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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types of implantable drug delivery devices have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for several decades

to improve drug bioavailability and reduce side effects, thus enhancing therapeutic efficacy and patients’ compliance.

However, when implanted into the body, the devices may be influenced by the changes in physiological condition,

such as temperature, pH or ionic concentration. Thus, the drug release rates could be also altered concurrently.

Therefore, in this work, we employed an implantable ALZET® Osmotic Pump, which has been widely used to locally

deliver various therapeutic agents and examined the effect of pH, temperature and ionic concentration on its drug

release rate. For this, we performed in vitro cell tests to simulate the condition of local tissues influenced by the

altered drug release rates, where we used diclofenac sodium as a model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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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은 인간의 질병

치료 효과 및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약물을 효율적으

로 전달해 체내에서 약물의 생체이용도(bioavailability)를

높이고, 체내에서의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약

물의 제형 및 제제를 개발하는 기술이다[1,2]. 특히, 이러한

약물전달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제, 캡슐, 주사제, 패

취제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식형

약물전달 기기들도 연구 및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3-5].

대표적인 예로, 고분자 기반의 서방형 약물 전달(sustained

drug release)시스템의 경우에는 약물이 탑재된 고분자 분

해(degradation) 또는 약물의 농도 구배에 따른 확산

(diffusion)에 의해서 약물이 방출되기 때문에, 한 번의 투

여로 장기간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6,7]

정교하게 약물 방출형상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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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8,9]. 특히, 일정한 양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방출하

는 선형 약물전달이 유리한 항염증, 통증완화 약물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확산에 의한 약물 전달 방법론으로는 성취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선형 약물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예로, 삼

투압에 기반한 ALZET® Osmotic Pumps 와 같은 이식형

약물전달기기를 들 수 있다[10]. 

하지만, 이러한 삼투압 기반 약물전달기기는 체내의 pH,

온도, 이온 농도 등 다양환 환경에 의해서 물리적, 화학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미리 예측한 약물 방

출속도와 다른 형상이 구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체내의 국소적 부위에 장기간의 서방형 약물 전

달을 하는 경우, 체내 환경에 따라 약물 방출속도가 달라지

게 되면 조직 주변에 미리 계획한 약물의 농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급격한 약물 농도 변화는 주변

조직에 예상치 못한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체내 환

경에 따라 이식형 약물전달기기가 영향을 받았을 때 약물

방출형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확인하고, 세포 실험을 통

한 모사 환경에서 이와 같이 변화된 약물 방출형상이 주변

조직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ALZET® Osmotic Pumps를 이용하여 체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pH, 온도, 이온 농도를 다양화한 환경에서 약물 방출

형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11]. 또한, 모델 약물로써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진통소염제 중 하나인

diclofenac sodium을 이용하여 실험 및 평가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펌프 내 약물 탑재 

4 mg의 diclofenac sodium(모델 약물)을 100 ml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 7.4) 용액에 완전히 녹

여 40 μg/ml 농도의 용액을 만든다. 그러고 나서, ALZET®

Osmotic Pump body에 diclofenac sodium 용액 2 ml를

탑재하였다(그림 1). 다음으로, flow moderator를 ALZET®

Osmotic Pump body에 끼우고, flow moderator의 상단

에 있는 polyethylene cap을 뺀다(그림 1). 그 후, cap을 제

거하여 노출된, 약물이 방출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금속 튜

브에 실리콘 튜브 한쪽 끝을 연결한다. 실리콘 튜브에 이미

제작한 diclofenac sodium이 녹아 있는 용액을 채우고, brain

kit를 실리콘 튜브 나머지 끝에 연결함으로써, 최종적인

diclofenac sodium이 탑재된 약물전달 펌프를 완성한다. 약

물 용액을 채우기 전후의 펌프 무게를 측정하여, 실제 약물

탑재량의 재현성을 확보한다(80.56 ± 1.96 μg per pump). 

2. pH, 온도, 이온농도 변화에 따른 약물 전달 펌프로부터 약

물 방출 실험

약물이 탑재된 약물전달 펌프가 주변환경에 의해서 영향

을 받아서 약물 방출형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약물 방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1) pH 변화에 따른 약물 방출 실험

pH가 각각 5, 7.4인 PBS용액 20 ml에 약물이 탑재된

ALZET® Osmotic Pump를 완전히 담근 후, 펌프에 연결된

catheter tube의 한쪽 끝에 결합된 infusion kit cannula를

2 ml의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 기반

메디아 안으로 넣는다. 이렇게 준비된 시스템을 37oC incu-

bator에 넣은 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째 되

는 날 각각 꺼내서, 방출된 약물이 녹아 있는 메디아를 모

으고, 새로운 2 ml의 메디아로 교체한다. 

(2) 온도 변화에 따른 약물 방출 실험

pH가 7.4인 PBS용액 20 ml에 약물이 탑재된 ALZET®

Osmotic Pump를 완전히 담근 후, pH변화에 따른 약물 방

출 실험 방법과 동일하게 infusion kit cannula를 2 ml의

메디아 안으로 넣는다. 이렇게 준비된 시스템을 37oC, 42oC

그림 1. ALZET® Osmotic Pump의 구성품들의 이미지. (a-c)그림

에 있는 눈금자의 길이는 1 cm이며, (d)그림에 있는 눈금자의 길이

는 0.4 cm이다.

Fig. 1. Optical images of components consisting of ALZET®

Osmotic Pump. The scale bars are (a-c) 1 cm and (d) 0.4 c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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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bator에 각각 넣은 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째 되는 날 각각 꺼내서, 방출된 약물이 녹아 있는 메디

아를 모으고, 새로운 2 ml의 메디아로 교체한다. 

(3) Ion concentration에 따른 약물 방출 실험

20 ml의 pH가 7.4인 PBS용액과 DI water 각각에

ALZET® Osmotic Pump를 완전히 담근 후, 펌프에 연결된

catheter tube의 한쪽 끝에 결합된 infusion kit cannula를

2 ml의 메디아 안으로 넣는다. 이렇게 준비된 시스템을

37oC incubator에 넣은 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

일째 되는 날 각각 꺼내서, 방출된 약물이 녹아 있는 2 ml

의 DI water를 모으고, 새로운 2 ml의 DI water으로 교

체한다. 

(4) 메디아 내의 약물량 분석

기간별로 모은 메디아를 자외선분광기(UV-spectrophoto-

meter, UV-1800, Shimadzu, Japan)를 이용, 276 nm에

서 분석하여 방출된 약물의 양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3. 세포 실험

세포 실험을 통한 모사 환경에서 온도에 따라 달라진 약

물 방출량이 국소적인 부위에 전달되었을 때 주변 조직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 연구에서

는 MG-63 세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현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 약물인 diclofenac이 MG-63 세포의 증식에 영향을 준

다고 보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12]. 현 연구에서는 96 well

plate에 5.0 × 103 개의 MG-63 세포를 seeding하여 37oC,

5% CO2 조건에서 24시간 incubation 시킨 후, 기존의

media는 제거하고 37oC와 42oC의 각각 다른 온도 환경에

서 방출된 약물 농도를 모사한 용액을 각각 serum free

medium과 1:1로 섞어서 세포가 있는 well에 넣어 주었다.

그 후 1, 2, 3 일간 Ez-cytox를 이용하여 증식된 세포 수

를 측정하였다. Ez-cytox 분석은 제공된 매뉴얼에 따라 진

행하였으며, 450 nm에서 microplate reader (VERSA max,

Molecular Devices, USA) 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ALZET® Osmotic Pump는 펌프 내에 존재하는 salt

sleeve에 의해서 펌프 외부와 펌프 내부 간의 삼투압차이에

의해서 작동한다(그림 2). 이어서, salt sleeve에 의해서 생

기는 삼투압에 의해서 펌프 외부에 존재하는 물이 펌프를

둘러쌓고 있는 반투막(semipermeable membrane)을 통과

하게 된다. 이렇게 투과된 물은 약물이 녹아 있는 용액이 탑

재된 유연한(flexible) 저장소(reservoir)를 누르게 되고, 이

힘에 의해서 저장소에 들어 있는 약물이 녹아 있는 용액이

flow moderator를 통하여 펌프 밖으로 방출하게 된다. 그

리고, 지속적이고 일정한 압력이 작용하게 되어 일정한 속

도로 약물이 방출되게 된다. 이러한 삼투압 작동 원리 때문

에 체내 이식 후 펌프 주변에 환경 변화가 생기면 ALZET®

Osmotic Pump를 통한 약물 방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현 연구에서는 체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변화를 모사하여 이에 따라 약물 방출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우선, 체내 조직 및 기관들

이 다양한 pH를 가질 수 있다는 생물학적 배경지식을 바탕

으로 pH가 5일 때, 7.4일 때 이에 따라서 ALZET® Osmotic

Pump가 어떤 영향을 받는 지 평가하였다. 체내 pH 조건

은 일반적으로 중성에 가까운 7.4 이나 염증 반응 등이 있

는 조직 주위에서는 산성화된 환경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13]. 그림 4에 보면 알 수 있듯이, pH의 변화는 ALZET®

Osmotic Pump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그림 2. ALZET® Osmotic Pump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도식도.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actuation principle of

ALZET® Osmotic Pump.

그림 3. In vitro 약물 방출형상 실험의 도식도.

Fig. 3. Schematic illustration of In vitro drug releas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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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7.4일 때, 약물 방출 속도는 약 8.91 ± 0.27 μg/day이

며, pH 5 일 때는 약 9.42 ± 0.28 μg/day으로, pH의 변화에

따른 약물 방출속도는 0.5 μg/day 정도의 차이 밖에 보이

지 않았다. 

두 번째는 온도에 따라서 ALZET® Osmotic Pump가 어

떤 영향을 받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정상인 체온인 37oC 과

질환에 의한 고열 등으로 체온이 상승한 환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체온인 42oC에서 각각 온도의 영향에 의해 약물 방

출형상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14].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37oC에서는 약물 방출 속도가 약 9.81 ± 0.23 μg/

day이며, 이에 반해 42oC에서는 약 11.85 ± 0.53 μg/day으

로, 온도가 증가하였을 때 약물 방출속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ALZET® Osmotic

Pump의 약물 방출속도는 다음과 같은 식 (1)으로 표현될

수 있다[15];

Q = Q0[0.141e(0.051T)
− 0.007π + 0.12] 식 (1)

{Q = pumping rate (μl/hr), Q0 = specific pumping rate

(μl/hr), T = temperature (oC), π = osmotic pressure (atm)}

식 (1)을 이용하여 37oC와 42oC에서의 Q값의 비를 비교

하였을 때, 약 1.27가 계산되었으며, 실제 실험을 통하여 얻

은 약물 방출속도를 비교하였을 때는 약 1.21배가 나왔다.

식을 이용하여 얻은 비와 실험을 통하여 얻은 비를 비교하

였을 때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실험을 통

해 얻은 온도 상승에 따른 약물 방출속도 증가 비율이 타당

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체 내 용액들의 이온 농도(ion concen-

tration) 및 삼투압농도(osmolarity)와 동일하게 제작된

phosphate buffered solution (PBS)와 이온화가 매우 낮

은 3차증류수인 DI water 환경 안에서 ALZET® Osmotic

Pump가 영향을 받아 약물 방출속도가 어떻게 변하는 지 확

인하였다. 그림 6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DI water, PBS

환경 속에서의 약물 방출속도는 각각 약 10.74 ± 0.26 μg/

day, 약 8.50 ± 0.46 μg/day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를 토

그림 4. pH 변화에 따른 in vitro 약물 방출형상.

Fig. 4. In vitro drug release profile at different pHs.

그림 5. 온도 변화에 따른 in vitro 약물 방출형상.

Fig. 5. In vitro drug release profile at different tem-

peratures.

그림 6. 이온농도 변화에 따른 in vitro 약물 방출형상.

Fig. 6. In vitro drug release profile at different ionic con-

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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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DI water 환경 내에서 약물방출속도가 약 1.26배 정

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체내에서는 DI

water와 같이 이온화 상태가 급격히 낮은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이온 농도에 의한 약물방출량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 실험 결과에 기반하여, 현 연구에서는 Osmotic Pump

원리에 의한 약물전달 시 약물 방출량 변화에 있어서 체온

에 의한 영향이 가장 주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온도

변화 조건에서 달라진 약물 방출량이 체내 국소 조직에 주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세포 실험을 진행하였다. 정상 체

온 조건인 37oC와 고열 조건인 42oC에서 달라진 약물 방

출량을 모사한 각각 다른 농도의 약물 용액을 MG-63 세포

에 전달하고 1, 2, 3 일간 증식한 후 관찰한 결과, 모든 경

우 세포 수가 37oC보다 42oC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3일 차에는 42oC그룹이 약물이

없는 control 그룹과 비교 시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약물이 지속적으로 다른 농도

로 노출될 시 국소 조직에 주는 영향 차도 더욱 커질 수 있

음을 시사하였다. 

V. 결  론

이 연구를 통하여, 이식형 삼투압 기반 약물전달 펌프를

대표하는 ALZET® Osmotic Pump를 이용해 다양한 생체

내 환경 변화를 모사하여 각 경우의 약물 방출속도를 평가

하였다. 염증 반응 등과 같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

직 내 산성화는 약물 방출속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온도 변화에 대해서는 약물 방출속도가 최대 20% 정도 증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펌프가 이식된 주변 조직

내 체액의 이온농도도 펌프의 약물 전달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나 일반적으로 체액 내 이온농도의

변화가 극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에 대

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

론을 바탕으로 향후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삼투압 기반 이식

형 약물전달 펌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체온 변화가

약물 방출속도의 예측 측면에서 가장 큰 요소가 될 것이라

고 판단된다. 특히, 이와 같이 달라진 약물 방출량은 국소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노출되는 기간

이 길수록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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