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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DL-lactide-co-glycolide) 공중합체의 합성과 그 응용 (I).
P이y(DL-lactide-co-glyc이ide)(80:20) 공중합체를 이용한 Clonazepa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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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L-Lactide와 glycolide로부터 공중합체 poly(DL-lactide-co-glycolideX80:20)<- 합성하였다. 합성된 공 

중합체에 소수성 약물인 clonazepam을 함유하는 미소구체를 제조하여 약물전달시스템 제제로서 응용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미소구체로부터 약물방출실험은 pH 7.4 phosphate buffer solution 37.0±0.05。(2에서 시행하였다. 미 

소구체로부터 약물이 선형적으로 방출된 시간범위는 고분자와 약물의 무게비가 20:40(mg)인 경우는 51일 이었 

고, 20:20과 40:20(mg)^ 비율의 경우는 각각 41일, 29일로 미소구체 제조시 약물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방출 

시간 또 한 길어짐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실험의 diafiltration법에 의해 균일한 크기의 미소구체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약물은 조절 방출형 pattern을 보여 약물전달시스템 제제로의 응용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Poly(DL-lactide-co-glycolide) (80:20) was synthesized from DL-lactide and glycolide, and the 
copolymers was made to micelles containing clonazepam for drug delivery system. The release experiments of 
the drug from micelles were operated at pH 7,4 phosphate buffer solution 37.0±0.05 °C. The linearly-releasing 
time ranges of the drug from micelles prepared with the copolymer/drug weight ratio of 20:40, 20:20, and 40:20 
(mg) were 50, 41, and 29 days, respectively. So the linearly-releaseing time of drug showed the order of micelles 
20/40 > micelles 20/20 > micelles 40/20. In short, the formulation allows polymeric micelles to suppress the burst 
effect of the drug release mechanism, which led to the controlled release pattern and the possibility of drug de
livery system for veinous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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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상품화되어 있는 플라스틱은 대부분 분해되 

지 않는 반영구성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 

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생분해성 고분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心 생분해성 고분자가 범 

용 고분자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 기계적 물성, 내구 

성, 생산 단가, 생산성 및 생분해성 효율 등의 해결 

해야 할 난점들이 있으나, 제약 및 의료분야에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임이 입증되어 그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다.4

제약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첨단산업 임에 

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선진 

국가들의 기술 보호주의와 시장 개발로 인해 매우 어 

려운 실정이다. 신약개발은 개발시 많은 이익을 보장 

하나, 재정적 투자의 부담이 크며, 오랜 시간을 요구 

한다. 불행하게도 국내 제약업계 및 연구기관들은 이 

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경제성, 개발 시스템, 판매능력 등의 한 

계를 고려할 때, 약물전달시스템 (drug delivery sys

tem, DDS)의 개발은 매우 그 전망이 밝다 하겠다. 왜 

냐하면 DDS를 이용한 제품개발은 일단 이미 안전성 

과 효력이 입증되거나 약물의 장단점이 파악된 약물 

을 사용하므로 독성으로 인하여 개발중도에 포기해 

야 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benzodiazepam계 약물은 정신 

및 자율신경발작, 불안증세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치료에 요구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장 

기간 복용으로 인한 약물의 과잉투여는 인체에 심각 

한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약물의 오용으로 인한 약물의 의존성을 막기 위해 

법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benzodiaze- 

pam계 약물이 통상적인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실 

정에 있으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짧은 체내 반 

감기 및 과잉 혈중농도로 인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적당량의 투여와 장 

시간에 걸쳐 유효혈중농도를 유지시키는 DDS를 이 

용한 약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7

본 연구에서는 DL-lactic acid와 glycolic acid 에 촉 

매 Sb?。：?을 사용하여 환상 (cyclic diester)의 DL-lac- 

tide와 glycolide를 합성하였다. 이들 monomer로부 

터 poly(DL-lactide-co-glycolide)(80:20)(°] 하 DL- 

PLG(80:20)라 칭함) 공중합체를 합성&하여 물리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렇게 합성된 공중합체에 소수 

성이 강한 약물인 clonazepam을 함유하는 미소구체 

를 제조하여 DDS 제제로의 그 응용 가능성을 고찰 

하였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Glycolic acid(GA)(70 wt.%), DL- 

lactic acid(DL-LA)(85 wt.%), 등은 Aldrich Chem. 

Co.의 특급시약을, stannous octoate는 Sigma Chem. 

Co.의 특급시약을, antimony trioxidRSbzQ；)은 Jun- 

sei Chem. Co.의 1 급시약을 사용하였다. 시용기기로 

는 FT-NMR spectrophotometer(Bruker AC-300F, 300 

MHz),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Mettler Co. 

DSC 30), GPC column(Shhnazu GPC-800 series), sur

face interface tensiometer(Kyowa CBVP-A3), UV- 

spectrophotometer(Shimazu 2101 PC)등을 사용흐)였다.

이ycolide 및 DL-lactide의 합성.' GA 100 g과 

Sb2O3 1.1 g을 삼구플라스크에 넣고 질소기류하에서 

120 °C로 2시간동안 탈수반응시킨 후 온도를 180 °C 

까지 높이고 5 mmHg에서 6시간 반응시 켰다. 그 다 

음 반응기내의 온도는 250-260°C, 5 mmHg에서 반 

응시켜 연한 노란색의 부산물을 포함하고 있는 

glycolide를 얻었다. 생성물을 chloroform과 ethyl ace- 

tate로 재결정한 다음 동결건조하여 순수한 백색의 

glycolide를 얻었다. DL-Lactide의 합성도 glycolide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성하여 순수한 백색의 DL-lactide 

를 얻었다.

DL-PLG(80:20)2| 합성.DL-Lactide 8.0 g, gly

colide 2.0 g, lauryl alcohol 0.1 g 및 stannous octoate 

0.3 g을 삼구플라스크에 넣고 질소기류하에서 200 

°C로 하여 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얻어진 생성물을 

ethyl acetate-petroleum ether 혼합용매 에서 추출한 후 

동결건조하여 DL-lactide와 glycolide가 80:20로 합성 

된 DL-PLG(80:20)를 얻었다(Scheme 1).

미소구체의 제조. DL-PLG(80:20) 20 mg과 소수 

성 약물인 clonazepam 40 mg을 실온에서 DMF 4 

mL에 용해시켰다. 이 약물이 녹아 있는 고분자용액 

을 cellulose tube에서 증류수에 침지시켜 24시간 동 

안 투석한 후 동결건조하여 DL』LG(80:20)와 약물 

의 무게비가 20:40(mg)인 미색의 미소구체 20/4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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无览q”負。」皿一。丄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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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DL-lactide-caglycolide)(80:20)
Scheme 1. Synthetic route of poly(DL-lactide-co-glycolide)(80:20).

얻었다. 미소구체 20/20 및 4이20도 동일한 방법으로 

DMF 4 mL에 녹여 제조하였다.

약물방眷실험. 미 소구체 4 mg을 37.0± 0.05 °C의 

조건■으로. pH 7.4 phosphate buffer solution(PBS)에서 

100 rpm의 속도로 교반시켜 방출실험을 하였다. 미 

소구체로부터 방출된 clonazepam을 포함하고 있는 

PBS 방출액은 일정한 시간마다 취하고 즉시 새로운 

동량의 pH 7.4 PBS를 넣어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시 

켰다. 채취된 시료는 millipore filter(pore size 0.2 gm) 

를 통과시킨 후。\备卩81101)11弟011心页를 이 용하여 

최 대 흡수파장 306 nm에서 pH 7.4 PBS를 대조로 하 

여 그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미리 작성된 검량선 

으로부터 방출된 약물을 정량하였다. 방출량은 3회 

이상 실험을 실시하여 얻은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미소구체의 약몰함유량 측정. 미소구체 10 mg을 

methylene chloride 5 mL에 용해시 킨 후 과량의 메탄 

올에 넣은 다음 교반시켜 고분자를 침전시켰다. 침 

전된 고분자를 여과제거한 후 메탄올을 증발시켜 

clonazepam이 용해되어 있는 용액 10mL을 만들었 

다. 이 용액을 UV-spectrophotomater로 최대 홉수파 

장 306nm에서 그 홉광도를 측정하여 미리 작성된 

검량선으로부터 loading된 약물을 정량하여 약물의 

loading양을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Monomer와 공중합체의 구조확인. DLLA로부터 

합성된 환상(cyclic diester)의 DL-lactide 는 'H-NMR

(A)

Fig. 1. *H-NMR(A) and 13C-NMR(B) spectra of DL-lac- 
tide in CDC13.

에서 methyl group(-CH3)내의 3개의 수소가 1.66-1. 

69 ppm부근에서, methenyl group(三 CH)내의 1 개 수 

소가 5.03-5.10 ppm부근에서 흡수피크를 보였다. 또 

한 %-NMR에서 -CH3내의 탄소가 15.80 ppm에서, 

三 CH내의 탄소가 72.25 ppm에서, ester group(-(C= 

0)0-)내의 탄소가 167.75 ppm에서 흡수피크를 보여 

DL-lactide의 monomer가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Fig. 1). DL-Lactide의 수득율은 45.2%였으며, 

녹는점은 98 °C(DSC peak temperature; 10°C/min)로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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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A)

Fig. 2. 1H-NMR(A) and 13C-NMR(B) spectra of glycol
ide in DMSO서&

문헌값8과 일치하였다.

GA로부터 합성된 환상의 glycolide는 白-NMR 에 

서 methylene group(=CH2)내의 2개의 수소가 5.05 
ppm에서 흡수피크를 보였다. 또한 "c-NMR에서 

=CH2내의 탄소가 65.46 ppm부근에서, -(C=O)O-내 

의 탄소가 165.48 ppm에서 흡수 peak를 보여 glycol- 

ide의 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Glyoolide의 

수득율은 45.0%였으며, 녹는점은 83°C(DSC peak 

temperature; 10°C/min)로 문헌값과 일치하였다.

DL-PLG(80:20) 공중합체는〔H-NMR 스펙트럼 수 

소면적비가 -CH3에 의해 1.55-1.61 ppm 부근에서 나 

타난 흡수피크와 =CH2에 의해 4.72-4.87 ppm 부근 

에서 나타난 흡수피크가 monomer의 합성비율과 같 

이 적분면적비가 80:20의 비율이었고, "C-NMR에서 

-CH3내의 탄소가 16.67 ppm에서, =CH2내의 탄소가 

60.80 ppm부근에서, 三CH내의 탄소가 68.99-69.17 

ppm부근에서 흡수피크를 보였다. 그리고 glycolide 

단위에 의한 -(C=O)O-내의 탄소가 166.43 ppm에서, 

DL-lactide 단위에 의한 -(C=O)O내의 탄소가 169.31 

ppm에서 흡수피크를 보여 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헌 값&에 의하면 chloroform, methylene chlo

ride 등에 poly lactide는 녹으나 poly glycolide는 녹 

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용매 조사 결과 DLPLG 

(80:20)가 녹는 것으로 나타나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1998, Vol. 42,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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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H-NMR(A) and 13C-NMR(B) spectra of poly 
(DL-lactide-co-glycolide) (80:20) in CDCI3.

수 있었다(Fig. 3).
믈리적 특성. DSC를 이용한 DL-PDG(80:20)의 

유리전이온도(孔)는 48 °C였으며, 고유점도 [마는 용 

매 chloroform에 녹여 Ubbelohde 점도계로 측정한 

결과 1.095 dl/g였으며, 용매 THF에 녹여 GPC 
column에서 측정한 평균분자량(MQ은 1.12X 10,이 

었다.

약물전달체로 사용되는 DL>PLG(80:20)는 DL-lac- 

tide와 glycolide의 비율이 25~75%가 방출의약용으 

로서 적당하다는 보고m가 있어 이에 근접한 비율을 

갖는 중합체를 합성하였다. 또한 고분자 약물전달체 

가 분자량이 높을수록 약물 방출 지연 시간이 길어 

질것으로 생각되어 가급적 높은 분자량을 갖는 고분 

자를 합성하고자 하였으나, 체내에서의 분해되는 시 

간과 일반적으로 약물전달체로 사용하는 고분자는 

평균분자량이 100000에서 크게 넘지 않는 점을 고려 

해서 너무 분자량이 높지 않도록 합성하였다. Mono- 

mer와 촉매의 비를 1000/l(w/w)으로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130 °C와 160 °C로 24시간 반응시켰다. 전자 

는 수율이 97.3%이었고 는 135000정도 였으며, 

후자는 수율이 94.6%이었고 讯는 244000 정도였다. 

본 실험에서는 생체 내에서 분해 제거되는 시간을 

고려 해 100000 정도의 분자량을 갖는 고분자를 합성 

하고자 반응시간을 4시간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mo

nomer^]- 촉매의 비를 100/3(w/w)으로, 반웅온도를 

200°C로 증가시킨 결과 讯는 112000 정도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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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micelles pre
pared with the weight ratio 20:40(A), 20:20(B), and 40: 
20(mg)(C) of poly (DL-lactide-co-glycolide) (80:20) and 
clonazepam.

수율은 93.3%였다. 결과적으로 중합반응의 조건변 

화 즉, 분자량 분포감소, 분자량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stannous octoate 촉매, 반응온도, 반응시간 

등에 의해 원하는 분자량을 갖는 중합체를 얻을 수 

있어 반응제어가 가능하였다.

Table 1. The linearly-releasing time ranges, size ranges, 
and loading dosages of micelles (20/40, 20/20, and 40/20)

Copolymer*/ Loading 
dosage(%)

Linearly-releasing 
time range (day)Drug (mg) 53

20/40 0.6~L2 28.2 50
20/20 1.0-1.7 23.4 41
40/20 1.2-1.9 25.6 29

poly (DHactide-co-glycolide) (80:20).

미소구체의 morphology 확인. DL-PLG(80:20)로 

제조된 미소구체의 형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scan

ning electron microscope(SEM)Q로 확인한 결과를 

Fig. 4와 Table 1에 나타내었다. DL-PLG(80:20)와 소 

수성 약물인 clonazepam의 혼합 무게비가 20/40(mg) 

인 미소구체 20/40은 0.6~1.0|im, 20/20(mg)인 미소 

구체 20/20은 1.0-1.7 gm, 40/20(mg)인 미소구체40/ 

20은 1.2-1.9 呻 정도의 크기로 균일한 크기를 갖고 

있다. 약물의 함량비가 많아짐에 따라 미소구체의 

크기가 작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투석 

막 속의 고분자 주변의 약물의 농도증가가 보다 큰 

size를 갖는 미소구체를 만드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 

이며, 고분자의 함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크기가 증 

가하는데 이는 고분자 용액의 농도 증가가 이웃하는 

다른 고분자와 거리가 보다 가깝게 하고 약물의 농 

도는 낮아져 미소구체를 제조하는데 약물이 상대적 

으로 적은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DL-PLG(80:20)fe 이ycolide 단위가 고분자 주쇄에 

불규칙하게 분포하여 PLA 자체보다 lactide의 methyl 

group이 적어지므로 PLA 보다 화학적으로 친수성을 

띄게 된다. 그 소수성의 정도 차이에 의해 계면활성 

제와 같은 거동을 보여 미소구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 

으로 사료된다.

DLPLG(80:20)의 임계미셀농도(critical micelle con

centration, CMC)값;은 surface interface tensiometer로 

실온에서 백금판을 人］용하여 전보9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공중합체의 CMC 값은 여러가지 농도에 

서 chloroform과 물 사이의 접촉면에서의 표면장력에 

의해서 얻어진 변곡점으로부터 산출하였다. Chloro- 

form과 물 사이의 접촉면에서의 표면장력에 의해서 

얻어진 변곡점으로부터 산출한 결과 0.046 mg/mL 
(4.10X 10~7 mole)이 었다(Fig. 5).

약물방肯 륙성. Fig. 6, 7, 8은 본 실험에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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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ts interfacial surface tension against con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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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CHCh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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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rom micelles prepared in the ratio 20:40 of poly(DL-lac- 
tide-co-glycolide) (80:20) and clonazepam.

된 미 소구체 로부터 의 약물방출거 동을 약물방출량 

대 시간의 제곱근(M)에 대해 plot한 것이다. 미소구 

체 20/40인 경우에 약물의 무게 퍼센트는 28.20%였 

으며, 미소구체 20/20인 경우는 23.40%, 미소구체 

40/20인 경우는 25.58%를 보였다(&况e 1). 이 결과 

에 의하면 미소구체 20/40이 미소구체 20/20보다 많 

은 약물의 함유량을 보였다. 따라서 미소구체 제조 

시 고분자에 대한 약물의 비율이 높아지면 미소구체 

에 함유된 약물의 함유량 증가하나 약물 손실량 또 

한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투석막 속의 약물의 농 

도 증가로 인하여 약물 함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4(너 Z

트 2 이 亠/

0 丫 I I---------- 1---------- 1---------- 1---------- 1---------- ]----------1

012345678
Time (day)'"

Fig. 7. In vitro release of drug versus square root time 
from micelles prepared in the ratio 20:20 of poly(DL-lac- 
tide-co-glycolide) (80:20) and clonaze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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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 vitro release of drug versus square root time 
from micelles prepared in the ratio 40:20 of poly(DL-lac- 
tide-co-glycolide) (80:20) and clonazepam.

사료된다. 또한 미소구체 40/20이 20/20보다 많은 약 

물의 함유량을 보였다. 따라서 약물에 대한 고분자 

비율이 높아지면 미소구체에 함유된 약물의 함유량 

이 증가하고 약물 손실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약물전달체인 DLPL(X80:20)의 함 

량이 많아져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장시간 동안 

약물이 투석막 속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 

문에 약물의 함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pH 7.4인 PBS를 이용한 in vitro 약물전달시스템 

에서 DL-PLG(80:20)는 균일분해가 일어난다. 즉 미 

소구체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수화, 팽윤, 절단의 

단계가 진행된다. 따라서 약물은 표면침식보다는 확 

산에 의해 방출되는 거동을 보인다. 미소구체 20/ 

40으로부터 소수성 약물이 선형적으로 방출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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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간범위는 50일이고 미소구체 20/20과 40/20인 

경우는 각각 41일, 29일의 지연시간을 보였다. 따라서 

미소구체 제조시에 고분자에 대한 약물의 비율이 증 

가함에 따라 방출 지연 시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미소구체 20/40에서 선형적으로 방출된 약 

물 퍼센트는 94%, 미소구체 20/20과 40/20인 경우는 

각각 94%와 96%였다. 시간의 제곱근(")에 대한 약 

물방출량의 증가가 직선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미 

소구체로부터의 약물방출이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하 

며, 또한 조절 방출형에서 요구되는 sustained release 

pattern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본 실험에서 DL』LG(80:20) 미소구체 

에 대한 diafiltration법의 시도는 기존의 방법과 비교 

하여 보다 용이하고, 비교적 균일한 크기의 미소구 

체를 제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물의 초기 과잉 

방출을 억제하고 방출시간을 지연시키는 미소구체 

이므로 정맥주사용 DDS 제제로 그 응용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L-lactic acid와 glycolic acid에 촉 

매 SbQ；)을 사용하여 환상의 DL-lactide 와 glycolide 

를 합성하였다. 이들 monomer로부터 DL-PLG(80: 

20) 공중합체를 합성하여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였 

다. 합성된 공중합체를 이용하여 소수성이 강한 

clonazepam 약물을 함유하는 미소구체를 제조하여 

DDS 제제로의 그 응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미소구체로부터 약물이 선형적으로 방출지연된 시 

간범위는 미소구체 20/40인 경우가 50일이고, 미소구 

체 20/20과 40/20인 경우는 각각 41일, 29일로 미소구 

체 제조시 고분자에 대한 약물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 

라 약물방출 제어시간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dia句tration법에 의한 미소구체 제조 

의 새로운 시도는 기존의 방법보다 쉬울 뿐만 아니 

라, 균일한 크기를 갖은 미소구체의 제조가 가능해 

정맥주사용 DDS 제제로 그 응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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