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1996, Vol. 40, No. 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가교키토산 매트릭스를 통한 Silver Sulfadiazine의 투과

羅在雲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1996. 3. 25 접수)

Permeability of Silver S미fadiazine through Crosslinked Chitosan Matrices

Jae Woon Nah
Department of Polymer Science and Engineering, Sunchon Natl Univ., Sunchon 540-742, Korea 

(Received March 25, 1996)

요 약. Chitin을 epichlorohydrin과 반응시켜 가교 chitin을 합성하고, C2 위치의 아세트아미드기를 탈 

아세틸화하여 가교 chitosan을 얻었다. 가교 chitosan을 증류수에 팽윤시킨 다음 글리세린과 silver sulfadia
zine^ 가하여 고분자 matrix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matrix로부터 in 勿所에서의 약물 방출 pattern을 

고찰하기 위해 pH 7.4 인산염 완충용액 중에서 약물의 함유량, 글리세린의 농도 변화 및 matrix 두께변화에 

미치는 인자들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였다. 고분자 matrix내의 약물의 함유량과 matrix의 두께가 증가할 수록 

약물 방출 지속 시간은 지연되었다. 그러나 글리세린의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약물 방출 지속 시간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약물의 함유량과 글리세린의 함유량이 증가할 수록 겉보기 방출속도상수㈤ 값도 중가하 

였으나, matrix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겉보기 방출속도상수(K) 값이 일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가교 사iito- 

san은 약품의 방출 조절형 제제로서 사용 가능성을 나타냈으며, 약물로 사용된 silver sulfadiazine의 방출 

거동은 Higuchi model에 따른 확산으로 생각되었다.

ABSTRACT. Crosslinked chitosan was prepared from 아litin after reaction with epichlorohydrin foil- 
wed by deacetylation at C2-position. Epidermal releasing polymeric matrix was prepared after swelling 
crosslinked chitosan with distilled water and adding silver sulfadiazine and glycerine as a plasticiser. 
The release behavior of silver sulfadiazine from polymeric matrix was studied in pH 7.4 phosphate buffer 
s이ution by varing the drug content, glycerine concentration, and the thickness of the matrix. The drug 
release time was delayed by increasing the content of silver sulfadiazine and the thickness of the matrix, 
whereas decreased as glycerine concentration increased. The apparent constant(X) of release rate was 
independent upon the matrix thickness, but was proportional to the content of drug or glycerine of crossli
nked chitosan matrix.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chitosan matrix showed some potential as a drug 
delivery system for transdermal therapeutic application.

서 론

1811 년 프랑스의 Braconot1 학자에 의해 발견된 

사)itin은 해양 무척추동물 특히 새우나 게와 같은 

갑각류, 연체동물인 갑 오징어의 뼈(cuttlefish), 거미, 

그리고 육지에서 서식하는 곤충류둥의 겉 껍질 성 

분으로서 자연계에 cellulose 다음으로 많이 존재하 

고 있다. 1850년에 Rouget?에 의해 보고된 chitosan 

[poly p-(l->4)-2-amino-2-deoxy-D-glucan]^r 
chitinEpoly p-(l->4)-2~acetamide-2-deoxy-D-glu- 
can]의 C2 위치에 있는 아세트아미드기중에 아세틸 

기를 제거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천연 polysaccha- 
ride이며, 모든 성질이 산｝itin과는 다르다. Chitin은 

구조적으로 c이lulose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c이kilose의 glucopyranose C2 위치의 히드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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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N-아세트아미드기로 치환되어 있다.3 Chi

tin 과 chitosan은 무독성, 무공해성, biodegradability 
및 biocompatibility가 좋기 때문에 약물 전달체, 혈액 

응고 방지제 및 식품 첨가제 등으로서의 웅용물질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FT 특히 약물 방출 

특성에 대한 연구로서는 Miyazaki 둥"은 건조된 

chitosan gel에 indomethacin 및 papaverine hydro- 
chloride를 분산시켜 chitosan 과립을 조제하여 방출 

지속성 제제를 합성하였으며, Sawayanagi 등은 

약물을 tablet로 만들 때 chitosan이 mannitol, lac
tose 또는 potato starch와 혼합하여 부형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Yoshikawa 등祀은 chitosan 
막이 적당한 투과성과 높은 장력이 있으므로 인공 

신장막으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보다 우 

수한 경피흡수제형을 개발할 목적으로 이미 저자 등 

"은 chitosan을 이용한 고분자 matrix를 제조하여 

약물이 방출 지연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 바 있다.

Chitin 과 chitosan은 인공피부의 재료와 제산 효 

과나 궤양 치료 효과가 있으며,I"" silver sulfadia- 

zine은 화상에 서 가장 문제 가 되는 Pseudomonas ae~ 
rxginosa/?n시to洒lia에 강력한 살균력을 발휘할 뿐 

만 아니라 장기간 사용시에도 내성이 생기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광범위한 pH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교 chitosan 고분자 매트릭스를 제조할 

목적으로 생물계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chitin을 epi- 
chlorohydrin으로 반응시켜 가교 chitin을 합성하고, 

C2 위치의 아세트아미드기를 탈아세틸화하여 가교 

사litosan을 얻었다. 이로부터 약물 방출 지연성의 

증가를 시도하고저, 가교 chitosan을 증류수에 팽윤 

시킨 다음 글리세린과 silver sulfadiazine을 가하여 

고분자 matrix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mat- 
rix로부터 in 赧m에서의 약물 방출 pattern을 고찰 

하기 위해 pH7.4 인산염 완충용액 중에서 약물의 

함유량, 글리세린의 농도 변화 및 matrix 두께 변화에 

미치는 인자들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였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Chitin은 수산계 폐기물인 게껍질 

로부터 단리하여 사용하였고, hydrogen peroxide와 

epichlorohydrin은 Aldrich Chemical Co. 의 GR급 

제품을, sodium phosphate dibasic 12 hydrate와 so

dium phosphate monobasic dihydrate는 Junsei 
Chemical Co.의 1 급 시약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 

리고 silver sulfadiazine은 Polysciences Inc. 제품 

이며, 기타의 시약들은 GR급 또는 1급을 사용하였다.

기기는 chitin, 가교 가litin 및 가교 chitosan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FT-IR spectrophotometer 

(Bruker, IFS 66)를, 가교도 및 탈아세틸화도는 이e- 
mental analysis(Carlo-Erbat Mod. 1108)를 사용하 

였다. 그리고 electronicstirrer(Heidoiph, RZR 2000), 
diffusion cell (Sibata Mod. 6031-02), UV spectro- 

photometer(Hita산】i, Mod. 210A), millipore filter 
(Fisher, pore size 0.2 pm) 등을 약물 방출 특성 

실험에 사용하였다.

가교 chitosan의 합성. Chitin의 분리정제는 이미 

알려진 방법或9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Fig. 1). 게껍질에는 사litin외에 단백질, 탄산칼수 

색소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화학적 처리 방법에 따라 

게껍질을 수집하여 실온에서 2N-HC1 수용액에 12 
시간 동안 침적시켜 CaCS을 용출시키고 믹서로 

분쇄하였다, 이것을 2N-HC1 수용액 중에서 24시간 

동안 실온에서 처리하고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한 

후에 4%-NaOH 수용액으로 15이하에서 탈아세 

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24시간 동안 처리하여 단 

백질을.분해 제거하고 증류수로 충분히 씻었다. 이 

와 같은 산처리와 알칼리처리를 3회 반복한 후 3%-

Fig. 1. Steps in the processing of crosslinked chito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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足。2와 1N-HC1 수용액으로 실온에서 6시간 동안 

잔존하고 있는 색소를 산화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알 

칼리처리를 한 후에 증류수로 씻고 건조하여 순백 

색의 chitin chip을 얻었다. 이것을 볼밀로 분쇄하여 

120 mesh의 chitin 분말을 증류수, 에탄올 및 에테 

르의 순으로 씻어 701 에서 진공 건조시켜 얻은 chi

tin 분말시료 50 g에 7N-NaOH 수용액 300 mL를 

가하고 저온 항온조내에서 5t 이하로 유지하면서 

24시간 동안 일정속도로 교반한 후 epichlorohydrin 

9.63 mL를 가하고 같은 조건에서 48시간 동안 가교 

반응을 행하였다. 반응 생성물은 증류수와 에탄올로 

씻어서 알칼리와 미반응의 epichlorohydrin을 제거 

하고, O.lN-NaOH 수용액으로 3회 교대로 반복처리 

하여 증류수, 에탄올 및 에테르의 순으로 씻은 후에 

70 °C 에서 진공 건조시켜 가교 chitin(이하 c. chitin 

으로 칭함)을 제조하였다. Chitin의 가교상태는 가교 

반응물중의 일부를 47%-NaOH 수용액중에서 150 
M로 2시간 동안 가열하여 탈아세틸화한 시료의 10 
%-초산 수용액에 대한 용해성을 조사하여 검토하 

였다.

위와 같은 가교상태 시험에서 불용성인 c. chitin 
분말시료 20 g에 47%-NaOH 수용액 200 mL를 가 

하고 일정속도로 교반하면서 llOt:에서 1시간 동 

안 탈아세틸화 반응을 행하고 생성물을 증류수로 

씻은 후, 탈아세 틸화 반응을 4회 반복하여 가교 chi- 
tosan(이하 c. chitosan으로 칭 함)을 제조하였다. 반응 

후에 생성물을 증류수로 충분히 씻고 0.1N-HC1 과 

O.lN-NaOH 수용액으로 3회 교대로 반복처리한 후 

에 증류수, 에탄올 및 무수 에테르의 순으로 씻어서 

7(广C에서 진공 건조(4 mmHg)시켜 c. chitosan을 얻 

었다.

구조분석. Chitin은 무수 포름산에 0.7%로 용해 

하여 얇은 필름으로 만든 다음 필름 내부에 잔존하는 

포름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O.lN-NaOH 수용액에 6 
시간 동안 담구었다가 중류수에 8일간 방치한 후 

건조시 켜 IR 스펙트럼으로, c. chitin과 c. chitosan은 

KBr법으로 분석하였다.

가교도 및 탈아세틸화도 결정. C. chitin과 c. chi- 
tosan 의 가교도 및 탈아세틸화도는 野口 등卽의 방 

법으로 원소분석기를 사용하여 C, H, N 원소의 함 

량을 조사하고 Kjeldahl 법에 의하여 질소분석치로 

추정한 분자식으로부터 결정하였다.

고유점도 및 분자량 측정. Chitin의 점도 평균 

분자량은 Mark-Houwink-Sakurada”식으로부터 구 

할 수 있으며, Terbojevich 등22은 5%-LiCl/N,N-di- 

methylacetamide 용액을 chitin의 용매로 사용하여 

다음의 (1)식을 제안하였다.

Eq］ = 2.4X10-3 MVM9 (1)

여기서 ［们는 고유점도, 同는 점도 평균 분자량을 

나타내며 점도는 25t에서 Cannon-Fenske형 모세 

관점도계(Kimax No. 100)를 사용하여 상대점도(») 

를 측정하였다. 상대점도와 농도와의 관계로부터 환 

원점도를 구하고 다음의 Huggins 식 (2)에 의 

하여 농도 0으로 외삽하여 고유점도를 구하였다.2。

*松=［讪+硏布气； (2)

여기서 切는 Huggins 상수이며 C는 용질의 중량 

농도(g/dL) 이다.

팽윤도 측정. 건조된 일정무게(Xi)의 c. chito- 
san를 37.01 의 증류수에 48시간 동안 침적시키고 

난뒤 실온에서 glass filter(G-4)와 aspirator를 사용 

하여 동일한 시 간동안 함께 감압건조하여 무게(XQ를 

측정하고 그 무게로부터 다음 식 (3)에 의하여 팽윤비 

(%)를 구하였다.

V _ V
팽 윤비 (%) = 2 1 X100 (3)

Xi

고분자 matrix의 제조. 고분자 matrix는 Fig.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Gidwani23와 Keith 등24의 방법을 

주로 참고하여 제조하였으며, 고분자 matrix의 제조 

에 사용된 고분자 용액의 조성은 7况说1에 표시한 

것과 같다. C. chitosan을 증류수에 팽윤시킨 다음 

글리세린을 가하여 교반하고 물중탕에서 서서히 가 

열하여 70에 이르러 2시간 동안 유지시킨다. 그 

다음 온도를 낮추면서 이 고분자 용액에 silver sulfa

diazine!- 가하여 50M에서 30분 동안 교반시켜 dif
fusion cell에 성형하여 一lOt：에서 1시간 냉동시킨 

후 상온에서 12시간 동안 방치시켜 제조하였다. 이때 

노출된 matrix의 면적은 9.26cnf이었다. 이것을 48 
시간 동안 실온에서 감압 건조(4mmHg)시킨 후 사 

용하기 전까지 P2O5가 들어있는 데시케이터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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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완성된 고분자 matrix의 두께는 중앙부분을 

digimatic micrometer•로 측정하여 두께편차가 5% 
이하인 matrix를 약물 방출 실험에 사용하였다.

ADDED C.CHITOSAN IN DISTILLED »ATEr|

------- ； I AGITATE I 1 
swelling}—* 1 1_r--- 1 ：---- 1------ <

「ADDED SILVER SULFADIAZINE |"- 一一「一

I AGITATE AT 50X： |------------ 1
I — . 丨「CASTING TO DIFFUSION CEL「| | 60아a, "

I FREEZE AT -IPX：. THEN *25X： |

I DRYING I------  48h. under reduced
1-- -r—-- 1 pressure

I POLYMERICMATRIX I

------- 1 .------- 1---- ;—I i 300rpa, lh.I ADDED GLYCERINE | !----------- 1
I 1

I AGITATE AT 7。" 
----1 polyner solution \

약물 방출 속도 측정. 제조된 고분자 matrix로 

부터의 약물방출 속도는 Fig. 3의 장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용기에 pH 7.4 인산염 완 

충용액 1000 mL를 사용하여 미 리 온도를 37.0± 0.5 

°C로 조절한 다음 matrix면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용기 밑바닥에 잠기게 하였다. 교반 속도를 100 
rpm으로 회전시키면서 일정한 시간마다 방출액 5 

mL을 취하고 즉시 동량의 인산염 완충용액을 보중 

하여 전체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채취된 

시료는 millipore filter를 통과시킨 후 UV spectro- 
photometer를 이용하여 파장 273 nm의 홉수극대파 

장에서 인산염 완충용액을 대조로 하여 그 홉광도를 

측정하여 미리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방출된 약물 

을 정량하였다. 방출량은 3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여 

얻은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약물의 방출조절 메카니즘. 고분자 matrix로부터 

약물의 방출에 대한 일반적인 모델은 확산이 matrix
Fig. 2. Preparation of polymeric matrix.

Table 1. Composition of polymeric matrix forming s이ution(wt%)

Type
Crosslinked 

chitosan
Silver 

sulfadiazine
Glycerine

Distilled 
water

Matrix 
thickness(mm)

o
 o
 o
 

1
丄 1
 1
 

@
 ®
 ©

A
 

B
 

C

40 45 4.48士 0.02
40 40 4.48士 0.01
40 30 4.48± 0.02

20 60 4.48 ± 0.02
40 40 4.48± 0.01
60 20 4.48± 0.02

o
 o
 o

IX 1
 1

©
 @
 ®

40 40 4.48± 0.01
40 40 2.24± 0.02
40 40 1.31±0.01

o
 o
 o
 

1± 1X 1
丄 

®

®

①

ELECTRONIC 
STIRRER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apparatus for determining relea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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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통해 일어날 때 만들어 진 것으로 matrix 경 계층 

모델은 Higuchi2&26에 의해 소개되었다. Higuchi의 

확산식은 여러 matrix system으로부터의 약물방출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2"29

고분자 matrix로부터의 약물 방출 속도는 식 (3)과 

같이 Higuchi의 확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Q^{D(2A-Cs)Cst\1/2 (3)

Q는 t시간 후에 고분자 matrix 단위 표면적당 

방출된 약물의 량(mg/cnF), Z)는 고분자 matrix에 서 

약물의 확산계수(cm〃sec), A는 고분자 matrix의 단 

의 용적에 존재하는 약물의 랴(mg/cm，Q는 고분자 

matrix에 대한 약물의 용해도(mg/cn?)이다.

한편 약물의 aqueous pore를 갖은 고분자 mat- 
rix로부터의 약물 방출은 다음과 같은 식 (4)으로 

표시된다.

Q-(Z>(e/r)(2A-Cs)CsZ}1/2 (4)

£는 고분자 matrix의 다공도(porosity), 기는 고분자 

matrix의 곡로율(tortuosity) 이다. 식 (3)과 식 (4)를 

변형하면 약물 방출이 시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식 

(5)이 얻어진다.

Q=K・t 业 (5)

여기에서 K는 겉보기 방출속도상수(apparent re
lease rate constant)라 불리우는데 식 (3)에 대해서는 

K={Q(2A —G)Cs}披이 되고 식 ⑷에 대해서는K= 
{割眩)(24 — G)Cs} 刑로 표시된다. 따라서 상기 식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분자 matrix로부터의 Q와 

간에는 직선관계가 성립되며 그 기울기 값으로부 

터 겉보기 방출속도상수(K)를 구할 수 있다.

결과 및 고찰

가교 아litosan의 구조확인. Chitin과 chitosan은 

그 자체가 우수한 천연고분자이지만, 사}itosari은 pH 

5 이하의 산성수용액에서는 용해하여 사용에 부적 

합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안정한 c. chitosan 고분 

자를 제조하였다. C. chitosan은 수산계 폐기자원인 

게컵질로부터 순백색의 chitin chip을 얻었고, 이를 

120 mesh로 분쇄한 분말 chitin을 epichlorohydrin

Fig. 4. FT-IR spectra of (A) chitosan, (B) crosslinked 
chitin, and (C) crosslinked chitosan.

으로 처리하여 3차원 망상구조의 c. chitin을 합성 

하고, 이것을 탈아세틸화하여 c. chitosan을 얻었다. 

이들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F讶.4에 chitin, c. 
chitin 및 c. chitosan의 IR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Chitin의 경우 3450cm 】와 3250cm1 부근에서 

0H와 NH 결합 신축진동에 의한 홉수 peak가, 2950 
cm"1 부근에서는 CH2의 신축진동에 기인되는 흡수 

peak가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N-acetyl기에 귀속 

되는 흡수 peak가 1650 cm1 부근에서, N-H 굽힘 

진동에 의한 흡수 peak와 C-N 신축진동에 의한 흡수 

peak가 1550cm7와 1310cmT에서 각각 관측되었 

다. Epichlorohydrin으로 가교된 c. chitin 의 IR 스 

펙트럼은 chitin의 경우와 큰 차이는 없었으나, 2889 
cm 1에서의 CH2 신축진동에 기인되는 홉수가 더 

강하고, 1024cm 】에서의 1차 0H기에 귀속되는 흡 

수가 조금 약하게 관측되었다. C. chitosan의 경우는 

3250cm-】에서 N-H 결합 신축진동에 의한 특성 

흡수 peak가 c. 아litin 보다 매우 약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C=0와 N-H 결합 사이에 작용하는 수소 

결합력이 c. 사litin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650cmT에서 N-acetyl기의 C = O 신축진동에 

귀속되는 흡수 peak가 약화되었고, 1550cmT의 

amide II 흡수 peak만 남아 있었다. 이 흡수 peak는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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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Degree Degree

Table 2. Presumed molecular formula and elemental analysis of crosslinked chitin and crosslinked chitosan

Formula C 
(%)

H 
(%)

N 
(%) C/N

N“ 
(%)

of 
deace
tylation

of 
cross

linking6

of 
swelling 

(%)

Chitosan' [(C8H13()5N)0.16(C6H11O4N)O.84 丄 Calc'd
Found

45.22
45.14

6.80
6.76

8.35
8.40

5.416
5.374 8.358

0.84 一 35.7

C.chitin [(CsH 13OfiN)0.616(C6Hi2O5N)0.384
((%氏0)0.161 丄

Calc'd
Found

45.65
45.63

6.74
6.74

6.90
6.90

6.616
6.613 6.908

— 0.161 —

C.chitosan [(CgH 13。5^0.2&4(。6卜11 i()4N)0.426(C8H 12
。5^0.116(。詛10()4卜()0.174(。3氏0)0.161 丄

Calc'd
Found

46.76
46.77

6.72
6.72

7.49
7.50

6.243
6.236 7.508

0.60 — 15.9

^Determined by Kjeldahl method, ^Epichlorohydrin units per N-acetylglucosamine residue, fThe values in the 
parentheses are chitosan matrix; reference 14

N-H 굽힘의 흡수 peak이며 c. chitin의 경우에는 

1310cmT에서 amide III 흡수 peak가 나타났지만 

c. chitosan의 경우는 매우 약하게 축소되었기에 단지 

CH2 waggingofl 의한 흡수 peak라고 생각된다.

Chitin과 epichlorohydrin의 가교반응은 chitin의 

NH기에는 CH3CO기가 결합되어 보호기로 작용하고 

pyranose ring의 Ce 위치의 OH기가 C3 위치의 

OH기보다 반응성이 크므로, C6 위치의 OH기 중의 

일부가 가교반응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野口 

등河은 chitin과 동중량의 epichlorohydrin을 반응시 

킨 후 탈아세틸화하여 제조한 c. chitosan의 glucosa

mine 잔기 100개당 35개의 epichlorohydrin 분자가 

결합된 구조임을 원소분석치로부터 추정하였다. 본 

실험의 가교반응조건으로 합성된 c. chitin의 원소 

분석치로부터 추정된 가교도는 0.161 이었다. 전보”의 

비가교 chitosan의 탈아세틸화도와 팽윤도는 각각 

84.0%, 35.7%였으나, c. chitosan는 가교효과 등의 

요인 때문에 탈아세틸화도와 팽윤도가 낮아 각각 

60.0%, 15.9%이었다0、沥/e 2). 그리고 chitin의 고유 

점되们은 16.37 dL/g, 평균분자량街，，)은 약 3.6X 

IO'이었다.

약물 방출 튝성. Fig. 5은 약물을 각각 5wt%, 10 
wt% 및 20wt%로 변화시켰을 때의 누적 방출량(Q) 
을 시간에 대해 plot한 것이며, Fig. 6은 이를 다시 

시간의 제곱근에 대해, 즉 Higuchi model에 따라 

plot한 것이다. Fig. 5와 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약물의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약물 방출지속 시간이 각각 

17.0일, 18.2 일 및 19.0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
0
魚z2

x)o 

-
Q

S
E

으

一
 
브
E
 Jo 

Q
u
n
o
m
v

Fig. 5. Amount of drug release versus time for cross
linked chitosan contain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silver sulfadiazine: [@ 5 wt%, ® 10 wt%, © 20 
wt%l

silver sulfadiazine의 함유량을 5wt%로 변화시켰을 

때 누적 방출량(Q)은 37.5 mg/cm% 10wt% 일 때 46.0 
mg/cm2, 20wt% 일 때 60.0 mg/cnf 로서 T沥/e 1의 

formula A로 제조된 고분자 matrix의 종류에 따라 

약물 방출 지속 시 간이 지연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type matrix(f1/2 = 4.123) < ® type matrix。"』 

4.266X© type matrix(Z1/2=4.359)(Z1/2=4.359), Fig. 
6의 그래프에 서 시 간의 제곱근伊勺에 대한 약물 누적 

방출량(Q)의 증가가 양호한 직선성을 나타내는 것은 

고분자 matrix로부터의 약물방출이 controlled re- 
lease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제조된 고분자 ma- 
trix내에서의 약물 방출 pattern은 Higuchi식에 잘 

부합됨을 알 수 있었다.

글리세린의 농도를 5wt%에서부터 시작하여 20 
wt%, 40 wt% 및 60wt%으로 변화시 켜 고분자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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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ae(days)
Fig. 6. Amount of drug release versus square root 
time for crosslinked chitosan containing different con
centrations of silver sulfadiazine: [@ 5 wt%, ® 10 
wt%, © 2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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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mount of drug release versus time for cross
linked chitosan contain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glycerine: 20 wt%, @ 40 wt%, © 60 wt%].

rix를 제조하였다. 그러나 10 wt% 이하의 글리세린이 

들어갔을 때에는 matrix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약 

물 방출 실험은 formula B와 같은 조성에서 시행 

하였다. Fig. 7은 글리세 린의 함유량을 변화시 켰을 때 

고분자 matrix로부터의 약물 방출 거동을 누적 방 

출량(Q)대 시간에 대해 plot한 것이며 Fig. 8은 이를 

다시 시간의 제곱근에 대해, 즉 Higuchi model에 

따라 plot한 것이다. Fig.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글리세린의 함유량이 20, 40, 60wt%로 증가함에 

따라 직선적 약물 방출 지속 시간에 있어서 각각24.0 

일, 18.2일 및 13.5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누적 방 

출량(Q)에 있어서는 글리세린의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42.0 mg/cm2, 46.0 mg/cm2 및 50.7 mg/cn仁로 

증가하였다. 글리세린의 농도를 변화시켜 제조된 

matrix의 종류에 따라 약물 방출 지속 시간이 감소

/ Tine(days)
Fig. 8. Amount of drug release versus square root 
time for crosslinked chitosan containing different con
centrations of glycerine: 20 wt%, © 40 wt%,①
60 wt%)].

되어지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type matrix。"2= 

4.899) >@ type matrix(Z1/2 = 4.266) >® type matrix 
(尹2=3.674). 이러한 현상은 고분자 matrix내에서 

글리세린이 lubricant剛로 작용하여 matrix내의 고 

분자 chain이 유연하게 되어 약물이 용이하게 통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방출속도에 미치는 matrix 두께의 영향을 고찰하 

기 위 해 silver sulfadiazine과 c. chitosan의 함유량을 

각각 10wt%로, 증류수와 글리세린의 함유량을 각각 

40wt%로 동일하게 하고, matrix의 두께를 각각 1.31 
mm, 2.24 mm 및 4.48 mm로 변화시 켰을 때 약물 

방출 거동은 약물의 방출 조절 메카니즘에서 (3)식과 

(4)식을 간략화한 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matrix 두께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matrix 두 

께는 약물 방출 기간을 결정하므로 누적 방출량(Q) 
대 시간의 제곱근(Q2)에 대하여 尸讶. 9에 plot하였다. 

그 결과 고분자 matrix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 

7.0일, 12.0일 및 18.2일로 약물 방출 지속 시간이 

길어져 조절 방출형에서 요구되는 pattern을 나타 

내었다.

고분자 matrix내에서 약물의 함유량, 글리세린의 

함유량 및 matrix의 두께를 변화시켰을 때 겉보기 

방출속도상수(K)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약물 

의 누적 방출량®) 대 시간의 제곱근(火2)에 대한 

그래프의 기울기로부터 겉보기 방출속도상수(X)를 

산출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약물의 함유량(for

mula A)과 글리세린의 함유량(formula B)이 증가 

함에 따라 겉보기 방출속도상수(K)값도 증가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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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ne(days)
Fig. 9. Amount of drug release versus square root 
time for crosslinked chitosan with different thickness: 
[@ 4.48± 0.01 mm, ® 2.24± 0.02 mm, ® 1.31±0.01 
mm].

Table 3. Apparent release rate constant(K) and corre
lation coefficient(尸)for polymeric matrix

Apparent release rate Correlation
]yne constant, K (mg/cm2*days1/2) coefficient, r@

 ®
 

@
 ®
 ®®

®

①
 

A

B

C

9.2891 0.9995
11.1335 0.9992
14.2634 09996

8.9262 0.9987
11.1335 0.9992
14.2309 0.9996

11.1335 0.9992
11.3770 0.9986

며, 또한 이들의 상관계수를 보면 09987〜0.9996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고분자 matrix의 

두께(formula C)가 증가함에 따라 겉보기 방출속도 

상수(K) 값은 거의 일정하였고, 이의 상관계수도 

0.9986〜0.9992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본 

실험에서 제조된 고분자 matrix의 약물 방출거동은 

Higuchi 식에 따르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비가교 산｝i- 
tosan 으로 제조한 matrix" 보다는 c. chitosan으로 

제조한 matrix의 경우가 drug carrier■로서 우수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4은 고분자 

matrix가 약물 누적방출량(Q)과 시간의 제곱근伊〃) 

간에 profile은 모두 양호한 직선관계가 성립하는 

시간의 범위로서 Higuchi model의 확산식에 따른 

약물방출 실험의 세 가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제조한 고분자 matrix에 항

Table 4. Linearly released time range from plotting 
the cummulative amount of drug released versus
square root time

Type Linearly released time range(days)

A @ 0.2 〜17.0 
(0.2-12.0/

® 0.2-18.2
(0.2-13.8)

© 0.2-19.0
(0.2-15.5)

B @ 0.2 〜24.0 
(0.2 〜15.2)

@ 0.2-18.2
-(0.2 〜13.8)

® 0.2-13.5
(0.2 〜12.0)

C © 0.2-18.2 ® 0.2-12.0 ① 0.2 ~ 7.0

“The values in the parentheses are chitosan matrix; 
reference 14.

균제인 silver sulfadiazine을 담지시켜, 글리세린의 

농도를 사용 용도에 따라 변화시킴으로서 약물을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방출시킬 수 있는 

고분자 matrix 제제로서 개발이 기대된다.

결 론

수산계 폐기물인 게껍질로부터 단리한 chitin을 

epichlorohydrin과 반응시켜 3차원 망상구조의 c. 
chitin을 합성하였고, 이것을 탈아세틸화하여 c. chi- 

tosan을 얻었다. C. chitosan을 증류수에 팽윤시킨 

다음 글리세린과 silver sulfadiazine을 가하여 고분 

자 matrix를 제조하여 약물 방출 거동을 규명하고, 

matrix 변수와의 상관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고분자 matrix내의 약물의 함유량과 matrix의 두 

께가 증가할수록 약물의 방출시간은 더 지연되었다. 

그러나 글리세린의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약물의 

방출시간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약물의 함유량 

과 글리세린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겉보기 방출속 

도상수㈤ 값도 증가하였으나, matrix의 두께가 증 

가함에 따라서는 겉보기 방출속도상수(K) 값이 일 

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c. chitosan은 의약의 방출 

조절형 carrier•로 이용 가능성을 나타냈으며, 고분자 

matrix의 약물 방출거동은 Higuchi model에 따른 

확산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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