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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최근 들어 각종 약물 달시스템에 한 심이 고조

되고 있으며 그 일환인 마이크로캡슐에 한 연구가

리 진행되고 있다. 마이크로캡슐의 재질로는 주로

polylactide (PLA) polyglycolide (PGA)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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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이 유화법을 통하여 BSA 수용액을 입하는 PLGA 마이크로캡슐 입자를 제조하 다. 마이크로캡슐 입자 외부의

수용액 상에서는 입자 표면의 경화를 하여 유화제를 속염으로 체하 다. 제조한 마이크로캡슐 입자에 하여서 모폴

로지, 입자직경 BSA 입효율 in-vitro 방출실험을 수행하 다. 자 미경(SEM) 촬 을 통하여 마이크로캡슐 입자는

매끄러운 표면의 특성을 지녔으며 1-7μm 범 의 직경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이크로캡슐 입자의 모폴로지는 주로 일차

유화액 내 내부 수용액 비 고분자 용액의 부피 비 그리고 입자 외부 수용액에서의 속염의 농도에 직 인 향을 받았

다. 한 이러한 요소는 단백질 입효율과 in-vitro 방출에도 일부 향을 미쳤다. 본 실험에서 제조한 마이크로캡슐 입자는

in-vitro 방출 실험에서 기에 높은 유속의 방출 상을 보 다. 그 지만 본 연구에서 제조한 마이크로캡슐 입자는 다른

연구의 결과에 비해 긴 기간 동안의 방출을 보 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2가의 속염이 마이크로캡슐 입자의 제조에서

유화제를 체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Abstract  PLGA microcapsule particles encapsulating BSA aqueous solutions were prepared using a 

water-in-oil-in-water emulsion method. The morphology, particle size, BSA encapsulating efficiency, and in-vitro 

release test were also studied using the microcapsule particles. In the outer aqueous phase, an emulsifier, e.g., PVA, 

was replaced with metal salts for surface solidificat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showed that the 

microcapsule particles had smooth surfaces and were between 1 μm and 7 μm in size. The microcapsule particle 

morphology was affected directly by the ratio between the polymer solution and inner aqueous solution, and 

composition of the outer aqueous solution. The factors also partially affected the BSA encapsulation efficiencies and 

in-vitro release rates. All the microcapsule particles showed an initial burst release through the in-vitro release test. 

On the other hand, the particles also showed a relatively long release period. Metal salts could be good choices to 

replace the emulsifier to solidify the microcapsule particle surfaces. 

Keywords : microcapsule, BSA, PLGA, encapsulation, drug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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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고분자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1]. 이들 고분자

재질의 캡슐은 체내에서 약물을 조 된 속도로 방출하는

동시에 고분자 재질의 격막은 차 생분해되고 소멸된

다.[2,3]. 이들 고분자 재질이 체내에서 생분해되는 과정

에서 인체에 미치는 해성이 경미하고 최종 으로는

사과정을 통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환된다는 장 도

있다. 이러한 장 들로 인하여 이들 생분해성 고분자 물

질들은 여러 가지 의공학 인 목 으로 리 연구되고

있기도 하다[4-7]. 마이크로캡슐을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분산을 통해 제조하는 방법들[8,9]이 많이 사용되며, 이

들 표 으로 이 유화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 유

화법은 water-in-oil-in-water(WOW)유화용액(이하 이

유화액) O 상(이하 고분자 용액) 의 용매를 제거하

고 입자 내외간에 격막을 형성시켜서 캡슐을 제조하는

방법이다[10,11]. 이 유화법에서 입자 외부의 수용액에

는 입자를 경화시키기 한 목 으로 유화제를 사용하게

되며 polyvinyl alcohol (PVA) 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최근에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

는 PVA를 무해한 물질로 체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며[2,12,13,14,15,16] 이러한 물질들 CaCl2와

같은 속염으로 유화제를 체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

다[2,15,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속염으로서 CaCl2

MgCl2를 선택하여 연구하 고, 생분해성 고분자로는

Poly(L-lactide-co-glycolide) (PLGA)를 선택하여 연구

에 임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한 마이크로캡슐 입자를

제조함에 있어서 유화제를 체하기 한 속염 농도

종류의 변화에 따른 마이크로캡슐 입자의 모폴로지, 

단백질 입효율 내부 수용액 성분의 방출속도 변화

를 찰하 다.  

2. 실험 

2.1 시약

Poly(L-lactide-co-glycolide) (PLGA)는, RG 

502H(lactide:glycolide 50:50, Mw 7,000-17,000)로서

Sigma-Aldrich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고, 계면활성제

Pluronic F-127은 BASF(Germany)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용매로 쓰인 CH2Cl2(99.99%)와 속염인

CaCl2, MgCl2 NaCl 그리고 phosphate buffer를 제조

하기 한 원료인 NaH2PO4 와 Na2HPO4는 Duksan Co. 

Ltd, Korea 에서 구입하 으며, 순수는 순수 제조

장치에 일차 증류수를 통과시켜서 제조, 사용하 다. 마

이크로캡슐 입자 내 수용액의 단백질 함량 측정을 한

시약 일체(Protein Assay Kit)는 Bio-Rad의 제품을 구입, 

사용하 다.

2.2 PLGA 마 크로캡슐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 유화법의 차로는 우선 생

분해성 고분자인 PLGA를 CH2Cl2 에 용해한 후 계면활

성제인 F127을 3%의 질량분율로 첨가하여 고분자 용액

을 제조하 다. 한편, bovine serum albumin(이하 BSA)

를 phosphate buffer solution(PBS, pH 7.4, 0.1M)에 용

해하여 W1상 수용액(이하 내부 수용액)을 제조하 다. 

얼음물로 채워진 수조 안에 고분자 용액으로 채워진 용

기를 담그고 고분자 용액에 내부 수용액을 한 방울씩 떨

어트리면서 56W의 음 를 60 동안 가하고 분산하

여 W1/O 유화용액(이하 일차 유화액)을 제조하 다. 

W2 상 용액(이하 외부 수용액)은 2 mg/ml의 CaCl2를

순수에 용해하여 제조하 으며 2ml의 일차 유화액을

얼음물로 채워진 수조 안의 용기에 담긴 5ml의 외부 수

용액에 한 방울씩 떨어트리면서 112W의 음 를 300

동안 가하여 이 유화용액을 제조하 다. 이후 이

유화용액은 4시간 동안 상온에서 교반하면서 용매를 증

발시키고 고분자 용액을 경화하여 마이크로캡슐 입자를

제조하 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마이크로캡슐 입자의

제조 조건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2.3  측

입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는 마이크로캡슐 입

자 10 mg을 1M NaOH 용액 2 ml에 주입한 후 48시간

동안 방치하여 PLGA 격벽을 가수분해 시켰다. 이후 그

일부를 취하여 Bradford 법을 통한 BSA 농도를 측정하

으며 이를 통하여 캡슐 내에 입된 수용액 의 BSA 

질량과 입효율을 산출하 다.

2.4  태 및 크기 찰  

캡슐의 크기 크기분포는 particle size analyzer(PSA)

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표면상태 등의 형태는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CX-200TA)

을 이용하여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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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n-vitro 방출특  실험

PBS 25ml 가 담긴 시험 에 마이크로캡슐 입자

10mg 을 주입하고 교반, 분산하여 방출특성 실험을

한 시료를 마련하 다. 이후 시료는 인체의 체온과 같은

37℃로 유지되는 진탕배양기 내에 장착하여 방출실험을

진행하 다. 방출실험 과정에서 임의의 시간마다 시료

극소량을 채취하여 BSA 함량을 측정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마 크로캡슐  폴로지

3.1.1 W1/O 상 간 피비  향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제조한 마이크로캡슐 입자의

직경을 정리한 것이다. Fig. 1 은 일차 유화용액에서의

고분자 용액과 내부 수용액 간의 부피 비를 변화시키면

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 다. Table 2 와 Fig. 1 에서

보듯이 일차 유화액에서 고분자 용액의 비율이 증가하면

서 마이크로캡슐 입자의 직경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이 의 다른 여러 연구자에 의해 발표된 연구결

과와는 반 의 경향을 보인 것이다[15,16]. 일반 으로

일차 유화액에서 고분자 용액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마이

크로캡슐 입자의 부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 본 연구결과에서 이와 반 되는 결과를 보인 이유

는 이 유화액이 형성될 때에 상 으로 도가 높은

고분자 용액 함량이 증가하면서 용액의 총 도가 증가

하고 그 결과로 형성되는 마이크로캡슐 입자의 직경이

증가하는 것으로 단된다. 

sample number mean diameter(μm)

A1 1.17 ± 0.10 

A2 2.54 ± 0.23

A3 4.03 ± 0.43

A4 4.92 ± 0.48

B1 4.88 ± 1.25

B2 3.34 ± 0.76

B3 3.36 ± 0.32

Table 2. Diameters of microcapsule particles

Fig. 1. SEM micrographs of PLGA microspheres prepared 

in different volume  ratios between inner 

aqueous solution and polymer solution(O) 

(a)W1:O=1:3, (b)W1/O=1:5, (c)W1:O=1:7, 

(d)W1:O=1:10. Detailed compositions are 

shown in Table 1. (A1-A4)

No.

W1/O W1/O/W2

W1 O
W1:O

V/V

W2

BSA

(mg/ml)

PLGA

(mg/ml)
solvent

CaCl2

(mg/ml)

NaCl

(mg/ml)

MgCl2

(mg/ml)

A1 10 10 CH2Cl2 1:3 2

A2 10 10 CH2Cl2 1:5 2

A3 10 10 CH2Cl2 1:7 2

A4 10 10 CH2Cl2 1:10 2

B1 10 10 CH2Cl2 1:10 1

B2 10 10 CH2Cl2 1:10 2

B3 10 10 CH2Cl2 1:10 3

C1 10 10 CH2Cl2 1:3 4

C2 10 10 CH2Cl2 1:5 4

C3 10 10 CH2Cl2 1:10 4

D1 10 10 CH2Cl2 1:3 2

D2 10 10 CH2Cl2 1:5 2

D3 10 10 CH2Cl2 1:10 2

Table 1. Conditions for the preparation of PLGA microcapsule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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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수용액 내 금 염  향

Fig. 2는 외부 수용액상에서의 CaCl2 함량을 변화시

켜가면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 다.

Fig. 2. SEM micrographs of PLGA microspheres prepared 

in different CaCl2 concentrations in outer 

aqueous solution (a) 1 mg/ml CaCl2 (b) 2 

mg/ml (c) 3 mg/ml CaCl2. Detailed 

compositions are shown in Table 1. (B1-B3) 

Fig. 2 에서 외부 수용액에 1 mg/ml의 CaCl2 가 첨가

된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 비해 입자의 직경이 크며, 입자

간 직경의 차이도 크게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CaCl2 함량이 증가하면서 입자의 직경이이 작아지고 균

일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외부 수용액에서 CaCl2 함

량이 증가하면서 콜로이드 액 의 표면은 더 크게 양으

로 하 되며, 콜로이드 액 간의 척력은 더 세게 작용

하고, 이로 인하여 콜로이드 액 간의 근 합체는

더 크게 어려워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하여 외부 수용액에서의 Ca2+ 이온은 콜로이드를

안정화 시켜서 균일한 크기의 입자를 생성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CaCl2의 농도는 2 mg/ml 이상을 유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외부 수용액에서의 속염의 효과를 찰하기 하여

외부 수용액에 CaCl2 신 NaCl사용하여 실험하 다. 

Fig. 3 에서 보듯이 NaCl을 포함하는 외부 수용액에서는

입자가 형성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Ca+ 이온과

Na+ 이온 간의 하량 차이를 그 이유로 볼 수 있다. 1가

염인 NaCl 은 콜로이드 액 의 표면이 양 하를 띄게끔

하는 효과가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

한 가정은 CaCl2를 같은 2가염인 MgCl2로 체한 결과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CaCl2를 신하여

외부 수용액에 MgCl2를 첨가 용해하여 제조한 입자를

보여 다.

Fig. 3. SEM micrographs of PLGA powders prepared 

with NaCl solution in W2 phase (a) W1:O=1:3, 

(b) W1:O=1:5, (c) W1:O=1:10. Detailed 

compositions are shown in Table 1. (C1-C3) 

Fig. 4 에서 보듯이 MgCl2를 외부 수용액에 용해한

경우에도 CaCl2를 사용한 경우와 유사하게 입자가 형성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콜로이드의

표면이 하를 띄게끔 하는 기능은 2가 이상의 염이

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Fig. 4. SEM micrographs of PLGA microspheres prepared

with MgCl2 solution in outer aqueous solution 

(a)W1:O=1:3, (b)W1:O=1:5, (c)W1:O=1:10.  

Detailed compositions are shown in Table 1. 

(D1-D3) 

3.2 BSA 

이 유화법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비하여 입효

율이 매우 낮다는 단 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이는 입자를 형성시키는 각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

기 때문이다. Fig. 5 는 일차 유화액에서 내부 수용액과

고분자 용액 간의 비율이 변화함에 따른 입효율 값의

변화를 나타낸다. Fig. 5 에 따르면 일차 유화액에서 고

분자 용액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입효율은 증가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고분자 용액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차 유화과정이 이루어질 때에 입자의 내, 외부 사이의

격벽을 이루기 한 충분한 PLGA 용액이 공 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Fig. 6 은 외부 수용액 의 CaCl2 함량과 BSA 입

효율과의 계를 나타낸다. 외부 수용액 의 CaCl2 함

량이 증가하면서 입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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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the ratio between inner aqueous 

solution and polymer solution on BSA 

encapsulation efficiency of microcapsule 

particle

이는 외부 수용액 내의 CaCl2 함량이 증가하면서 마

이크로캡슐 표면이 강하게 +로 하 되고 입자간의 충돌

합체가 억제되며 입자는 안정되어 내부수용액이 유출

되는 상이 크게 감소하고 결과 으로 입효율이 증가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입자의 모폴로

지 측면으로 외부 수용액 내의 CaCl2 함량 2 mg/ml 이

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던 앞서의 결

과와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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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CaCl2 concentration on BSA encapsulation

efficiency of microcapsule particle

3.3 in-vitro 방출특  

마이크로캡슐 입자들의 방출 거동을 Fig. 7. 과 같이

나타내었다. 모든 입자들은 제조된 후 단시간 이내에

량의 BSA를 방출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 기방출’ 이라고 불리는 상으로서 친수성 약물

달계에서 일반 으로 일어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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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vitro release behaviors of microcapsule particles

Fig. 7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 실험한 마이크로캡슐

입자들에서도 상당한 만큼의 기방출 상을 보 다. 

본 연구에서 실험한 마이크로캡슐 입자는 한 모두 72

시간 내외의 시간동안 방출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5시간

내외의 방출이 이루어졌던 Zhou[18] 등이 연구결과보다

더 오랜 시간 지속하여 방출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이 유화법을 통하여 친수성 약물

을 내부에 입한 마이크로캡슐 입자의 제조를 수행하

다. 특히 CaCl2 MgCl2 등의 이가성 속염을 이용하

여 이 유화법에서 유화제로 사용하는 PVA를 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한 마이크로캡슐 입자

를 제조할 때에 입자의 직경은 일차 유화액에서의 내부

수용액 비 고분자 용액의 부피 비율 외부 수용액에

서의 CaCl2 농도에 직 인 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

인하 다. 그리고 이들 실험변수는 마이크로캡슐 입자

내의 BSA 입효율에도 역시 일부 향을 미친다는 사

실도 확인하 다. 마이크로캡슐 입자의 in-vitro 방출실

험 결과를 통하여서는 본 연구에서 실험한 마이크로캡슐

입자에서는 다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기방출 상

이 찰되었으며, 더 긴 시간 동안의 약물방출 기간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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