

Fig. 7 Effect of micro-channel length on release rate
of bupivacaine HCl

실험 결과를 토대로 각 장치에서의 의 확산계BHCl

수를 계산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로 코. Surfactant

팅이 되어 있는 장치에서는 가 의 표surfactant device

면 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과 달리 내wetting

부에 실린 약물의 용해도에도 영향을 미쳐 확산속

도가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널 사이의 간격 약물이 분출되는 채160 µm,

널의 길이를 각각 로 변화시킨 약물전1, 2, 3 mm

달장치로 를 진행한 결과는 과release test Fig. 7

같다 식 과 같이 약물 분출율과 마이크로 채. (1)

널의 길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마이크로 채널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약물 분출의 오차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4.4 고찰

본 연구에서는 디바이스 표면의 성질에 의해

약물전달장치의 약물전달 특성이 변화함을 확인

하였고 그 이유와 이에 따른 표면처리를(Fig. 5)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같은 기하학적 형

상의 약물장치임에도 에 있어서 차이release rate

가 나는 이유는 소수성을 가진 마이크로 채널의

표면 때문에 이 장치 내로 효과적release medium

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마이크로 채널 내부에 공

기방울이 갇혀 용매의 약물의 확산을 방해하여

약물의 확산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Fig. 2(a))

았기 때문이다. 희석액으로 마PEG600, Tween80

이크로 채널의 표면처리를 한 후 release medium

의 마이크로 채널내로의 용이한 유입을 확인하였

고 실제 약물 전달도 약 두 배 정도 빠르게 이루

어졌음을 확인하였다(Table 2).

표면처리를 한 두 약물전달장치 중에서 선형성

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인 Tween

희석액의 경우를 채택하여 마이크로 채널의 길80

이에 따라 약물 전달률을 조절하였고 이 기하학

적인 조건에 따라 약물전달률이 정확히 조절되었

다 이 결과로 마이크로 채널의 형상의 간단한.

변형만으로 약물 분출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마이크로 채널 길이에 따른 약물 전달률의 영

향 실험 에서 보이듯 채널의 길이가 짧아(Fig. 7) ,

질수록 실험 오차가 커지는 것이 관찰 되었다.

이는 과정중의 채널길이 부분의thermal assembly

오차 범위가 약 300~400 µ 로 길이가 짧은 채널m

일수록 그 제작 오차의 영향이 약물전달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의 오차를thermal assembly

줄이기 위한 개선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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