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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olyacrylic acid와 polymethacrylic acid를 N-hydroxysuccinimide에 반응시켜 poly(N-acryloxy- 
succinimide)와 poly(N-methacryk>xysuccinimide)를 합성하고, 이것과 cephradine을 반응시켜 polyacryloyl- 

cephradine과 polymethacryloylcephradine을 합성하였다. 이들 중합체약의 항균성을 2단계 희석법에 의하여 

최소 발육저지 농도로서 조사하였다. Polyacryloylcephradine 중합체에 대한 최소 발육저지 농도는 St여)hyh* 
coccus aureus ATCC 25923, Staphylococcus aureus FDA 209P, Bacillus subtilis ATCC 6633, Bacillus licheni- 
formis ATCC 14580, Escherichia coli BE 1186 및 Salmonella typhimurium TV 119 균주들에 항균성이 

대체적으로 우수하였다. Polymethacryloylcephradine 중합체에 대한 최소 발육저지 농도는 Staphylococcus 
aureus ATCC 25923, Staphylococcus aureus FDA 209P, Bacillus subtilis ATCC 6633, Escherichia coli BE 
1186 및 Salmonella typhimurium TV 119 균주들에 대해서 항균력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e reaction of N-hydroxysuccinimide with polyacrylic acid and polymethacrylic acid 
gave poly(N-acryloxysuccinimide) and poly(N-methacryloxysuccinimide), whose reaction with cephradine 
provided polyacryloylcephradine and polymethacryloylcephradine. The antimicrobial activities of these 
polymeric drug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by the common twofold 
dilution technique. Polyacryloylcephradine revealed excellent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Staphylococcus 
aureus ATCC 25923, Staphylococcus aureus FDA 209P, Bacillus subtilis ATCC 6633, Bacillus licheniformis 
ATCC 14580, Escherichia coli BE 1186 and Salmonella typhimurium TV 119. Polymethacryloylcephradine 
revealed excellent Staphylococcus aureus ATCC 25923, Staphylococcus aureus FDA 209P, Bacillus subtilis 
ATCC 6633, Escherichia coli BE 1186 and Salmonella typhimurium TV 119.

서 론

의약품의 연구개발, 특히 제제개발에 관한 최근의 

연구활동은 필요한 양을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을 감소시키 

고, 약효를 배가시키는 의약품의 투여방법이 최근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은 체내에서 용해, 홉수 전달 과정에서 허용 

농도 이 상 공급됨으로서 오는 부작용은 독성작용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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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발하게 되며 원하는 장소에 전달되지 못하고 

신체 전 부위에 전달되기 때문에 과량의 의약품 

투여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손실 및 부작용은 

막대하다it. 특히 항생제나 항암제는 암세포와 정 

상세포의 선택성이 적으므로 기존의 투여방법을 개 

선하지 않으면 정상세포의 파괴를 가져올 뿐이다.

보통 약이란 저분자 화합물로 되어 있으며 분자 

량은 500 이하인 것이 대부분이고 큰 것은 1,500 
정도인 것도 있다. 고분자에 저분자인 의약을 결합 

하여 만든 고분자 의약은 약효와 지속성의 향상이나 

안정화, 지연성, 의약의 서방성 등을 목표로 한다2. 
이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carrier인 고 

분자가 무독성이고 발암성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 

론이며, 염증이나 알레르기성이 없어야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다. 저분자인 의약품의 경우에는 분자의 

구조나 conformation이 변화할 때 약리활성이 증가 

하거나 반대로 감소하는 현상을 종종 볼 수 있다. 

고분자 의약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項 간단한 비닐 중합체의 약효에 관한 연 

구의 예로 Hodnett。는 acrylic acid과 isobutyl vinyl 
ether의 혼성 중합체가 항종양성을 갖고 있음을 밝 

혔으며, Wang과 Sheetz'는 poly(methacryloyloxy- 
phenoxarsine)을 합성하였는데, 곰팡이, 박테리아 

등에 대한 살균력을 보여주었음은 물론이고 제초제 

로서도 유용한 중합체 임이 별｝중3 졌다. Corn이匸과 Do- 
naruma89^- tropone0]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에 대해서 항균력을 갖고 있는 것을 착안하여 poly 

(2-methacryloxytropone) 을 합성 하여 박테 리 아에 

대해서 항균력을 시험해 보았으나 단위체 약보다 

항균력은 떨어짐을 알았다. Smith와 Marshall*은 

伊락탐계 항생물질만을 사용하여 중합체를 합성하 

였는데, 이들은 박테리아에 대한 항균력 실험에서 

모두 항균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한편 Ascoli 등u 
은 nitrofuran 중합체 약의 본보기인 5-nitro-2-fural- 
dehyde polyacryloylhydrazine을 합성하여 전통의 

nitrofuran 제제인 l-(5-nitro-2-furfurlidineamino) 
hydantoin의 항균력과 지속성을 비교하였는데 항균 

력은 거의 비슷하였고, 쥐의 비뇨기 실험결과에 의 

하면 지속성이 3배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 

실험이 중합체약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출조절성 약제의 개발을 위한 

전단계로 polyacrylic acid와 polymethacrylic acid에 

N-hydroxysuccinimide> 반응시켜 poly(N-acrylox- 
ysuccinimide) 와 poly(N-methacryloxysuccinimide) 
를 합성하였다. 이 화합물을 cephradine의 a 탄소 

위치에 있는 아미노기와 반응시켜 중합체약을 각각 

합성하였다. 또한 각 중합체약에 대해서는 그람 양 

성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25923, Sta

phylococcus aureus FDA 209P, Bacillus subtilis 
ATCC 6633, Bacillus licheniformis ATCC 14580), 
그람 음성 균 3종(EscheEchiQ coli BE 1186, Salmo

nella typhimurium TV 119, Alcaligenes faecalis) 및 

진균 '종(Gzndia albicans ATCC 10231) 에 대하여 

항균력을 검토하였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에 사용한 시약 중 polyacrylic acid(Mw 
20,000), polymethacrylic acid(Mw 15,000), N,Nf- 

dicyclohexylcarbodiimide 및 N-hydroxysuccini- 
mide은 Polyscience Ins. 특급시약을 그대로 사용 

하였으며, cephradine은 Sigma Chem. Co. 제품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triethylamine, dimethylforma

mide, ethylacetate 등의 유기용매는 Tokyo Kasei 
Chem. Co. 혹은 Aldrich Chem. Co. 제품을 일반 

정제법 12에 의해 재증류하여 사용하였다. 합성한 화 

합물을 확인하는데 사용한 기기는 FT-IR spectro
photometer (Bruker IFS 66), FT-NMR spectrome- 
ter(Bruker AC-F 300 MHz) 및 DSC(Metter TA- 
3000) 를 사용하였다

Poiy(N-acryloxysuccinimide)2} poly(N-methacry- 
loxysuccinimide>의 합성. Polyacrylic acid오} poly
methacrylic acid를 N-hydroxysuccinimide로 에스 

테르화시키는 반응은 P. Ferruti 등】，과 동일한 방 

법으로 합성하였다. '

Poly(N-acryloxysuccinimide)2|- cephradineB| 중 

합체 약 합성. Dimethylformamide 20 m/에 trieth- 
ylamime L40 血(13.84 mmol) 을 혼합한 후 cephra- 
dine 4.06 g( 11.62 mmol) 을 가하여 실온에 서 용해 

시켰다. Poly(N-acryloxysuccinimide) 1.96 g(11.59 

mm이)을 dimethylformamide 10 m/에 녹여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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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에 syringe를 사용하여 30분간 서서히 적하시 

켰다. 적하가 끝난 후 실온에서 4시간 교반하고 1일 

동안 냉암소(一5t：)에 방치하였다. 이 반응액에 eth
ylacetate 20 m/ 및 증류수 50 m/를 가하고 1시간 

교반시킨 후 수층을 취하여 d-HCl로 pH 5.5가 되게 

조절하여 결정을 석출시켜 여취하여 증류수로 충분 

히 씻어 실온에서 하룻밤 동안 건조시켰다. 이 생 

성물을 acetone으로 재결정하여 60◎에서 진공오븐 

과 P2O5를 사용하여 2일 동안 감압 건조시켜 유백색 

고체인 polyacryloylcephradin 4.15 g(수득률 68.94 
%)를 얻었으며, mp.는 105°(dec)였다

IR(KBr) : v(cm',) = 3339. 1522(N-H), 3032 
(aromatic C-H), 2938(aliphatic C-H), 1775(j3-lac- 
tam C = 0), 1736CCOOH), 1657(CONH), 1522(N- 
H bending), 1429(aromatic C = C) ； 'H-NMR 
(DMSO-d6) : 8(ppm) = 9.38(d, 1H, CONH), 8.57 
(m, 1H, q-CHNH1), 5.86(s, 1H, q-CHNH+). 5.61 

~5.68(m, 4H, 2' & 5'-CH2), 5.06(d, 1H, 6-H), 4.65 
(s, 1H, 6'-CH), 4.40(s, 2H, 3'4'-CH), 3.41-3.59 
(q(AB>, 7=18 Hz, 2H, 2-CH2), 2.20(brs, 1H, -CH2- 

CH-). 2.01(s, 3H, 3-CH3), 1.34~1.15(brs, 2H, 
-CHAH-).

Poly(N-methacryloxysuccinimide) 와 cephradine 
의 합성. Dimethylformamide 10 m/에 triethyla
mine 1.21 m/(l丄96 mmol) 를 혼합한 후 cephradine 
3.49g(9.99mmol)을 가하여 실온에서 용해시켰다. 

Poly(N-methacryloxysuccinimide) 1.83 g( 10.01 
mmol)을 dimethylformamide 5 nV에 녹여 위의 용 

액에 syringe를 사용하여 30분간 서서히 적하시켰다. 

적하가 끝난 후 실온에서 6시간 교반하고 1일 동안 

냉암소(一5企) 에 방치하였다. 이 반응에 ethylace

tate 14 m/ 및 증류수 40 m/를 가하고 90분간 교반 

시킨 후 수층을 취하여 d-HCl로 pH5.5가 되게 조 

절하여 결정을 석출시켜 여취하여 증류수로 충분히 

씻어 실온에서 하룻밤 동안 건조시켰다. 이 생성물을 

acetone으로 재결정하여 60°C에서 진공오븐과 P2O5 

를 사용하여 2일 동안 감압 건조시켜 유백색 고체인 

polymethacryloylcephradine 4.18 g(수득률 78.57%) 
를 얻었으며, mp.는 120°(dec)였다.

IR(KBr) : v(cm'1)=3409, 1498(N-H), 3032 
(aromatic C-H), 2937(aliphatic C-H), 1775(^-lac

tam C=0), 1739(COOH), 1660( CONH), 1498(N- 
H bending), 1433(aromatic C=C) ; 'H-NMR 
(DMSOd) ：8(ppm)=9.38(d, 1H, CONH). 8.52 
(m, 1H, q-CHNH+), 5.86(s, 1H, q-CHNH+). 5.61 
~5.68(m, 4H, 2' & S-CH) 5.07(d, 1H, 6-H), 4.62 
(s, 1H, 6'-H), 4.40(s, 2H, 3'4'-CH), 3.41-3.53 
(q(AB), 7=18 Hz, 2H, 2-CH2), 2.04(s, 3H, 3-CH3), 
1.24(brs, 2H, -CH3-CH2-, 1.02~0.89(brs, 3H, -CH3- 
CH2-).

항균성 시험. 전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합 성. 각 단계별 합성경로는 Scheme 1에 나 

타내었다. Polyacrylic acid와 polymetacrylic acid의 

chlorination은 thionyl chloride를 사용하여 시도하 

였으나, polyacryloylchloride와 polymethacryloylch- 

loride은 매우 수분에 민감하고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Cephradine는 a 탄소 위치에 아미노기를, 

그리고 3위치에 카르복실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반응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작용기를 보호해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미노기와 poly(N-acrylox- 
ysuccinimide) 과 poly(N-methacryloxysuccinimide) 
을 반응시켜서 생성물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cephradine의 카르복실기를 triethylamine과 먼저 

반응시켜 염을 만든 후 원하는 반응을 시도하여 

68.94%와 78.57%의 수득률을 얻었고, 중합체약의 

최종 생성물은 pH 5.5-6 사이에서 안정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반응시켰다.

Polyacryloylcephradine 중합체약에 대한 IR 스 

펙트라에서 缶 락탐 고리의 카르보닐기는 日-락탐 구 

조의 독특한 특징인데, 이 카르보닐기의 흡수띠는 

보통 ester나 amide보다 높은 영역 인 1775 血一'에 서 

신축 진동에 의한 흡수띠가 관찰되었고, 1736cm-1 
과 1657cmT에서 각각 COOH와 CONH의 카르보 

닐기의 신축진동에 의한 흡수띠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1770-1730 cm"1 부근에서 C = 0 곁가지를 

가지는 카르보닐기의 신축 진동에 의한 특성 흡수 

띠를 확인할 수 있었다. Polymethacryloylcephra
dine 중합체약에 대한 IR 스펙트라에서 8-락탐 고 

리의 카르보닐기는 신축진동에 의한 흡수띠가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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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
--- (- CHz-C-}-rr

=0

d-HCl.pH 5.5
3 ----------------------------

R.T.

a) R 가I

b) R= 아、

Scheme 1

Table 1. MICs (jig/m/) of synthetic compound and commercial antibiotics against representative microgani- 
sms

Sample
Strains

Ceftizoxime Cephradine PAC” PMAC"

Escherichia coll BE 1186( —), 0.1& 1.28 40 40
Salmonella typhimurium TV 119( — ) 0.08< 20 20 40
Alcaligenes faecalisi —) 2.56 40 >80 >80
Staphylococcus aureus ATCC 25923( + )" 2.56 2.56 40 80
Staphylococcus aureus FDA 209P( +) 2.56 10 40 40
Bacillus subtilis ATCC 6633( +) 0.16 0.32 40 40
Bacillus licheniformis ATCC 14580( +) 40 0.64 80 >80
Candia albicans ATCC 10231 >80 >80 >80 >80

^Polyacryloylcephradine, Tolymethacryloylcephradine, 'Gram negative, "Gram positive, 'MIC(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卩g/m/.

cn「'에서 확인되었고, 1739cn「'과 1660cn「'에서 

각각 COOH와 CONH의 카르보닐기의 신축진동에 

의한 흡수띠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1773-1730 
cm^1 부근에서 C = O 곁가지를 가지는 카르보닐기 

의 신축진동에 의한 특성 흡수띠를 볼 수 있었다. 

】H-NMR spectra에서락탐계 항생제들은 유황과 

질소가 결합된 C-6(cephem) 위치의 수소는 C-7 
(cephem) 위치의 수소들과 -NH-와 함께 구조의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는데, 중합체약에 대한 C-6 
위치의 수소는 5.06ppm에서 관찰되었고 C-7 위치의 

수소들은 5.86ppm에서 관찰되었다. 그리고 cephra- 
dine의 a 탄소 위치에 있는 -NFh가 -NH로 8.57 ppm 
부근에서 proton 1개의 특성 peak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중합체약이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술한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polyacryloyl 과 poly
methacryloyl 유도체의 a 탄소 위치에 있는 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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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peptide 합성반응에 널리 응용이 기대된다.

항균성. 중합체약들의 항균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람 양성균 4종, 그람 음성균 3종 및 진균 1종에 

대한 MIC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성한 중합체약을 

대조물질로 사용한 cephalosporin^] 화합물인 ceph- 

radine과 ceftizoxime에 비교하여 항균력은 일반적 

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Polyacryloylcephradine 중 

합체 약에 대한 MIC는 그람 양성균인 Staphylococcus 
aureus ATCC 25923, Straphylococcus aureus FDA 
209P, Bacillus subtilis ATCC 6633 및 Bacillus li- 

cheniformis ATCC 14580에 대해서는 각각 40, 40, 
40 및 80 卩g/m/인 것으로 보아 항균력 이 대 체 적으로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람 음성균인 Escherichia 

colt BE 1186고+ Salmonella typhimurium TV 119에 

대해서는 각각 40 및 20卩g/mZ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ephalosporin계의 항생제가 그람 양성균에 

비하여 그람 음성균에 대한 항균력이 떨어지는 양 

상과 일치하였다. Polymethacryloylcephradine 중합 

체약에 대한 MIC는 그람 양성균인 Staphylococcus 
aureus ATCC 25923, Staphylococcus aureus FDA 
209P, Bacillus subtilis ATCC 6633에 대해서는 80, 

40 및 40 昭/m/로 나타났으나, 그외의 균에는 항균 

력을 보이지 못했다. 그람 음성균인 Escherichia coli 
BE 1186과 Salmonella typhimurium TV 119에 대 

해서는 각각 40 및 20pg/mZ로 항균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cephalosp이rin계의 항생제가 진균류에 대해서 

항균력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합성한 중합체약들도 

진균인 Candia albicans ATCC 10231에 대해서는 

항균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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