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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gemcitabine (Gem)-Poly(L-lactic acid)

(PLLA) conjugates were synthesized through an amide link-

age reaction. Then, the microparticles of Gem-PLLA/PLLA

blends containing gemcitabine were prepared using a super-

critical fluid process, called aerosol solvent extraction system

(ASES). Gemcitabine-loaded Gem-PLLA/PLLA microparti-

cles obtained from the ASES process showed a spherical

shape. The amount of gemcitabine released after 30 day incu-

bation in a phosphate buffer solution of pH 7.4 was about

90% of the total amount of gemcitabine present in the prod-

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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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일반적으로 항암제 (anticancer drug)는 세포사멸 (apoptosis)

신호에 대해 강한 저항성을 갖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 축소

또는 제거하는 기능을 하지만, 정상세포에도 유사한 작용을

하여 골수부전 (bone marrow suppression), 위장관 병변 (gas-

trointestinal tract lesion), 탈모, 구역 (nausea) 등과 같은 다양

한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3]. 항암제의 독성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항암

제의 효능과 생체이용률 (bioavailability)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항암제를 생체적합성 (biocompatible) 또는 생

분해성 (biodegradable) 고분자 전달체 (carrier)에 봉입시켜

나노 및 마이크로 단위 크기의 미립자를 제조하여 이용하는

고분자 미립자 약물전달시스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어왔다 [4-6].

젬시타빈 (gemcitabine, 2,2-difluorodeoxycytidine)은 뉴클레

오시드 유사체 (nucleoside analogue)로 췌장암, 난소암, 유방

암, 방광암, 비소세포 폐암 등의 고형종양에 뛰어난 항암 효

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10]. 젬시타빈은 암

세포 내 DNA 합성에 뉴클레오시드 대신 참여하여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전구약물 (prodrug)로 작용한다. 투여된 젬시타

빈은 주로 시티딘 탈아민화 효소 (cytidine deaminase), 5-뉴클

레오티드 분해효소 (5-necleotidase) 등에 의해 비활성화되어

혈장으로부터 빠르게 제거되며, 이로 인해 30~90분의 짧은

반감기를 갖기 때문에 과다한 약물의 투여가 요구되어 정상

세포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고분자 미립자 약물전달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 고분자로는 poly(lactic acid) (PLA), poly(gly-

colic acid) (PGA), poly(lactic-co-glycolic acid) (PLGA), poly

(ε-caprolactone), polyanhydride, poly(ortho ester) 등이 있다

[6]. PLA와 PLGA와 같은 polyester계 생분해성 고분자가 전

달체로써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분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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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느리고, 생체 내에서 염증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생체

적합성이며, 대사를 통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어 체외

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12].

물리적 방법을 통해 약물이 함유된 고분자 나노 또는 미세

입자를 제조할 때 약물의 봉입효율 (encapsulation or entrap-

ment efficiency)은 약물과 고분자간의 친화력 (affinity)에 따

라 변화하며, 저분자량의 친수성 약물이 소수성 고분자에 봉

입되는 경우 낮은 봉입효율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

물과 생분해성 고분자간의 친화력을 높임으로써 약물의 봉

입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이 방법 또한 제조과정에서 약

물이 소실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13]. 따라서 물리적 방법

의 한계를 극복하고 약물의 봉입효율, 방출 속도, 혈중 체류

시간 (residence time)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물과

고분자간의 화학적 결합을 이용한 고분자-약물 컨쥬게이트

(conjugate)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14-17].

고분자 미립자의 제조 방법으로는 전기분무법, 상 분리법,

용융법, 에멀젼법과 용매 증발 및 추출법 등을 들 수 있다

[18,19]. 그러나 이 방법들은 다단계 제조공정을 요구하며, 다

량의 유기용매 및 폐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낮은 수율, 낮

은 봉입효율, 열 민감성에 의한 약물의 변성과 제조된 입자

내의 유기용매 잔존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유기용매 및 수용액을 기반으로 한 미립자 제조 공정

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기술의

하나로 초임계 유체 (supercritical fluid)를 이용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1].

본 연구진에 의해 수행된 선행연구 [22]에서 초임계 유체를

이용하여 서방형 약물방출 미립자를 제조하기 위해서, 생분

해성 고분자 중 비교적 분해속도가 느린 poly(L-lactic acid)

(PLLA)에 친수성 약물인 젬시타빈 (gemcitabine hydrochlo-

ride, Gem)이 화학적으로 결합된 Gem-PLLA conjugate를 제

조하였으나, PLLA의 높은 결정성으로 인해 전달체 고분자

가 가수분해되지 않아 원하는 약물방출을 유도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물리적으로 혼합된 젬시타빈

과 PLLA의 친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em-

PLLA conjugate와 젬시타빈을 PLLA와 혼합하여 서방형 약

물방출 미립자를 제조함으로써, 약물의 봉입효율을 개선하

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미립자 제조 방법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 공정으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ASES 공정 [23]의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2. MATERIALS AND METHOD

2.1. 재료

본 연구에서는 생분해성 고분자의 단량체로서 L-lactic acid

(L-LA) 85% 수용액 (Sigma-Aldrich, USA)을 구입하여 증류

후 사용하였고, poly(L-lactic acid) (PLLA)는 Polysciences

(USA)에서 구입하여 추가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대상 약물

인 염산젬시타빈 (gemcitabine hydrochloride)은 Dr. Reddy's

Lab. (Hyderabad, Andhra Pradesh, India)에서 구입하여 더 이

상의 정제없이 사용하였다. 고분자의 합성에 필요한 촉매인

stannous octoate (Sn(Oct)2) (Singma-Aldrich, USA)와 Gem-

PLLA conjugate 제조시에 필요한 시약들인 N-hydroxysuc-

cinimide (NHS), N,N-dicyclohexylcarbodiimide (DCC)와 tri-

ethylamine (TEA)은 Sigma-Aldrich (USA)에서 구입 후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미립자 제조에 사용된 이산화탄소 (동민특

수가스, 대한민국)는 99.5%의 순도를 가지며, dichlorome-

thane (DCM)과 그 외의 유기용매들은 HPLC급 시약을 사용

하였다.

2.2. PLLA의 축합중합반응

PLLA를 합성하기 위해 플라스크 내에 증류를 통해 정제된

L-LA를 넣고, L-LA 표면에 질소 기체를 흘려주면서, 상온에

서 180oC까지 4시간 동안 서서히 승온시켰다. 180oC에 도달

한 후 Sn(Oct)2 0.1 wt.%를 투여하고, 180oC의 온도를 8시간

동안 유지하였다. 합성이 완료된 후, 실온에서 서서히 냉각시

키고, 반응 생성물을 dichloromethane에 용해시켰다. 냉각시

킨 과량의 diethyl ether에 반응 생성물이 용해되어 있는 용액

을 천천히 투여하여 정제하였고, 침전물은 감압 여과시켜 회

수하였다. 회수된 침전물은 동일한 정제과정을 1회 반복하

여, 24시간 동안 40oC에서 진공건조한 후 냉동보관하였다.

2.3. Gem-PLLA 컨쥬게이트의 제조

PLLA의 수평균분자량을 기준으로 PLLA:NHS:DCC=1:3:3

과 PLLA:gemcitabine·HCl:TEA=1:2:30의 몰 비를 갖는 시약

을 dimethyl sulfoxide (DMSO)에 용해시켜 플라스크에 넣고,

질소를 주입·밀폐하여 공기가 용액 표면에 닿지 않도록 한

후 25oC를 유지시킨 항온조에 플라스크를 설치하여 2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24]. 반응 후 DMSO 용액을 투석막

(MWCO 1,000 g/mol)에 넣고, 용액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단

단히 묶어 DMSO와 증류수가 1:7 이상의 부피비를 갖도록

하며, 비이커 내에 있는 마그네틱 바를 천천히 회전시켜

Gem-PLLA를 투석·정제하였다. 24시간 동안 새로운 증류수

로 4회 이상 교체하였다. 투석·정제 후 투석막 내에서 결정

화된 Gem-PLLA를 원심분리하여 48시간 동결 건조하였다.

2.4.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미립자 제조

약물이 봉입된 미립자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한 초임계 ASES

공정의 실험 장치는 자체 제작한 것으로, 개략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장치는 이산화탄소 공급 부분,

용액의 주입과 분사에 이용된 주사형 고압정량펌프와 노즐,

입자 형성이 이루어지는 고압 침전기, 용매 회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산화탄소는 -5oC로 설정된 저온순환수조

(low temperature circulator)를 이용하여 냉각시킨 후 액체 상

태로 액체 고압펌프 (Lewa, Germany)로 들어가 35oC 이상으

로 설정된 순환수조를 통과해 고압 침전기의 상단에 연속적

으로 공급하였고, 액체 고압펌프 뒤에 후방압력조절기 (back

pressure regulator, Tescom, USA)를 장착해 압력과 유량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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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였다. DMSO:DCM=8:2 (v/v)의 비율로 혼합된 용매에

Gem-PLLA를 용해시킨 용액을 주사형 고압정량펌프 (syringe

pump, ISCO, USA)를 이용하여 미세 노즐을 통해 고압 침전

기 상단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 상으로 분사하였다. 생성된

미립자는 고압 침전기 하단의 금속 필터 (0.5 µm, Supelco,

USA)로 수집하였다. 침전기 하단을 통과한 초임계 이산화탄

소와 유기용매는 상압 조건에서 자발적으로 분리가 일어나

회수되도록 하였다.

2.5. 분자량 측정

합성 고분자의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도 (polydispersity index,

PDI)를 측정하기 위해, 2410 시차 굴절률 검출기 (differential

refractive index detector)가 장착된 510 Separation Module

(Waters Co., USA)을 사용하여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GPC) 분석을 시행하였다. 컬럼

온도는 40oC로 유지하였고, 이동상은 tetrahydrofuran (THF)

을 1.0 mL/min의 유속으로 사용하였다.

2.6. Gem-PLLA 합성 분석

Gem-PLLA conjugate의 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성자

핵자기 공명 분광법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1H-NMR)과 적외선 분광법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

troscopy, FT-IR)을 이용하였다. 1H-NMR (Unity/Inova 500NB,

Varian, Inc., USA)의 경우 시료를 중수소 (deuterium, d)로 치

환된 DMSO-d6 (99% atom % D, (CD3)2SO)에 용해시켜 500

MHz에서 분석하였고, FT-IR (Varian 640-IR, Varian, Inc., USA)

은 시료를 KBr disk로 제작하여 4000~400 cm-1의 범위에서

검출하였다.

2.7. Gem-PLLA의 컨쥬게이션 수율 및 젬시타빈 봉입효

율 측정

제조된 Gem-PLLA conjugate의 양을 조사하기 위해,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

phy, HPLC)를 이용하였다. 미반응 젬시타빈의 함량을 C18 컬

럼 (5 µm, 4.6 mm × 250 mm, Shiseido Co., Japan)이 장착된

HPLC (600 pump/Controller, 486 Tunable Absorbance Detecter,

717 Plus Autosampler, Waters Co., USA)로 측정하였다. 이동

상으로는 메탄올이 10% (v/v) 첨가된 pH 5.0의 50 mM 아세

트산 나트륨 완충용액 (sodium acetate buffer solution)을 1.0

mL/min의 유속으로 사용하였다. Gem-PLLA conjugate의 제

조 과정에서 소실된 약물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제조된 Gem-

PLLA의 양에 대한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내기 위해, Gem-

PLLA conjugate의 약물함량 (drug content)과 컨쥬게이션 수

율 (conjugation yield)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Conjugate drug content (%) =

Conjugation yield (%) =

Weight of total drug weight of unconjugated drug–

Theoretical weight of Gem-PLLA conjugate
---------------------------------------------------------------------------------------------------------------------------- 100×

Weight of total drug weight of unconjugated drug–

Theoretical drug weight of Gem-PLLA conjugate
---------------------------------------------------------------------------------------------------------------------------- 100×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ASES apparatus used in this study: (1) circulator, (2) liquid pump, (3) back pressure regulator, (4) valve,

(5) metering valve, (6) flow meter, (7) gas meter and (8) syringe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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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S 공정을 통해 제조된 미립자에 봉입된 약물의 함량을

나타내기 위해 제조된 미세입자 중의 약물의 양을 약물 함량

(drug content)으로 정의하였으며, 제조된 미세입자 중 고분

자 내에 봉입된 약물과 봉입되지 않은 약물의 양을 상대적으

로 분석하기 위하여 봉입효율 (entrapment efficiency)을 다음

과 같이 정의하였다. 

Drug content (%) =

Entrapment efficiency (%) =

2.8. 입자 형태 분석

제조된 미립자들의 형태와 크기를 관찰하기 위해 전계 방사

주사전자현미경 (FE-SEM, JSM7500F, JEOL Ltd., Japan)을

이용하였다. 카본 테이프가 부착된 금속 스터브 (metal stub)

위에 소량의 미립자를 고정시키고, 고분해능 에칭-코팅시스

템 (GATAN 682 PECS, GATAN Inc., UK)으로 아르곤 가스

하에서 금/팔라듐 (Au/Pd) 코팅을 한 후, 30 kV에서 고배율

로 관찰하였다. 

2.9. In vitro 약물 방출 실험

10 mg 칭량한 미립자를 0.05% Tween 20 계면활성제가 포함

된 pH 7.4의 0.01 M 인산 완충용액 10 mL에 초음파를 이용

하여 분산시키고, 37±0.5oC의 온도와 150 rpm의 속도를 유지

하는 shaking incubator (JISICO, Korea)에서 in vitro 약물 방

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Gem-PLLA conjugate의 합성

합성된 carboxylic PLLA의 GPC 분석 결과, 수평균 분자량

(Mn)과 중량평균분자량 (Mw) 이 각각 5201 Da과 7437 Da이

며 다분산도 (PDI)가 1.43인 저분자량의 PLLA가 제조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성된 carboxylic PLLA에 약물을 컨쥬

게이션시킨 결과  Gem-PLLA의 컨쥬게이션 수율은 83.5%,

conjugate 내 약물함량은 3.3%을 나타내었다 [22]. 중량평균

분자량을 기준으로 계산된 생성물의 컨쥬게이션 수율과 약

물함량은 컨쥬게이션된 생성물의 투석·정제 중에 얻은 투석

액에서 미반응 젬시타빈을 HPLC로 분석하여 얻어낸 값이다.

Gem-PLLA의 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H-NMR과 FT-

IR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a)

Weight of total drug in microparticles

Weight of total microparticles
------------------------------------------------------------------------------------------ 100×

Weight of entrapped drug

Weight of total drug in microparticles
------------------------------------------------------------------------------------------ 100×

Fig. 2. (a) FT-IR and (b) 1H-NMR spectra of gemcitabine, carboxylic PLLA, and Gem-PLLA conju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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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Gem-PLLA conjugate의 경우 PLLA의 -COOH 작용기

와 gemcitabine의 -NH2 작용기가 아미드 결합을 형성하면서,

3327 cm-1와 1450 cm-1 부근에서 N-H의 신축과 굽힘 peak를

나타내었다 [25-27]. 또한, PLLA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gem-

citabine에 존재하는 -CH2- 그룹에 의한 신축 peak가 2851 cm-1

에서 나타났고, gemcitabine의 고리 내에 존재하는 CN과 C=C

이중 결합이 아미드 결합에 의해 공명구조를 형성하여 이들

에 의한 흡수 peak가 1626, 1575 cm-1에서 각각 나타났다 [25-

27]. Fig. 2(b)는 gemcitabine과 PLLA가 결합하면서 -NH2

peak는 사라지고, 대신 아미드 결합을 형성하면서 -NHCO-에

의한 peak가 8.17 ppm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22,25-

27]. 1H-NMR과 FT-IR 분석 결과 Gem-PLLA conjugate가 성

공적으로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Gem-PLLA conjugate 미립자 제조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ASES 공정에서 공정 변수가

Gem-PLLA/PLLA/젬시타빈 입자의 크기 및 형태와 약물함

량 및 봉입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에서 몇

가지 공정 조건 (CO2의 유량: 10 L/min, 용액의 유속: 0.5 mL/

min 및 용액의 농도: 10 mg/mL)은 동일한 ASES 장치를 사용

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였고 [12], 이외의 공

정조건 (온도, 압력, Gem-PLLA/PLLA의 질량비, 젬시타빈

의 양, 고분자의 분자량 등)을 변화시켜 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각 공정조건의 영향에 따른 약물함량과 봉입효율의 변화

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3.2.1. 온도와 압력의 영향

ASES 공정에서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Gem-

PLLA/PLLA/젬시타빈을 DCM과 DMSO (1:1, v/v)에 용해시

킨 후 28~45oC와 116~177 bar의 범위 내에서 지정된 조건으

로 침전기 내에 분사하여 미립자를 제조하였다. 온도와 압력

의 변화가 제조된 미립자의 형태와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Fig. 3에, 약물함량과 약물의 봉입효율의 변화는 Table 1의

No. 1-8에 나타내었다.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구형 입자가 형성되었

으며, 동일한 압력에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

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 또한, 45oC에서 최

대 봉입효율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밀도가 감소하면서 액적 내 확산속도

가 증가하고 [28-32], 용매로 사용한 DCM이 끓는점에 가까

워지면서 용매의 기화가 빠르게 유도되어 재결정화 속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반대로 초임계 이

산화탄소의 임계온도에 가까운 32oC에서는 높은 밀도로 인

해 액적 주변에 상당한 양의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집중되면

서 액적 내 강제 침투에 의해 물질 전달이 일어나 재결정화

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봉입효율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 온도에서 압력의 변화가 입자의 크기 및 형태에 미치

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였으나, 봉입효율의 경우에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2oC와 35oC에서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봉입효율은 증가하였으나, 45oC에서는 반대로 봉입효율이

다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낮은 온도에서

압력을 증가시킬 경우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액적 내 초임

계 이산화탄소의 침투력이 증가하면서 재결정화 속도를 빠

르게 유도하여 봉입효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에 높은 온도에서 압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용매로 사용된

DCM의 기화를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높은 압력이 방해하면

서 재결정화 속도를 감소시켜 약물과 고분자 및 Gem-PLLA

의 결정화가 독립적으로 일어나 봉입효율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3.2.2. Gem-PLLA/PLLA 혼합비의 영향

Gem-PLLA와 PLLA의 혼합비가 미립자 제조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높은 봉입효율을 나타낸 35oC와 145 bar로

온도와 압력을 고정하고, Gem-PLLA/PLLA의 무게비를 각각

0/10, 1/9, 2/8, 3/7, 4/6으로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조

된 입자의 크기와 형태 및 봉입효율을 Fig. 4와 Table 1의 No.

Fig. 3. SEM micrographs of various gemcitabine-loaded Gem-

PLLA/PLLA microparticles prepared at different temperatures and

pressures: (a) 28oC/130 bar, (b) 32oC/116 bar, (c) 32oC/130 bar, (d)

35oC/130 bar, (e) 40oC/130 bar, (f) 35oC/145 bar, (g) 45oC/130 bar,

and (h) 45oC/177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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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 No. 9-12에 나타내었다. 무게비가 2/8인 시료의  SEM 사

진은 Fig. 3(f)에 제시하였다.

혼합비에 관계없이 입자는 구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

었으며, 2/8의 무게비에서 가장 큰 봉입효율을 나타내었다.

이 조건에서 Gem-PLLA/PLLA/젬시타빈인 3성분계의 재결

정화 속도가 이상적으로 나타나 가장 큰 봉입효율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며, 2성분계인 0/10의 경우보다 높은 봉입효율

을 나타내었다. 각 성분의 재결정화 속도는 다르게 나타나며,

유사한 재결정화 속도를 가져야만 봉입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29-32]. 무게비가 2/8인 경우 Gem-PLLA가 고분자와 약

물의 재결정화 속도를 유사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3성분계의 경우 Fig.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Gem-PLLA/

PLLA의 무게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였는

데 이는 Gem-PLLA conjugate에 비해 분자량이 큰 PLLA (50

k)의 재결정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PLLA의 함량이 작을수

록 입자 크기가 감소하고 봉입효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3.2.3. 약물 투입비의 영향

Gem-PLLA/PLLA 고분자에 대한 젬시타빈의 상대적인 양이

봉입효율과 입자의 형태 및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35oC와 145 bar로 온도와 압력을 고정하고,  Gem-PLLA/

PLLA 무게비 2/8에서 젬시타빈의 투입비를 각각 5, 10, 20,

30 wt.%으로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 5와

Table 1의 No. 7과 No. 13-15에 각각 나타내었다.

젬시타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입자크기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젬시타빈과 고분자의 재결정화 속도 차이에 의한 결과

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재결정화 속도가 매우 느린 에멀젼

법에서는 액적의 유기용매를 서서히 증발시켜 입자를 형성

하기 때문에 농도가 증가할수록 입자의 크기는 커진다. 반면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ASES 공정의 경우 에멀젼법에

비해 수만에서 수십만 배 빠른 속도로 재결정화가 이루어지

기 때문에, 에멀젼법과는 반대로 농도가 높을수록 액적 내에

포함된 유기용매의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 초임계 이산화탄

소가 급속히 액적 내에 확산되어 결과적으로 재결정화 속도

가 증가하여 입자의 크기는 작아진다 [23]. 본 실험에서는 젬

시타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액적 내 젬시타빈의 재결정화

속도가 증가하여 입자의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봉

Table 1. The entrapment efficiency and drug content of gemcitabine-loaded Gem-PLLA/PLLA microparticles prepared under various

process conditions

Exp.

No.

T

(oC)

P

(bar)

ρ

(g/cm3)

Weight ratio of

Gem-PLLA/PLLA

Drug feed

ratio (wt.%)

Mw of Gem-

PLLA (g/mol)

Mw of PLLA

(g/mol)

Drug content

(%)

Entrapment

efficiency (%)

1 32 116 0.79

2/8

10

7 k

50 k

10.5±0.07 35.7±0.39

2 28

130

0.84 8.1±0.15 11.9±0.63

3 32 0.81 10.5±0.07 36.7±1.22

4 35 0.79 10.5±0.19 26.3±1.90

5 40 0.74 10.3±0.11 28.3±0.81

6 45 0.69 10.4±0.33 44.3±1.34

7 35 145 0.81 10.5±0.42 43.8±0.55

8 45 177 0.79 10.4±0.10 42.3±0.25

9

35 145 0.81

0/10 10.5±0.09 40.2±0.66

10 1/9 9.8±0.09 35.0±0.13

11 3/7 10.2±0.46 29.6±0.70

12 4/6 11.1±0.17 29.4±3.73

13

2/8

5 5.9±0.44 45.8±0.56

14 20 18.2±0.32 22.0±1.50

15 30 25.9±0.29 23.4±1.03

16

10

7 k (carboxylic

PLLA)
9.4±0.20 24.3±1.05

17
7 k

19 k 10.8±0.06 11.5±0.13

18 100 k 10.1±0.11 36.6±1.41

Fig. 4. SEM micrographs of various gemcitabine-loaded Gem-PLLA/

PLLA microparticles prepared with Gem-PLLA/PLLA mixtures of

different weight ratios: (a) 0/10, (b) 1/9, (c) 3/7, and (d)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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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효율의 경우 약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입자가 작아지면

서 표면적이 증가하였고, Gem-PLLA와 PLLA가 젬시타빈을

충분히 봉입시킬 만큼 캡슐화하지 못해 봉입효율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3.2.4. 컨쥬게이션 유무의 영향

약 7,000의 중량평균 분자량을 갖는 carboxylic PLLA와 이 고

분자에 젬시타빈이 결합된 Gem-PLLA conjugate를 분자량

50,000의 PLLA에 각각 약물과 함께 혼합하여 제조한 미립자

를 분석하여 carboxylic PLLA와 젬시타빈의 컨쥬게이션 유

무가 봉입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35oC와 145 bar

의 온도, 압력 조건에서 젬시타빈의 투입량은 10 wt.%로 고

정하고 PLLA 대비 Gem-PLLA 또는 carboxylic PLLA의 무게

비를 2/8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1의 No.

7, 9, 16에 나타내었다.

젬시타빈과 PLLA의 2성분계 미립자인 No. 9 시료에 비해

컨쥬게이션되지 않은 carboxylic PLLA를 포함한 3성분계 미

립자에서 봉입효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분자량 7,000의

carboxylic PLLA가 약물과 고분자간의 혼합을 방해하여 약물

이 충분히 봉입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컨쥬게이션된 Gem-PLLA의 경우, ASES 공정 중 결정성을

갖는 젬시타빈이 먼저 재결정화될 때, 83%의 컨쥬게이션 수

율 [22]을 갖는 Gem-PLLA의 젬시타빈이 유사한 속도로 재

결정화되면서, 3성분계 간의 상분리 속도를 감소시켜 봉입

효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3.2.5. 고분자 분자량의 영향

약물전달체로서 사용된 PLLA 분자량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

해, 35oC와 145 bar, 2/8의 Gem-PLLA/PLLA 무게비와 젬시타

빈의 투입량을 10 wt.%로 고정하고, 19 k, 50 k, 100 k의 분자

량을 갖는 PLLA를 이용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Fig. 6과 Table 1의 No. 7, 17, 18에 나타내었으며, 50 k 분자량

에 대한 SEM 사진은 Fig. 3(f)와 동일하다.

분자량이 커질수록 구형에 가까우면서 더 작은 입자가 형

성되었고, 50 k의 분자량을 갖는 PLLA에서 가장 높은 봉입

효율이 나타났다. 분자량이 커질수록 고분자 사슬간의 얽힘

(entanglement) 현상이 증가하고,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력이

감소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결정화 속도가 증가하면서 더 작

고 구형인 입자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23]. 19 k PLLA는 사

슬 길이가 짧아 얽힘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고, 유기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더 커서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의한 재

결정화 속도가 감소하면서 약물과 고분자간의 독립적인 입

자형성으로 봉입효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PLLA의 얽힘 임계분자량이 9,000 Da이기는 하나, 얽힘 현상

이 구형입자를 형성할 만큼 일어나지 않아 불규칙적인 입자

를 형성하였고, 용해력이 증가하면서 핵 생성이 덜 된 액적끼

리 응집되어 입자 크기가 고분자량의 PLLA에 비해 10배 이

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3.3. 약물 방출 실험

Gem-PLLA/PLLA/젬시타빈 미립자의 약물 방출 특성을 관

Fig. 5. SEM micrographs of various gemcitabine-loaded Gem-

PLLA/PLLA microparticles prepared at different drug feed ratios:

(a) 5 wt.%, (b) 10 wt.%, (c) 20 wt.%, and (d) 30 wt.%.

Fig. 6. SEM micrographs of various gemcitabine-loaded Gem-PLLA/

PLLA microparticles prepared using PLLA homopolymers of dif-

ferent molecular weights: (a) 19 k, and (b) 100 k.

Fig. 7. In vitro release profiles of gemcitabine from Gem-PLLA

microparticles and gemcitabine-loaded Gem-PLLA/PLLA micropar-

ticles prepared at 35oC and 130 bar (solution injection flow rate: 0.5

mL/min, CO2 flow rate: 10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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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기 위해 in vitro 약물 방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Gem-

PLLA conjugate 단독 미립자의 방출 특성과 비교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Gem-PLLA 단독 미립자의 경우, 정제 과정을 거쳤음에도

초기 방출량이 19%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투석·정제

과정 중 Gem-PLLA가 침전되면서 미반응 젬시타빈이 봉입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9일간 약물이 소량 방출되

었으나, 그 이후부터 PLLA의 높은 결정성 때문에 컨쥬게이

션된 젬시타빈이 가수분해되지 않아 약물이 더 이상 방출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Gem-PLLA/PLLA/젬시타빈 미립자의 경우 매우 높은 초기

방출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출을 보였다. 24시간 내에 80%의

약물을 방출시켰으며, 그 이후부터는 미량의 약물이 지속적

으로 방출되었다. 초기 방출이 매우 큰 이유로는 ASES 공정

을 통해 고분자에 봉입되지 않은 상당량의 젬시타빈이 단독

으로 입자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고분자량의 PLLA는 무정

형 (amorphous) segment와 결정성 segment를 둘 다 가지는 준

결정성 (semi-crystalline) 물질로, 자유부피 (free volume)가 큰

무정형 segment에 봉입되어 있던 약물이 입자에 존재하는 기

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강한 세포 독성과 짧은 반감기를 갖는 항암제

인 젬시타빈을 생분해성 고분자인 PLLA에 컨쥬게이션 시킴

으로써 반감기를 증가시키고, 지속적인 약물 방출을 유도해

투여횟수를 줄이는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서방형 제제 제조연

구를 수행하였다. 젬시타빈과 PLLA를 아미드 결합시킨 Gem-

PLLA conjugate를 합성하였고,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ASES 공정을 이용하여 약물이 봉입된 Gem-PLLA/PLLA/젬

시타빈 미립자를 제조하였으며, ASES 공정의 다양한 조건을

변화시켜 공정을 최적화하고자 하였다.

PLLA 고분자의 영향으로 submicron 크기의 구형의 미립자

가 제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장 적합한 공정조

건에서 제조된 미립자의 경우 2성분계 미립자보다 비교적 높

은 약물함량과 봉입효율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Gem-PLLA

conjugate는 약물전달체 첨가제로서 더 우수한 특성을 보인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Gem-PLLA의 carboxylic PLLA

를 D,L-PLA와 같은 낮은 결정성을 갖는 생분해성 고분자로

대체함으로써 약물-고분자 conjugate가 가수분해를 통해 지

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미립자 제제에 대한 추가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cknowledgements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과제번호:

PJ009502)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Nussbaumer, S., P. Bonnabry, J. L. Veuthey, and S. Fleury-Sou-

verain (2011) Analysis of anticancer drugs: A review. Talanta 85:

2265-2289.

2. Nair, L. S. and C. T. Laurencin (2006) Polymers as biomaterials

for tissue engineering and controlled drug delivery. Biochem. Eng.

Biotechnol. 102: 47-90.

3. Feng, S. S. and S. Chien (2003) Chemotherapeutic engineering:

Application and further development of chemical engineering prin-

ciples for chemotherapy of cancer and other diseases. Chem. Eng.

Sci. 58: 4087-4114.

4. Kwon, G. S. (2006) Polymeric Drug Delivery Systems, pp. 93-123.

Taylor and Francis Group, LLC, Boca Paton, USA.

5. Ravi Kumar, M. N. V. and N. Kumar (2001) Polymeric controlled

drug-delivery systems: Perspective issues and opportunities. Drug

Dev. Ind. Pharm. 27: 1-30.

6. Park, J., M. Ye, and K. Park (2005) Biodegradable polymers for

microencapsulation of drugs. Molecules 10: 146-161.

7. Wirk, B. and E. Perez (2006) Role of gemcitabine in breast cancer

management: An update. Semin. Oncol. 33: 6-14.

8. Mangeold, C. (2001) Chemotherapy for advanced non-small cell

lung cancer. Semin. Oncol. 28: 1-6.

9. Maase, H. V. D. (2001) Gemcitabine in advanced bladder canner.

Semin. Oncol. 28: 11-14.

10. Fruscella, E., D. Gallo, G. Ferrandina, G. D’Agostino, and G. Scam-

bia (2003) Gemcitabine: Current role and future options in the

treatment of ovarian cancer. Crit. Rev. Oncol. Hematol. 48: 81-88.

11. Locher, C., E. Fabre-Guillevin, F. Brunetti, J. Auroux, J. C. Delch-

ier, P. Piedbois, and L. Zelek (2008) Fixed-dose rate gemcitabine

in elderly patients with advanced pancreatic cancer: An observa-

tional study. Crit. Rev. Oncol. Hematol. 68: 178-182.

12. Joo, H. J., I. I. Jung, G. B. Lim, and J. H. Ryu (2011) Production of

gemcitabine-loaded poly(L-lactic acid) microparticles using super-

critical carbon dioxide: Effect of process parameters. KSBB J. 26:

69-77.

13. Zhigaltsev, I. V., N. Maurer, F. W. Kim, and P. R. Cullis (2002) Tri-

ggered release of doxorubicin following mixing of cationic and

anionic liposomes. Biochem. Biophys. Acta 1565: 129-135.

14. Jagur-Grodzinski, J. (2009) Polymers for targeted and/or sustained

drug delivery. Polym. Adv. Technol. 20: 595-606.

15. Pasut, G. and F. M. Veronese (2007) Polymer-drug conjugation,

recent achievements and general strategies. Prog. Polym. Sci. 32:

933-961.

16. Vicent, M. J. (2007) Polymer-drug conjugates as modulators of

cellular apoptosis. AAPS J. 16: E200-E207.

17. Satchi-Fainaro, R., R. Duncan, and C. M. Barnes (2006) Polymer

therapeutics for cancer: Curr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Adv.

Polym. Sci. 193: 1-65.

18. Jain, R. A. (2000) The manufacturing techniques of various drug

loaded biodegradable poly(lactide-co-glycolide) (PLGA) devices.

Biomaterials 21: 2475-2490.

19. Li, M., O. Rouaud, and D. Poncelet (2008) Microencapsulation by

solvent evaporation: State of the art for process engineering appro-

achs. Int. J. Pharm. 363: 26-39.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젬시타빈 함유 PLLA/젬시타빈-PLLA 미립자의 제조 및 방출 특성 413

20. Yeo, S. D. and E. Kiran (2005) Formation of polymer particles with

supercritical fluids: A review. J. Supercrit. Fluids 34: 287-308.

21. Bahrami, M. and S. Ranjbarian (2007) Production of micro- and

nano-composite particles by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J. Super-

crit. Fluids 40: 263-283.

22. Ryu, J. H. (2013) Synthesis of gemcitabine-PLLA conjugates and

preparation of their microparticles using supercritical fluid. The

University of Suwon Theses Collection 27: 149-155.

23. Jung, J. H., I. I. Jung, H. J. Joo, J. R. Shin, G. B. Lim, and J. H. Ryu

(2008) Preparation of biodegradable polymer microparticles con-

taining 5-FU using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KSBB J. 23: 452-

459.

24. Yoo, H. S. and T. G. Park (2004) Folate receptor targeted biode-

gradable polymeric doxorubicin micelles. J. Control. Rel. 96: 273-

283.

25. Espartero, J. L., I. Rashkov, S. M. Li, N. Manolova, and M. Vert

(1996) NMR analysis of low molecular weight poly(lactic acid)s.

Macromolecules 29: 3535-3539.

26. Cavallaro, G., L. Mariano, S. Salmaso, P. Caliceti, and G. Gaetano

(2006) Folate-mediated targeting of polymeric conjugates of gem-

citabine. Int. J. Pharm. 307: 258-269.

27. Vandana, M. and S. K. Sahoo (2010) Long circulation and cyto-

toxicity of PEGylated gemcitabine and its potential for the treat-

ment of pancreatic cancer. Biomaterials 31: 9340-9356.

28. Dorgan, J. R., J. Janzen, M. P. Clayton, S. B. Hait, and D. M. Kna-

uss (2005) Melt rheology of variable L-content poly(lactic-acid). J.

Rheol. 49: 607-619.

29. Kim, J. H., S. Y. Lee, B. Y. Kim, J. H. Ryu, and G. B. Lim (2003)

Preparation of L-PLA microparticles using pure and cosolvent-

modified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KSBB J. 18: 385-392.

30. Jung, J. and M. Perrut (2001) Particle design using supercritical

fiuids: Literature and patent survey. J. Supercrit. Fluids 20: 179-

219.

31. Pasquali, I., R. Bettini, and F. Giordano (2008) Supercritical fluid

technologies: An innovative approach for manipulating the solid-

state of pharmaceuticals. Adv. Drug Del. Rev. 60: 399-410.

32. Bahrami, M. and S. Ranjbarian (2007) Production of micro- and

nano-composite particles by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J. Super-

crit. Fluids 40: 263-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