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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물질전달시스템 개발동향  

물질전달시스템은 물질의 체내 방출, 흡수를 제

어하거나 체내의 특수부위에만 물질을 도달시키는 

시도 등으로 물질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

화 하는데 필요한 양의 물질을 효율적으로 전달하

도록 설계한 것이다. 투여경로에 따라 분류하면 

Table 1과 같이 경구형, 경피흡수형, 주사형, 폐흡

입형, 점막투여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구형 물질이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하며 자연

스러운 경로로 대부분의 약은 가장 먼저 경구제로

써의 사용이 검토되고, 제형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가장 높

다. 경구로 투여되면 일반적으로 위에서 붕해 ․분산 

및 용해되어 최종적으로 위장관 점막을 통해 흡수

된다. 경피흡수형 제제는 피부에 부착하거나 도포

하여 피부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장관을 

거치지 않으므로 물질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위장

관 내의 효소, 음식물, 위장관의 pH 및 운동에 무관

하게 투여가 가능하여 사용이 간편하고 혈중 농도

를 조절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물질의 분자량, 용

량, 특성에 따라 경피흡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피

부자극성이 심한 경우도 응용 불가능하므로 물질

의 선택에 큰 제한이 있다. 주사형은 피부 내 또는 

피부 혹은 점막을 통해서 체내에 직접 적용하는 무

균제제로써 정맥주사, 근육주사, 피하주사, 피내주

사 등이 있다. 주사제는 정확한 투여량을 넣을 수 

있고 물질의 흡수에 대한 장벽이 없으며 신속히 작

용점에 도달할 수 있으나 통증으로 인한 환자의 순

응도가 좋지 않고 의료현장에서의 감염 등으로 인

한 부작용이 있다. 최근에는 주사침 없이 투여할 수 

있는 제형으로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폐흡

입형 방식은 물질을 호흡기 조직에 노출시켜 80 m2

가 넘는 큰 표면적을 갖는 흡수성의 폐포를 통해 흡

수되게 한다. 폐흡입형은 초기에는 주로 호흡기 질

병에 사용되는 물질의 전달 경로로써 사용되었지

만 최근 거대분자(macromolecule)의 전달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점막투여형은 눈, 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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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 delivery system according to the route of administration

경구용제제 서방성 경구용제제 경폐제제 파우더형 흡입제제

표적지향적 제제 분산형 흡입제제

흡수개선형 제제 기타 경폐제제

속붕해성 제제 주사제제 서방성 주사제

기타 경구용제제 표적지향적 주사제

경피제제 침투제 기타 주사제

전신작용 제제(막제어타입, 매트릭스 제어타입) 경점막제제 경비제제

국소작용 제제(플라스터 제제, 도포용 제제) 눈 적용제제

기타 경피흡수제제 구강점막 적용제제

DDS기초기술 가용화 기술 질점막 적용제제

안정화 기술 직장점막 적용제제

Prodrug 경점막 일반제제

리포좀기술 유전자전달시스템 비바이러스성 

유전자전달시스템기타 DDS기술
벡터

직장, 구강 등의 점막을 통해서 물질을 전달하는 것

으로 국부적인 작용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전

신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구형 물질전달시스템의 유형 및
연구개발 동향

경구형 물질전달시스템에 있어 기술 유형에는 

방출제어 및 지속화형 제제 기술, 물질흡수촉진 기

술, 생체이용률 조절기술 및 표적지향형 기술이 있

다. Table 2는 이들 기술 유형 및 각 기술 유형별 세

부요소기술을 나타낸다.

방출제어 및 지속화형 경구투여제제 

경구용 제어방출성 제제들은 제조원리 및 기술

에 의해 매우 다양하다. 크게 고분자 및 기제에 물

질을 분산시켜 방출 혹은 침식 속도를 조절하는 매

트릭스형과 물질을 함유한 코어(core)를 코팅하거

나 막으로 피복하여 확산속도를 조절하는 코팅(피

막)확산형 및 활성화 방법으로 구분된다. 이들 기

술을 이용하여 sustained/controlled release, pulsed 

release, biphasic 또는 pulsatile release 및 drug/ 

excipient-loaded polymeric coatings를 이용한 dual 

drug-loaded coatings형의 방출 형태를 얻을 수 있다.

서방출(sustained-release)은 단순하게 지속적으

로 방출되거나 방출속도를 늦춘 것으로써 예를 들

어 고혈압(nicardipine), 천식(sabutamol) 또는 전간

(carbamazepine) 등의 물질 개발에 유용하다(Fig. 1). 

조절방출(controlled-release)은 적극적인 활성 지

속, 병적 증상에 따른 방출 조절 또는 시간에 따른 

조절을 한다(Fig. 2).

시간방출(timed-release)은 물질이 용출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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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tail element technology by the type of development skills

개발 유형 세부 요소 기술

방출제어 및 

지속화형 

제제 기술

물질 방출 패턴 조절기술

  매트릭스형 서방성 제제 기술; 코팅 확산형 서방성 제제기술

  물리화학적 활성화형 제어방출기술(삼투압, 팽윤 등)

  부위특이적 제어방출기술( 장, 소장 등); 속붕해성 제제기술

이중층 물질함유 코팅제제 - 두층에 각각 물질이 함유

조직공학적 물질전달 기술

생체감응형 제어방출 기술

  생체리듬형 pulsatile형 방출기술; 체내물질 감응형 방출기술

  온도 감응형 방출기술; pH 감응형 방출기술

물질흡수 

촉진 기술

위장관 내 안정화/흡수능 향상 기술

세포막 transporter(P-Glycoprotein) 이용기술

BBB(blood brain barrier) 통과 기술

물질 함유 nano/micro 입자 이용기술

단백성 물질 흡수촉진 기술(흡수촉진제)

경피/경점막 흡수 기술(transfersome, 흡수촉진제 등)

생체이용률 

조절 기술

제형변경, 투여부위에서의 안정화(위산, 효소에 의한 분해 등)

P-Glycoprotein에 의한 위장관 내 efflux 방지-항암제 paclitaxol/efflux저해제 조성물

난용성물질 가용화 기술

HALOTM 시스템; 자체 마이크로 유제 물질 전달시스템(SMEDDS)

고형 지질성 나노 입자(SLN); 생체부착성 제제

위장관 체류시간 조절기술 - HBS 혹은 다공성하이드로젤 제제

표적지향화 

기술

고분자 또는 지질성 나노 수송체 제조기술 - 장기체류형, 생체감응형 수송체

생체인식 homing device 개발기술

국소주입형 전달체 개발기술

박테리아 벡터/장내세균을 사용한 물질 전달(항암제, 프로드럭 물질의 장특이성)

적혈구 활용 항암제 기술

온도변화성 지질리포좀

생분해성 나노 입자 기술

 Sustained

Effect(release pattern)

 Controlled release dose

Fig. 1. Mechanisms of sustained release Fig. 2. Mechanisms of controlled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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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s drug release

속방성 장용성 서방성 대장 targeting방
출
패
턴

속방성

장용성

서방성

대장

Fig. 4. The digestive organs and drug release patterns

간을 조절한다(Fig. 3). 예를 들어 고혈압 치료제의 

경우 자기 전 복용하고 새벽에 효과를 보기 위해 서

서히 용출되어 6시간 정도 후 최고조에 오르는 방

출형이 있다.

Fig. 4는 입, 식도, 위, 소장 및 대장에서의 음식 

소화 시간과 방출패턴을 도시한 것이다.

물질방출 패턴 조절기술

매트릭스형

비활성 고분자 매트릭스(matrix) 중에 주성분인 

물질이 균일하게 분산되어 방출 혹은 침식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매트릭스 시스템이라 한다. 매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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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ypes of materials to be used as cladding material of micro-encapsulated material

Carbohydrates   Starch, maltodextrin, corn syrup, dextran, sucrose, cyclodextrin

Gum Gum arabic, agar, sodium alginate, carrageenan

Cellulose Carboxy methylcellulose, methylcellulose, ethylcellulose, nitrocellulose,  
acethylcellulose, cellulose acetate-phthalate, cellulose acetate-buthylate- 
phthalate

Lipids Wax, paraffin, tristearic aicd, stearic acid, monoglycerides, diglycerides, 
beeswax, oils, fats, hardened oils

Inorganic materials Calcium sulfate, silicates, clays

Protein Gluten, casein, gelatin, albumin, hemoglobin, peptides

스 기제로는 불용성 플라스틱, 친수성 고분자물질 

및 유지화합물이 주로 사용된다.

코팅확산형

코팅으로부터 확산에 의한 물질의 제어방출제제

는 주성분이 고분자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저장형

(reservoir type)이라 한다. 물질을 전부 혹은 부분

적으로 함유하는 물질저장고를 일정한 물질투과도

를 가지는 고분자막이 둘러싸서 방출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코팅기술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주로 

유기용매에 고분자를 녹여 피막을 입히거나 마이크

로캡슐화 외에도 다층정 혹은 유핵정에 의한 코팅, 

건조코팅(dry coating)이나 고온용융(hot-melting)

에 의한 기술도 보고 되었으며 수성코팅 기술이 널

리 활용되고 있다.

캡슐화(encapsulation) 기술

캡슐화 기술은 고체, 액체, 기체상의 물질을 특

정 조건하에서 조절된 속도로 방출할 수 있도록 어

떤 물질이나 조직 내부에 포장하는 기술이다. 미세

한 포장단위를 미세캡슐(나노캡슐 및 마이크로캡

슐)이라 하며 직경이 수 ㎛에서 수 mm로 다양하

다. 미세캡슐화 기술은 향료, 영양성분 등의 불안

정한 물질을 빛, 산소 및 수분과 같은 외부환경으로

부터 보호하여 손실을 줄이며 반응성이 큰 물질을 

격리시키고 고형화시켜 취급을 용이하게 하며 유

동성 개선 및 내용물의 용출속도를 조절하여 지속

성, 서방성 제제로써의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

미세캡슐화에 사용되는 물질로는 Table 3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산, 염기, 아미노산, 색채물질, 효소, 

미생물, 향기성분, 유지, 비타민, 미량원소, 염 및 감

미료 등이 있으며, 미세캡슐화를 식품에 응용한 예

로써 빙그레의 ‘닥터캡슐’, (주)비락의 ‘캡슐우유’ 
등이 있다. 향후 강화식품, 영양식품, 편의식품 및 

조리식품 등에도 Spray Drying, Spray Cooling, 

Suspension 등의 기술을 접목한 미세캡슐화 기술

이 다양하게 응용되리라 기대된다(Table 4).

물리 ․화학적 활성화형

활성화 방법에 따른 경구용 제품들은 물질 방출

속도가 물리적, 화학적 혹은 생화학적 과정에 의해 

활성화되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제공된 에너지에 

의해 촉진되는 시스템으로 설계됨으로써 물질의 

방출을 제어한다(Table 5). 팽윤성 하이드로겔고분

자(polyhydroxyalkyl methacrylate, alginate, C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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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ypes of micro-encapsulation

종 류 방 법 

Spray Drying 향기성분 미세캡슐화 상업화 방법 중 가장 오래된 방법임

피복물질을 수화시킨 후 상물질을 분산시키고 이 혼합물을 고온의 챔버로 분무

피복물질 용액이 분무시스템에 의하여 미립화되어 총 표면적이 증 되면서 열풍과 접촉하여 

급속히 증발을 일으키고 매트릭스 또는 다핵성의 미세 캡슐을 형성

Spray Cooling 지방을 이용한 캡슐화

핵물질을 액상의 피복물질로 분산시키고 노출을 통해 분무시킨다는 점에서 분무 건조와 유사

(차이점: 녹아있는 지방 및 wax를 고체화 시키는 온도이하로 냉각시키는 차가운 공기를 이용)

미네랄, 비타민, 효소, 향기성분 같은 수용성 물질 캡슐화에 이용

Suspension

Process

고체상의 핵물질을 챔버 밑면에 투입하고 공기를 불어넣으면 빠르게 챔버 상층으로 부상하고 

이때 노즐을 통하여 액상의 피복물질을 분사시키면 suspension 상태에서 캡슐이 형성

Extrusion Cereal-based product에 주로 이용

Hard candy와 같이 탄수화물 피복물질에 지방을 첨가한 후 교반하여 유화액을 만든 다음 

고형화하고 원하는 크기로 분쇄하는 방법

Coacervation 콜로이드현상으로 적절한 용매안의 콜로이드용액에 온도 및 pH의 변화, 농축된 이온성 염용액, 

비용매성 물질이 첨가되면서 상분리가 이루어지고 캡슐화

젤라틴과 gum arabic을 이용하는 것이 표적인 복합 Coacervation임

Cocrystallization 설탕을 피복물질로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캡슐화 방법

피복물질과 핵물질이 동시에 결정화, 침전

Molecular

inclusion

적당한 비율의 용매를 선택하고 가열하여 이때의 조건에 용해될 수 있는 사이클로덱스트린을 

최 로 용해, 여기에 향기성분을 천천히 투입하는 방법

Table 5. Types of physicochemical activation

물리적 방법 삼투압(osmotic force) 

증기압(vapor pressure)

열(heat)

기계적 힘(mechanical force)  

자기력(magnetic force) 

유체역학압(hydrodynamic pressure)

이온침투형(iontophoresis) 

수화(hydration)

팽압(swelling force)

초음파(sonophoresis) 

화학적 방법 pH 활성형(pH)

이온교환형(ion exchange)

가수분해형(hydrolysis)

생화학적 방법 효소분해 및 효소비분해에 의한 효소활성형(enzyme-activatedsystem)

생화학적 방법에 의한 활성형

 Concanavalin A에 의한 글루코스 치환법: 글루코스가 일정 농도가 되면 글루코스가 

침입하여 물질분자와 치환됨

 글루코스옥시데이즈 치환법: 글루코스가 체내로 들어가면 글루코스옥시데이즈가 글루

코스를 글루쿠론산으로 만들어 pH를 낮추면 하이드로겔이 변형되어 인슐린이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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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와 섞어서 타정하여 제조된 매트릭스형 정제, 

과립 혹은 펠렛 등은 위장관 내의 물에 의해 제제

가 팽윤되고 팽윤속도 또는 침식속도에 의해 물질

방출속도가 결정된다.

삼투압제어시스템

삼투압제어시스템은 소화관 내의 물이 반투막을 

통과하여 시스템 내부로 침투하면 시스템 내부에 있

던 삼투압 물질과 섞여 삼투압을 발생시키고 이 삼

투압의 힘으로 시스템 내부에 있는 물질을 좁은 구멍

을 통하여 일정한 속도로 방출하는 제제이다. 본 제

제의 특징은 체내의 내부 환경(pH 등)에 관계없이 

프로그램된 대로 물질을 방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제품화된 약물로는 metroprolol, salbutamol, 

nifedipine, pseudoephedrine, verapamil, theo-

phylline 등이 있고 현재에도 여러 가지 물질이 개

발 중이다. 삼투압제어시스템은 4가지 주요기술이 

있으며 그 중 코팅 기술이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Granule과 Tablet이 각각 29%, 23%를 차

지하고 있으며 Excipient(부형제) 기술은 2% 정도

의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업체에서 개발한 삼투압

과 확산, pH 민감성, 용해도 등의 특성을 이용한 경

구형 서방성 기술개발 현황은 다음 Table 6과 같다.

부위특이적 제어방출기술

부위특이적 전달시스템은 물질을 신체 내의 특정

부위에서 방출이나 흡수되게 하여 약효를 발휘하

도록 설계한 시스템으로써 경구형으로는 위장에서 

방출이나 흡수가 되게 하는 것과 소장 또는 대장에

서 흡수가 되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위장에서 흡수

되게 하는 경우 대부분의 기술은 위에서의 체류시

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floating 

system, mucoadhesive system, superporous system 

등이 있다. 소장 또는 대장에서만 선택적으로 방출 ․
흡수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제제는 time depen-

dent system, pH dependent system, microbial 

degradable system이 이용된다. 약물로써 P&G, 

Fering사의 mesalazine 제제와 Astra사의 budeso-

nide 제제 등이 있다(Table 7). Time dependent 

system은 공복 시 위 체류시간은 2시간 정도이고, 

소장 체류시간은 4시간 정도라는 데 착안하여 일정

시간(6~8시간)이 지난 후에 시스템이 붕괴되어 물질

이 방출되게 한 제제 설계이다. 그러나 개인 간의 위

장관 체류시간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

다. pH 의존성 시스템은 위나 소장의 pH가 대장보

다 낮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낮은 pH에서 붕괴되지 

않다가 대장의 pH에서는 붕괴되도록 정제를 코팅

한다. 미생물 분해성 시스템(microbial degradable 

system)은 대장의 total microflora(특히 혐기성 세

균)가 위나 소장보다 수백 배 높다는 사실에 착안

하여 대장의 세균들이 내는 분해효소에 의해 분해

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이용한다.

속붕해성 경구투여제제

속붕해성 제제는 1990년대 후반에 항히스타민제

인 로라타딘(Loratadine)을 속붕정으로 제조한 클

라리틴 래디탭스(Claritine RediTabs)의 출시 이후 

시장이 급속히 성장 중이다. 경구투여 시 물 없이 입

안에서 40초 이내 붕해되어 복용이 편리하여 소아

나 물질을 삼키기 힘든 환자나 노인들, 물을 구하기 

어려운 여행자, 약 복용을 싫어하는 정신질환자 등

을 겨냥하여 개발된 기술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생

소하나 미국 및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시장이 급성

장 중이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제약회사들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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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velopments of oral sustained-release with osmotic pressure, diffusion, pH sensitivity and solubility

업 체 개발현황

Alza 기술명 OROS로서, 반투막이 삼투성 코어(core)를 둘러싸고, 물이 반투막을 통해 흡수되면 
레이저로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물질이 방출되는 형태임. 

Elan SODAS(spheroidal oral drug absorption system)는 시드(seed)로 사용할 수 있는 구형 
입자에 물질을 코팅한 후 그 위에 다양한 고분자를 조합하여 코팅함.

IPDAS(intestinal protective drug absorption system)는 위장에 자극성이 있거나 궤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multiparticulate 정제기술임. 물질을 고분자와 
함께 micromatrix로 제조한 후 방출을 제어할 수 있는 반투막으로 코팅하여 비드(bead)
를 만들고 이를 다른 부형제와 혼합하여 정제로 타정되면 위장 내에서 붕괴되어 비드가 노
출되고, 비드로부터 서서히 물질이 방출됨.

 MODAS(multiporous oral drug absorption system)는 정제를 불용성 고분자와 수용성 
부형제를 혼합하여 코팅하여, 위액과 접촉하면 코팅막 중의 수용성 부형제가 녹아서 작은 
채널을 형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위액이 정제 내부로 침투하여 물질을 녹이고 결과적으로 
물질의 방출이 제어될 수 있게 한 시스템.  

DUREDAS(dual release drug absorption system)는 빠르게 물질을 방출하는 층과 서서히 
물질을 방출하는 층으로 된 이중층(bilayer) 정제 기술을 이용함.  

Biovail MacroCap 기술. 펠렛(pellet) 위에 특정한 조합의 고분자를 코팅하여 방출을 조절함. pH에 
민감한 고분자를 활용할 수 있고 삼투압과 확산을 조합하여 방출을 제어함.  

Dimatrix(diffusion controlled matrix system)는 extrusion-spheronization에 의해 제
조된 bead를 활용하여 물질의 확산에 의해 방출을 제어함.

Andrx SCOT(single composition osmotic tablet system)는 삼투압 원리를 이용, zero-order 방
출을 실현함.  

GMHS(granulated modulating hydrogel system)는 하이드로젤과 과립화된 물질을 혼합
하여 타정한 시스템임.

SMHS(solubility modulating hydrogel system)는 특별한 코팅이나 특별한 구조 없이 하
이드로젤을 사용하는 서방성 시스템임.

SMEDDS(self-microemulsifying drug delivery system)라는 microemulsion 상태의 미
세 용액입자 제어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난용성 물질의 가용
화에 적용됨.

Knoll Meltrex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난용성 물질과 기제를 고온에서 용융시킨 후 냉각하여 
무정형화 시킴으로써 생체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 

Penwest Locust been gum과 xanthan gum을 이용한 매트릭스형인 TimeRx 기술을 개발함.

SkyePharma 정제를 다층으로 만들어 각층의 방출을 달리하여 방출을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Geomatrix 
기술

Alkermes 정제에 불용성 피막을 밴딩하여 그 부분의 방출을 지연시키는 RingCap 기술

Shire
laboratories

OROS 기술과 비슷하나 팽윤되지 않는 wicking agent를 사용하는 EnSoTrol 기술

Cenes OSAT(oral sustained action technology) 기술

Macromed pH 민감성 고분자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Macromed사의 SQZ Gel 기술

KV사 Multiparticulate 시스템인 KV사의 KV-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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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velopments of site-specific system as oral drug

업 체 개발현황

Dopomed 위장 내에서 swelling에 의해서 부풀어서 floating되어 6~8시간 동안 체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함. 

Universit of 

Purdue

박기남 박사팀에 의해서 개발된 superporous system은 미세한 pore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어, 위액이 닿으면 수십 초 안에 수십 배 팽윤하여 거 한 하이드로젤을 형성하게 되

고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수 없게 됨.

Allizyme CoLar는 microbial degradable colon delivery system으로 amylose와 에틸셀룰로오

즈를 혼합하여 코팅 기제로 사용한 제제임.

Tanabe seiyaku CTDC(colon targeted delivery capsule) 기술은 pH dependent colon delivery system

과 time dependent colon delivery system의 장점을 적용하여 개발된 시스템으로 경

질캅셀을 장용층, 수팽윤층, 산용해층의 삼층으로 코팅한 경질 캅셀임.

Perio CDC(colon delivery system) 기술은 crosslinking된 pectin을 사용하는 microbial de-

gradable system임.

Alza Oros-CT

R.P.Scherer Pulsincap

Advaced Polymer 

Systems

Colon specific system

삼양사 CSDS(colon specific delivery system)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는 microbial degradable

한 장 표적 전달시스템임. 

Pectin과 galactomman계 다당체(guar gum또는 locustbeen gum)를 이용함.  

다양한 물질에 해서 적용이 가능하며 diclofenac sodium, mesalazine, bisacodyl 등

의 물질에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의 허가를 마침.

개발 중이거나 이미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 

단계에 진입 중이다.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

으나 부형제와 공정개발이 필요하며, 단단하면서

도 구강 내에서 신속하게 붕괴되는 제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경구용제제로써 속붕해용 약물의 

업체별 개발동향은 다음 Table 8과 같다.

이중층 물질함유 코팅 기술

고분자 물질을 함유하는 코어에 분사하여 코팅

한다. 예를 들어 물질을 함유하는 정제 및 과립에 

고분자 코팅 물질을 가하거나 공당 미립구에 먼저 

물질을 봉입한 후 다시 고분자 물질로 코팅한다.

생체감응형 제어방출제제

적량의 물질을 적시에 방출함으로써 최적의 혈

중농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흡수를 조절하는 시스

템으로 시간에 따라 방출되는 물질의 양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크로노파마콜로지’라는 개념을 이

용한 물질전달시스템이다. 지속적으로 물질을 방

출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 복용에 따

른 내성 또는 생체 내 물질 거동의 생체리듬에 따른 

변동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온도 감응형, pH 감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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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evelopments of Fast-disintegrating drug as oral drug

업 체 개발현황

R.P.Scherer R.P.Scherer가 개발하고 지금은 Cardinal에서 인수한 속붕해성 정제기술 Zydis는 속붕

해성 기술로는 최초로 상품화에 성공한 기술임.

젤라틴과 잔탄검을 사용하여 물에 잘 녹지 않고 입자크기가 비교적 큰 물질이 밑으로 가라

않지 않게 혼합하여 균일한 현탁제를 만들고, 이를 몰드에 주입한 후 액체질소를 이용

하여 냉각시키고 진공 건조시킨 것으로 10초 이내의 매우 빠른 붕해가 일어남.

CIMA CIMA사가 개발한 OraSolv 기술은 유기산과 탄산염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구강에

서 부드럽고 빠르게 붕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이나 단점은 수분에 민감하고 경

도가 약하기 때문에 특수포장이 필요함.

Yamanouchi WOWTAB은 Yamanouchi사의 속붕해성 정제기술로서 low moldability saccharide(유

당, 만니톨, 포도당, 설탕, 자일리톨 등)와 high moldability saccharide(말토스, 말티

톨, 솔비톨 등)을 이용하여 유동층 과립기로 과립화한 후 타정하여 제조함.

Eurand AdvaTab은 Eurand사가 Kyowa Hakko사로부터 license-in한 기술로서 타정기기를 개

량 제작하여 펀치와 다이 내부에 작은 구멍으로 활택제를 분사하여 주어서 타정 장애는 

최소화하고 활택제의 사용도 최소화하여 붕해의 지연을 막은 제형임.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알카펜(아세트 아미노펜)을 Cima사의 effervescent를 이용하는 OraSolv기술을 모체로 

개발한 국내 기술로 속붕해성 정제로 제조하여 출시하였으나 미각차폐(taste masking)

기술이 뛰어나지 못해서 시장에서 실패함.

한미약품 온단트정(Ondansetron)이 출시함.

기술명은 S-Tech로서 활성성분(물질)과 멘톨과 같은 승화성 물질 및 기타 첨가제를 혼합

하고 타정하여 정제를 만든 후 제조된 정제를 40~60℃에서 건조시킴. 건조시 승화성 

물질은 승화되어 미세한 포어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속붕해성 정제인데, 이 

정제를 입안에 넣으면 입안의 수분이 급속하게 형성된 포어로 침투하여 빠른 시간(40초 

이내)에 붕해됨.

형 등의 기술이 있다.

펄스형 제제

(일정 lag-time후 물질이 방출되는 시스템)

새로운 경구용 물질전달시스템으로 일정 지연

시간 후 흡수부위 또는 특정 질환 부위에서 방출되

는 시스템으로써 펄스형 방출시스템이다. 일정 시

간에 물질이 방출되는 제제는 소장 또는 대장 등 

특정 부위에 물질을 전달하거나 수면 후 일정시간 

이후 물질이 방출되도록 하여 활성을 최대화한다. 

지연시간은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일정 지연

시간 후 방출이 급격히 일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러

나 펄스형 제제는 일반적으로 위장관에서의 흡수

부위가 적어지므로 생체이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용성 제제 또는 대장

표적형 제제이다. 대표적인 대장표적형 제품으로 

Pulsincap(제품명)이 있으며 불용성 body에 하이

드로겔로 만든 플러그(plug)가 붙고 이를 다시 수

용성 캡으로 씌운 캅셀제이다. 체내에 투여하면 캡

이 위액에 녹은 다음 플러그가 팽윤하고 그 힘으로 

플러그가 body에서 빠져 나와 body 중 물질이 방

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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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hysicochemical technology for solubilization

분쇄

나노 입자 형성

Surfactant micelle로 인한 마이크로에멀전 등의 형성

공용매(cosolvent), 흡습성물질의 첨가에 의한 조작

사이클로덱스트린(cyclodextrin)과의 복합체형성(complexation)

가용성 고분자류를 사용한 고체분산체(solid dispersion) 형성

프로드럭(prodrug)형성 

에탄올, 크레모포아(Cremophor EL) 또는 계면활성제를 첨가제로 이용하는 방법

이온화 그룹을 가지고 있을 경우 염의 형태로 제조하는 방법

pH를 조절함으로써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리포좀

이온교환수지 방출제어시스템 

물질을 이온교환수지의 미립자에 흡착시킨 후 폴

리에틸렌글리콜(PEG)로 처리하고 다시 EC로 코팅

한 미립자제제이다. 소화관 내의 Na과 K이 EC(ion 

exchange)막을 통과하여 제제 내로 들어오면 물질

이 수지로부터 유리되어 EC막을 통해 방출된다. 방

출은 소화관의 pH나 온도, 소화관 내용물의 부피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12시간 동안 방출된다. 

물질흡수 촉진기술 및 생체이용률 조절기술

물질흡수 촉진 기술로써 난용성 물질의 가용화 

기술은 신약 물질의 개발비용을 줄이고 기존 의약

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물

질이 세포막을 통과하거나 수용체와의 결합에 있

어 친화성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 물질의 분자구

조는 일정부분 소수성을 가져야 하지만 난용성 물

질, 즉 항암제를 포함한 많은 후보물질들이 물에 대

한 낮은 용해도로 말미암아 물질의 치료적 응용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나노 입자 형성, 마이셀(micelle) 형성 등의 

물리화학적 가용화 기술은 Table 9와 같다.

생체이용률 조절기술은 경구투여 물질이 흡수

부위에 오래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에 있어 위에서 희맹부까지의 물질 통과시간

(transit time)은 공복 시 3~6시간이며 식사 시 약 

6~10시간이다. 따라서 제제는 흡수부위에 오래 머물

거나 또는 위장관 이동 속도에 따라 최대로 물질이 

흡수될 수 있어야 생체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동역학적 균형시스템(hydrodynamically balanced 

system, HBS)은 위장관 체류성을 증가시켜 생체이

용률을 향상시키는 기술로써 유체역학적으로 균형

을 이루어 위액과 접촉하면 일반적인 것보다 부피

밀도가 적어 부유하면서 물질이 용해되고 겔층을 

통하여 물질이 방출된다. 생체부착성 제제는 위장

관의 원하는 부위(혹은 흡수부위)에 오래 체류하게 

하여 생체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즉 생체부

착성 물질이란 위장관의 조직에 오랫동안 부착되

어 있을 수 있는 물질을 지칭한다. 물질전달시스템

이 위장관의 점막 혹은 상피세포의 조성 중 단백질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물질이 흡수부위에 오랫동안 

머무르도록 하며 물질이 충분히 흡수되도록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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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생체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분자 마이셀(Micelle) 시스템

마이셀 내부에 소수성 물질을 봉입하는 시스템

으로써 난용성 물질의 가용화 및 특정부위로의 물

질 수송 개선을 목적으로 응용된다. 고분자 마이셀

은 수용액상에서 양친성(친 ․소수성) 고분자에 의해 

형성되는 직경 100 nm이하의 입자로써 블록공중

합체(amphiphilic block copolymer)는 수용액상에

서 회합하여 내부의 소수성 영역과 외부의 친수성 

영역으로 구성되는 마이셀(micelle)을 형성한다. 계

면활성제 등을 응용하는 저분자 마이셀에 비하여 

공중합체(copolymer)를 주로 이용하는 고분자 마

이셀은 단량체(monomer)의 종류와 그 조성비율 

등의 변경을 통하여 다양한 물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물리적 안정성과 동적평형상수 등

이 저분자 마이셀에 비하여 우위를 나타내는 장점

을 나타낸다.

나노 입자 제어기술

난용성 물질의 수용해도 증진 ․흡수촉진 및 수용

성 물질의 수용해도 억제 ․흡수증진 모두에 적용된

다. 물질들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물질의 

입자크기를 나노 수준으로 감소시킴으로써 가용표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물질표면의 적심성(wettability)

을 극대화시키는 초임계유체 방법이 연구되어 왔

으며, 대표적으로 SFL(spray freezing into liquid)

과 EPAS(evaporative precipitation into aqueous 

solution)라 불리는 공정이 각각 개발되었다. SFL과 

EPAS는 둘 다 수용성이 아주 낮은 물질의 입자 표

면적과 물에 적심성을 극대화해줌으로써 체내의 

세포가 물질을 훨씬 쉽게 흡수하도록 해주는 기술

이다. 나노 분말은 직접 복용하거나 주사에 의한 투

약, 폐를 통한 체내 흡입에 적합하다. 또한 고체 나

노형 DDS로 고형지질 나노 입자(solid lipid nano-

particle), 나노마이셀(Nanomicelles), 덴드리머 (Den-

drimer) 등이 있으며, 이 밖에 나노에멀전(SNEDDS), 

마이크로에멀전(SMEDDS), 리피드에멀전, 리피드

현탁제 및 리포좀 기술이 해당할 수 있다.

리포좀 기술

난용성 물질의 수용해도 증진 또는 흡수촉진에 

이용된다. 리포좀은 지질 분자들이 수용액에 분산

될 때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지질 분자들의 회합체

로써 내부의 수용성 공간이 지질 막으로 둘러싸인 

액포이다. 리포좀의 크기는 직경 수십 nm에서 수

십 ㎛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내부의 수용성 

공간이나 지질막 안에 각각 수용성 물질이나 지용

성 물질을 포집할 수 있다. 또한 생체막의 기본 구조

와 유사하여 인체에 대한 독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제조가 용이하여 최근 화장품, 제약, 식품산업 등에

서 인체에 부작용 없이 투여가 가능하고 물질의 효

과적인 전달 등의 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막의 층에 

따라 단일라멜라(unilamellar)와 다층라멜라

(multilamellar)로 나눌 수 있으며, 주로 수용성 물질

은 내부 수상에 봉입되고 지용성 물질은 막 사이에 

끼여 다양한 물질전달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리

포좀은 난용성 물질의 용해도를 획기적으로 증가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혈중 안정성이 낮은 문

제점이 있다. 스텔스 리포좀(stealth liposome)은 최

근 리포좀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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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리포좀의 표면을 면역계에 의한 인식을 회피

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리포좀 표면을 안정한 

고분자인 폴리에틸렌 글리콜 등으로 수식하여 생체 

내에서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질로 구성된 리포좀의 액포는 고

분자 입자나 다른 기능성 입자에 비하여 물리적, 화

학적 안정도가 낮고 pH, 전해질의 농도, 온도, 계면

활성제 등에 의해 안정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단점

이 있다고 보고 된다. 즉 인지질이 가수분해되거나 

산화될 수 있고 포집된 물질의 분해도 일어날 수 있

다. 또한 리포좀의 응집, 침강, 융합 등의 현상으로 

인하여 리포좀은 물리적으로 불안정해져 크기가 

변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리포좀의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리포좀은 사용 목적, 즉 리포좀의 적용분야에 

따라서 그 제조방법, 인지질의 종류, 성분, 조성 등

이 달라진다. 경구용 리포좀의 안정성을 위하여 고

분자로 코팅한 리포좀, 혈중에 주사제로 사용하는 

음이온성 리포좀 및 대두에서 유래된 불포화 레시

틴(phosphatidyl choline)을 이용하여 제조한 리포

좀 등 다양한 리포좀이 연구되고 있다.

 

에멜전 및 마이크로에멀전

난용성 물질의 수용해도 증진 또는 흡수촉진에 

이용된다. 에멀전이란 두 액체를 혼합할 때 한쪽 액

체가 미세한 입자를 형성하여 다른 액체 속에 분산

해 있는 불안정한 계를 의미하며 열역학적으로 안

정한 계인 마이크로에멀전과 구분된다. 난용성 물

질을 o/w 에멀전의 중심부를 형성하는 기름 상에 

녹인 후 유화제를 이용하여 물에 분산시키면 수백 

nm의 지름을 가진 입자의 분산체인 에멀전을 얻을 

수 있고, 입자 크기가 충분히 작기 때문에 주사제로 

응용되고 있다. 많은 난용성 물질이 에멀전 형태로 

가용화되어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면역억제

제인 사이클로스포린과 항암제 파클리탁셀이다. 마

이크로에멀전은 열역학적으로 안정하며 상분리나 

합일 등이 일어나지 않고 많은 기계적인 에너지가 

들어가는 유제와는 달리 적은 힘으로 짧은 시간 안

에 형성되며,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외견

상 투명하고 등방성(isotropic)인 오일, 물, 계면활

성제 또는 공계면활성제의 혼합물이다. 난용성 물

질을 크레모포어와 에탄올에 용해된 형태로 제조하

고 이를 물에 넣으면 마이크로에멀전이 형성된다.

지질을 이용한 제형으로, 큐보좀
TM

(Cubosome
TM

)

이란 제형이 있다. 큐보좀 제형은 모노글리세라이

드(monoglyceride)에 물을 가하면 자발적으로 형

성되는 안정한 입방상(cubic phase) 구조체를 유화

제를 이용하여 물에 분산시킨 것이다(미국 특허 제

5,531,925호). 큐보좀
TM

 입자의 내부는 입방상을 이

루는 3차원 망상구조(network structure)로 되어 있

으며, 유상과 수상이 각각 연속적인 3차원적 통로

로 구성되어 있고 유상과 수상 통로의 경계면에 비

교적 넓은 면적의 중간층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큐보좀TM 제형은 지용성, 수용성 물질뿐만 아니라 

양쪽성 물질까지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종류의 물

질을 봉입하여 가용화시킬 수 있어 상기 에멀전 제

형이나 리포좀 제형에 비해 우수하다. 큐보좀TM은 

먼저 모노글리세라이드에 물과 유화제를 가하여 

입방상의 점성이 강한 액상을 형성시키고 이것을 

물에 분산시켜 제조하는데, 물에 분산 시 큐보좀TM 

은 수 ㎛ 정도의 평균 입자 크기를 가지며 유화제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1 ㎛ 이하의 입자 크기를 가

질 수도 있다. 물질의 가용화를 위해서는 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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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ssistance and inhibitory factors for mineral absorption

미네랄 흡수 보조 인자 미네랄 흡수 저해 인자

섭취된 미네랄 제형
작은 입자 크기
용해도
비타민 C(아스코르빈산; ascorbic acid)
장 상태(장 운동성 등)
특이 운반자 여부
화학적 안정성 유지 여부 

옥살산(oxalic acid), 피트산(phytic acid)
식이 섬유
나트륨(sodium), 탄닌(tannins), 카페인(caffeine), 

단백질(protein), 지방(fat), 제산제(antacid) 
신속한 통과 시간(rapid transit time)
흡수장애 증후군(malabsorption syndrome)
알칼리화에 의한 침전물
다른 미네랄
호르몬
영양 상태

미세한 큐보좀 입자를 얻고자 하는 경우 초음파분

쇄(sonication), 미세유동화(microfluidization), 균질

화(homogenization) 등의 방법을 통해 입방상의 

점성이 강한 액상을 미세하게 분산시킨다.

고체분산체(Solid dispersions) 형성

분산제는 소수성 물질의 표면을 수화시켜 친수

성으로 만들어 주며 표면 전하를 부여하거나 입체

적 효과에 의해 입자가 응집하는 것을 방지시켜 입

자 분산 안정성을 부여한다.

현탁 

고체 입자가 액체 매체 내에 분산(dispersion)되

어 있는 상태이다. 액체 중에 분산된 콜로이드 입자

는 끊임없이 브라운 운동(brownian motion)에 의

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충돌 시에 분산 안정

성이 결정된다. 입자 간의 척력이 인력보다 큰 경

우 입자는 안정된 분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반

대로 인력이 척력보다 큰 경우의 입자는 결합하여 

응집 소수성 물질의 표면을 수화시켜 친수성으로 

만들어 주며 표면 전하를 부여하거나 입체적 효과

에 의해 입자가 응집하는 것을 방지시켜 입자 분산 

안정성을 부여한다.

나노 입자 형성

식품에서 가장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나노 기술

은 나노 입자화 기술을 이용한 제품 응용이다. 최근 

들어 나노 캡슐(nanosphere)을 이용한 요구르트와 

일반 식품 소재의 입자를 나노 크기로 분쇄하여 분

산성을 높이고 체내 흡수력을 향상시킨 음료 제품 

등이 등장하였다.

미네랄 흡수촉진 기술

철분, 칼슘, 아연 등 미네랄 흡수는 여러 가지의 

생리적, 생화학적, 호르몬 특성과 미네랄 제형에 따

라 달라진다. 미네랄의 흡수는 위에서 직장까지 전 

장관에서 일어나지만 주로 소장에서 일어난다. 미

네랄 흡수는 제형, 용해도, 장의 상태, 영양상태 등

의 인자가 영향을 미친다(Table 10). 미네랄 항상성

(mineral homeostasis)은 미네랄을 흡수하는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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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율성이며 장 흡수가 핵심조절과정이다. 흡수 

효능은 항상성 피드백 조절(homeostatic feedback 

regulation)에 의해 조절되는데 미네랄 결핍 시 장

은 영양소 흡수에 대한 욕구를 상향 조절하고 비축

분이 적당하거나 많으면 장은 영양소 흡수를 하향 

조절한다. 예를 들어 칼슘이 적은 식이를 먹으면 장

에서 칼슘 흡수는 증가한다. 이와 같은 기전은 부

갑상선 호르몬이 중계한 1,25-dihydroxyvitamin D 

합성 자극으로 이루어진다. 분자 수준에서의 조절

은 장관강 내에서 결합한 리간드, 세포표면수용체, 

세포내 운반단백질, 세포내 저장된 단백질, 막을 통

한 이동 에너지의 조절에 의해 나타난다.

콜로이드 형태 미네랄은 흡수를 증강시키는 성질

이 있다. 식품 형태보다는 고형 보충제 형태가 보

다 더 생물학적 이용도가 좋다. 콜로이드는 반투막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할 만큼 크기가 큰 입자 

형태로 분산된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액체나 가스 

부유액에서 남아 있을 만큼 입자 크기가 작아야 한

다. 미네랄 콜로이드는 직경이 1 nm~1,000 nm의 

입자 형태로 액체나 고체 또는 기체 물질에 부유한

다. 콜로이드 입자의 표면적은 매우 크다. 입자는 

전기적으로 전하를 띠고 침전을 막기 위해 안정제

(stabilizing agents)가 첨가되어 있다. 콜로이드의 

광범위한 면적과 전하 부위에서 생물학적으로 활

성을 띤 물질을 잡아끌거나 결합한다. 콜로이드 형

태 미네랄의 또 다른 이점은 결합 물질이 효소 공격

에도 견딜 수 있다는 점이다. 이온 형태의 미네랄

은 미네랄 흡수율에 중요하다. 정제나 캡슐 형태의 

미네랄과 달리 콜로이드 미네랄은 분해나 용해가 

필요 없고, 다만 생화학적 원리에 의해 흡수능이 보

강된다. 액상 보충제에서 미네랄은 이미 녹아 있어

서 즉시 생물학적으로 유용한 형태다. 또한 액상 

보충제는 보통 산성이며 특히 구연산(citric acid), 

아스코르빈산 등이 첨가되어있다. 또한 탄수화물(포

도당, 유산, 폴리올), 아미노산(아르기닌, 라이신), 

검류(gums), 펩타이드, 유화제 등 미네랄의 생물학

적 이용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고형 

비타민-미네랄 제제는 불활성 부형제(excipients; 

비활성 점성물질)를 첨가하여 소화 시 위장 장애를 

막기 위해 완충시키는데, 이것이 미네랄의 생물학

적 이용도를 감소시킨다. 이하, 미네랄 촉진 물질에 

대해 기술한다.

올리고당 

올리고당은 당류의 분류상 단당류가 2~10개 결

합된 당류의 혼합물을 말한다. 설탕, 맥아당, 유당

과 같은 이당류부터 10개 이하 단당류들이 결합된 

당류의 혼합물들은 모두 올리고당의 범주에 속한

다. 올리고당은 단당류의 결합수나 결합방식에 따

라서 많은 종류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물성

과 생리적 기능을 가진다. 올리고당이 칼슘, 마그네

슘, 철과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촉진함이 보고된 바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프락토올리고당이다. 프락

토올리고당의 대사과정에서 생성된 단쇄지방산에 

의해 장내가 산성으로 되어 미네랄 성분의 용해도

가 증가되며 대장 내 흡수가 높아진다는 가설이 있

다. 또한 대장 내 칼슘 운반 단백질인 Calbindin-D9

가 증가하여 칼슘의 장내 흡수를 증가시킨다는 보

고도 있으나 명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 지지 

않았다.

유당과 올리고당은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미네

랄 흡수를 촉진한다(Fig. 5). 우유 안에 함유되어

있는 유당과 사탕수수에 함유되어 있는 당을 원

료로 효소반응을 이용해 만든 올리고당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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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osucrose

Lactose
sucrose

Fig. 5. Structures of lactose and oligosaccharides

당과 올리고당은 장내 유익 균을 대표하는 비피

더스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에 사는 비피더

스균을 적절히 증식시켜 장을 건강하게 하는 작

용을 한다.

Phytase 

밀, 현미 등 곡류에 함유된 효소로써 phytin acid

를 분해하여 미네랄의 흡수를 돕는다.

폴리감마글루탐산

폴리감마글루탐산(poly-g-glutamic acid, g-PGA)

은 발효식품인 청국장에 포함되어 있는 끈적끈적

한 물질로 흡습성이 우수하고 칼슘흡수 촉진제로

써 우유에 첨가된다. 

레반(제품명, 리얼바이오텍사)

레반(β-(2,6) fructose polymer containing β-(2,1) 

branches)은 식물체(청국장, 보리, 밀, 양파, 마

늘) 및 일부 미생물 레반 생산 미생물(Zymomonas 

mobilis, Bacillus subtilis, Rahnella aquatilis, 

Pseudomonas syringae)에서 발견되는 바이오폴리

머(biopolymer)로써 수천 내지 수십만 개의 과당이 

연결된 과당중합체(fructan)이다. 높은 수용성으로 

물에 잘 녹으며 식이섬유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장내 

균총 개선, 면역력 증가 및 미네랄(칼슘, 마그네슘, 

철 및 아연) 흡수를 촉진한다.

리포좀을 이용한 미네랄 흡수

철분공여물질로써 황산철(ferrous sulfate)과 헤

민(hemin)을 사용하고 이를 함유한 리포좀을 이용

하여 철분강화 식품첨가제가 개발된 바 있다. 그러

나 황산철의 산화와 황산철과 헤민으로 인한 리포좀

의 지질산화는 문제가 되어 왔다. 또한 황산철에 의

한 리포좀의 산화 정도는 헤민의 경우보다 낮은 것

으로 관찰되었다. 황산철의 자동산화를 억제하기 위

해 수용성 항산화제인 아스코르빈산(ascorbic acid)

이 첨가되었으나 첨가된 아스코르빈산은 황산철

과 헤민을 함유한 리포좀의 산화를 억제시키지 못

했으며 오히려 황산철에 의한 리포좀의 산화를 촉

진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여기에 지용성 항산

화제인 α-tocopherol을 추가적으로 첨가함으로써 

황산철의 자동산화를 억제하고 헤민과 황산철에 

의한 리포좀의 산화가 억제된 철분 함유 리포좀이 

제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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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Market analysis of the domestic drug delivery systems (단위: 억 원, %)

2005년 2010년 2015년 연평균 성장률
(‘05~ ‘15)

경구형(Oral) 10,436 20,007 37,911 13.8

주사형(Parenteral) 6,750 16,839 41,671 20.0

흡입형(Inhalation) 3,064 6,590 13,786 16.2

경피형 & 삽입형
(Transderma & Implantable)

1,485 3,609 8,460 16.2

총 합계 21,735 47,045 101,828 16.7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시장 동향 및 전망 

약물전달시스템

세계적인 시장정보 제공업체인 Freedonia Group

과 DataMonitor 예측자료로부터 살펴본 세계 약물

전달시스템 기술 시장은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상

이하게 나타나나 2002년도 기준으로 500~600억 달

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두 

조사기관 모두 DDS 시장이 2008년 9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질전달 타입에 따

른 세계 시장은 경구형, 주사형, 폐흡입형, 경피형 & 

삽입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경구형 시장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2003년 270억 달러 시장에

서 2008년 39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누적 연평균 성장률로 살펴본 경구형 DDS 

시장은 1998년과 2003년 사이에는 13.6%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나 2003년과 2008년 사이에는 7.8%

로 시장의 성숙 등 그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

측된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

면 국내 약물전달시스템은 연평균 16%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Table 11). 물질전달시

스템 응용 식품 시장에 대한 정확한 규모나 전망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으나, 최근 식품분야 특히 기능

성식품분야의 성장과 기능성식품소재에 대한 식품

분야에서도 물질전달시스템의 활용이 크게 성장하

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이루

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기능식품

미국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Global Industry사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건강기능식품시장은 

2008년 약 72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오는 2010년

까지 약 1,0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

다.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선진 국가인 미국 및 

유럽, 그리고 일본 시장이 전체 세계시장의 약 90%

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형 중심시장이며 앞으로

도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가들의 시장성장 가능성

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 국가별 

시장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단일 국가 중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 약 290억 달러를 기록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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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Market analysis of the domestic health functional
food (단위: 억 원)

연 도 시장 규모

2005 6,856

2006 7,008

2007 7,235

2008 8,031

(자료: 2008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통계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럽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시장 규모를 기록하고 있

으며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 시장이 전체 유럽 시장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독일의 기능성 식품 시장은 

2010년 기준 약 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개발 도상국가들은 소득 수준이 증가

함에 따라 점차 건강 관련 기능성 및 편의 식품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의 기능성 식품 시장은 

매년 약 6~10%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도 세

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의 소

득 수준 향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

이 매우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내 시장을 살펴보면 2008년 한국건강기능식품

협회의 ‘2008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통계자료’
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05년에 

6,856억 원, 2006년에 7,008억 원, 2007년에 7,235억 

원, 2008년에 8,03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Table 12).

2007년 774억 원의 매출에 그쳤던 개별인정형 

제품은 2008년에 1,186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무려 

54.5%나 증가했다. 또한 생산 실적은 2007년에 

2006년의 89억 원 대비 무려 세 배 가까이 신장한 

264억 원을 기록했다. 개별인정 건수 및 매출 기록 

건수도 지난 2004년에는 인정 건수 9건에 매출 기

록 건수 0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인정 건수 97건

에 매출 기록 건수도 20건이나 되어 그 신장세를 

가늠할 수 있다. 향후 개별인정형 제품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체내 생리활성물질 이용률 증진을 위한 기술개

발은 체내 물질전달시스템의 개발과 이를 평가 및 

분석할 수 있는 in vitro 소화 simulation 모델에 대

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체내(경구용) 물질전달시

스템은 제약 및 화학회사를 중심으로 분산성 개선, 

캡슐화 또는 코팅, 나노 입자화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서방출 및 조절 방

출뿐만 아니라 소장 등 특정 부위에서 흡수율을 증

진시키거나 억제시키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

다. 이 분야는 어느 한 기업 또는 연구기관이 기술

적으로 크게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

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또한 이 분야는 약물개발 및 기능성 

식품의 개발 등에 중요한 기술로써 이용되고 있으

므로 향후 신기술의 확보를 위한 관심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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