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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a sustained release implantable formula of bovine

somatotropin (SRIF-BST) and to examine its sustained release effect. The SRIF-BST was produced by

coating a solid pellet, which was comprised of BST and an excipient, made of a biodegradable polymer

and poloxamer, which are capable of regulating the rate of BST release. The coated membrane of SRIF-

BST was observed with a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he thickness of the coated

membrane was approximately 1 µm, and the pore sizes of the coated membrane surface were below 10

µm. In dissolution test, the release duration of the SRIF-BST maintained for 10 days, whereas the release

duration of the control BST formula maintained for 3 days. In weight gain assay and tibia test of

hypophysectomized rats, the release duration of the SRIF-BST treated group was 12 days and the net weight

gain was 53.16 g, also the tibia length and strength of the SRIF-BST treated group was increased 10.5%

and 23.1% compared with those of the control group,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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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세기 후반부터 발달되기 시작한 생명 과학 기술은

재조합 DNA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체내 분비 물질들을

인위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이

발달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체내 분비 물질들은 대상 장

기를 이용해 추출하여 극미량 밖에 얻을 수 없었다. 그

러나 재조합 DNA 기술이 발달되므로 체내 분비 물질

들은 효모나 대장균과 같은 미생물에 필요한 유전자를

삽입시키는 조작을 거쳐, 발효 및 정제 과정을 수행하여

대량으로 체내 분비 물질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3,

18, 19, 21].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되어 널리 이용되

고 있는 생체 활성 물질 중에 하나가 somatotropin이다.

체내에 존재하는 somatotropin은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growth hormone releasing factor에 의해 뇌하수체에서 분

비되고, 아미노산이 약 190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22,000 dalton의 비교적 큰 분자량을 갖는 polypeptide

호르몬의 일종이다 [5]. 이런 somatotropin의 특성 때문

에 생체 내에서 약물의 반감기가 짧아 원하는 효과를 얻

으려면 빈번하게 somatotropin을 투여해야 하는 번거로

움이 있다. 그러므로 somatotropin을 보다 쉽고 편하게

적용하려는 연구가 폭 넓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

전 공학적 기법과 함께 drug delivery system 분야가 발

전되어, 매일 투여하는 약물을 서방출성 제형으로 제조

하여 체내로 투여하므로 약물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동

물에게도 매일 투여할 경우보다 투여에 따른 고통을 감

소시키므로, 수의학 분야에서 somatotropin의 서방출성

제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7, 10].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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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최근에 약물 전달 시스템 분야에서 널리 사

용되고 있는 생체 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코팅 막을

형성시키므로 somatotropin의 방출을 제어시켰다. 이렇

게 제조된 somatotropin 제형을 검증하기 위해 용출 시

험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뇌하수체 제거 랫드를 이용하

여 생물학적 효과도 검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서방출성 somatotropin 이식 제형의 제조 

Bovine somatotropin(BST) 용액을 동결 건조하여 분말

형태로 제조하였다. 분말 형태로 제조된 BST는 polyeth-

ylene glycol 8000(PEG)과 4 : 1 비율로 혼합하였다. 이렇

게 혼합된 BST-PEG 분말 5 g을 50 ml의 conical tube에

넣고, 두 분말을 균질하게 혼합시키고 물성을 치밀하게

할 목적으로 직경 3 mm의 stainless steel ball을 사용하

여 vortex mixer에서 혼합과 분쇄 과정을 수행하였다. 제

조된 혼합물 25 mg을 정량하여 타정기(EK-0; Erweka,

Germany)를 이용하여 직경이 3 mm, 길이가 3.5 mm인

펠렛을 직타법으로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펠렛은

poly L-lactide(Inherent viscosity 0.99 dl/g in CHCl3)와

pluronic F-68로 코팅 용액을 제조하여 Hi-coater(HCT-30;

Freund, USA)를 사용하여 코팅하였다. 제조된 제형은 코

팅막을 확인하기 위해 표면과 절단면을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JSM-6340F; JEOL, Japan)로

관찰하였다. 

서방출성 somatotropin 이식 제형의 in vitro release

test

표준 용액 제조 및 직선식 산출 방법: BST 분말 20

mg을 정확히 정량하여 용출 시험 용매인 phosphate buffer

saline(PBS) 용액(pH 7.4) 10 ml에 녹인 후(2 mg/ml), 2배

(1 mg/ml), 4배(0.5 mg/ml), 8배(0.25 mg/ml), 20배(0.1 mg/

ml)로 희석하여 파장 28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농도와 측정된 흡광도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표준

용액의 직선식을 구하였다.

As = aCs + b

이 식에서 Cs는 제조된 표준 용액의 농도, As는 표준

용액 Cs 농도에서의 흡광도, a와 b는 회귀 직선에서 구

해진 상수 값이다.

서방출성 somatotropin 이식 제형의 용출 시험 및 계

산 방법: 위와 같이 제조된 서방출성 BST 이식 제형과

대조 제형으로서 생체 분해성 고분자를 코팅하지 않은

이식형 BST 제형을 비교하여 실험하므로 코팅에 따른

서방출성 효과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 제형들 2개씩

을 6개의 40 ml 유리 용기에 각각 넣고, PBS용액 15 ml

을 가하고 37도로 고정된 항온 교반조(Model G76D;

New Brunswick Scientific, USA)에 넣어 100 rpm으로 회

전하면서 일정 시간마다(8시간, 1일, 2일, 3일, 7일, 10

일, 14일) 각 용기에서 검액 10 ml을 취한 후, 검체 용기

에 PBS 용액을 취한 양 만큼씩 즉시 보충해 주었다. 채

취한 검액은 0.45 µm 필터를 사용하여 여과한 후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검액의 농도는 위에서 구해진 표준 용

액의 직선식을 이용하여 검액의 농도(Ct)를 구하였다.

즉, As = aCs + b일 때 검액의 농도 Ct는 검액의 흡광도

(At)로 부터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Ct = (At − b) / a

한 sampling 시점에서 다음 sampling 시점까지의 방출

누적량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시간 t까지의 방출 누적량) = (시간 t에서의 농도) × 15

+ Σ(t-1에서의 농도) × 10

여기에서 시간 t는 sampling한 시점이며, t-1은 시간 t

보다 한 이전 시점을 의미한다. 시간 t에서의 % 방출 누

적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방출 누적량 % = (t 시점의 방출 누적량 / 40 mg ) × 100

이렇게 해서 얻어진 각 sample의 방출 누적량 %을 평

균하였다. 서방출성 BST 이식형 제형과 코팅 되지 않은

대조 제형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Student’s t-test로 검

증하였다.

서방출성 somatotropin 이식 제형의 in vivo release

test

체중 80-100 g 내외의 암컷 Sprague Dawley 랫드 40

마리를 parapharyngeal method로 뇌하수체를 제거하였

다. 뇌하수체 제거 수술 2주일 후에 랫드들의 연속 3일

간에 체중을 측정하여 체중의 증가가 3 g 이내 인 것 12

마리 만을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랫드들은 무작

위로 6마리씩 두 군으로 분리하였다. 한 군에는 서방출

성 BST 이식 제형을 투여하기 위해 하복부 피부를 1

cm가량 절개하여 랫드 당 서방출성 BST 이식 제형 25

mg을 피하에 삽입하였고 봉합하였다. 수술이 끝난 랫드

는 물과 사료를 자유로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머지 다른 한 군의 랫드 6마리는 위와 같은 수술 과정

을 거친 후, BST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PEG pellet을 투

여하여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체중은 투여 개시일부

터 개시 후 14일까지 매일 오전 10-11시 사이에 측정하

였다. 투여 후 14일째에는 체중을 측정한 후, tibia tes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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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기 위해 투여군과 대조군 랫드 12마리 모두를 CO2

가스로 안락사 시킨 후, 후지를 절개하여 주위 근육 조

직을 제거하고 tibia를 채취하여 Digimatic gauge

(Mitutoyo Corporation, Japan)를 사용하여 tibia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또한 tibia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Material

testing machine(Materialprüfung Z010; Zwick, UK)을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삼전 파손법으로 tibia의 골

절 강도를 측정하였다. 파손 조건은 지지대의 간격을 2

cm로 고정시켰으며, tibia의 골두 부위를 오른쪽 지지대

에, 골단 부위를 왼쪽 지지대에 위치시켰으며, 파손 추

의 속도는 2 mm/min으로 진행시켜 tibia의 파손 강도를

구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투여군의 값들을 대조군의 값

들과 유의성 검정을 위해 Student’s t-test로 검증하였다.

결 과

서방출성 somatotropin 이식 제형의 전자 현미경

관찰 

Fig. 1-3은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을 이용하여 서방출성 somatotropin 이식 제형의 단면과

표면을 촬영한 것으로, Fig. 1은 250배로 관찰하여 내부

내용물을 싸고 있는 코팅막을 전반적으로 관찰한 것이

다. Fig. 2는 배율을 10,000배로 높여 코팅막의 두께를

관찰한 결과 약 1 µm정도로 나타났으며, Fig. 3은 코팅

막의 표면을 배율 1,000로 촬영한 것으로 약 10 µm 이

하의 pore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서방출성 somatotropin 이식 제형의 in vitro release

test 

Fig. 4는 서방출성 somatotropin 이식 제형의 in vitro

release test 값을 환산하기 위한 standard curve와 추세선

의 방정식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 직선식을 이용하여 서

방출성 somatotropin 이식 제형의 release 값은 Fig. 5에

나타냈다. 이 결과에서 코팅이 실시되지 않은 대조 제형

은 2일 내에 약물의 대부분이 용출되고, 3일이 경과되

면 완전히 약물이 용출된 반면에, 코팅된 서방출성

somatotropin 이식 제형은 10일까지 거의 일정하게 약물

이 방출되었다. 그리고 두 군간에 유의성을 검정해 본

결과, 실험 전 기간인 14일 동안 두 군간에 같은 시점에

서는 p < 0.05 유의 수준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서방출성 somatotropin 이식 제형의 in vivo release

test

Fig. 6은 뇌하수체 제거 랫드에서 서방출성 somato-

Fig. 1.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appearance on

the section of sustained release implantable formula of

somatotropin (×250).

Fig. 2.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appearance on

the section of sustained release implantable formula of

somatotropin (×10,000).

Fig. 3.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appearance on

the surface of sustained release implantable formula of

somatotropin (×1,000).



30 김 남 중

tropin 이식 제형 투여군과 대조군의 weight gain assay를

나타낸 그래프로서, 뇌하수체 제거 랫드에서 지속 효과

는 약 12일 정도로 나타났으며, 생물학적 효력을 나타내

는 증체량은 투여 14일 후 투여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53.16 g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또한

Table 1은 골의 성장 및 강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두 군의 tibia를 채취하여 길이 및 강도를 측정한

결과로서, tibia의 길이는 투여군과 대조군 간에 약 10.5%

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5), 또한 강도

에서도 23.1%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고 찰

다른 단백질 약물들처럼 somatotropin도 일종의 단백

질 약물이므로 체내에 투여 시 경구로 투여하면 소화 효

소에 의해 펩타이드나 아미노산으로 분해 흡수되어 활

성을 잃어버리므로 주사로 투여하여야 한다. 또한 반감

기가 짧아 일일 1회 이상 주사하여야만 바라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somatotropin과 같은

단백질 약물들은 대부분의 실험에서 약물을 매일 주사

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5]. Somatotropin도 대상 동

물에 적용하기에 앞서 실험실적으로 생물학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랫드를 사용해 매일 주사하여

증체 효과를 측정하므로 somatotropin의 활성을 확인하

고 있다 [3, 8, 17].

그러나 somatotropin을 동물에 매일 투여하기에는 많

은 불편한 점이 있고, 특히 산업 동물에서는 매일 투여

하여 경제적 가치를 얻기에는 너무 많은 노동력이 요구

되므로 drug delivery system의 한 분야인 지속성 제형

Fig. 4. The standard curve and regression equation for

dissolution test.

Fig. 5. Dissolution test observed in vitro test. Data

represented as closed squares were obtained from the SRIF-

BST. Open squares were obtained from the uncoated pellet

without biodegradable polymer.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6 samples in each

group. All values of SRIF-BS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s of the uncoated pellet at the same time

(p < 0.05).

Fig. 6. Weight gain observed in hypophysectomized rats.

Data represented as closed squares were obtained from

SRIF-BST. Open squares were obtained from placebo

implantation.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 and

standard errors of 6 rats in each group.

Table 1. Tibia test in hypophysectomized rats (mean ± SD)

Control group Treated group

 Length (mm)

 Strength (kgf)  

29.4 ± 1.31*

2.89 ± 0.22*

32.5 ± 1.20*

3.56 ± 0.28*

*The treated 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both the length and the Strength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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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분야를 연구하게 되었다. 이런 분야의 첫 시도는

1990년대 식물성 오일과 겔화제 등을 이용한 유성의

somatotropin 지속성 주사 제형이 연구되었다 [6, 12]. 이

런 유성의 somatotropin 지속성 주사 제형은 체내에서

초기 방출 효과(burst effect)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약물

을 일정하게 방출하지 못하므로, 용량에 의존하여 효과

를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15, 20].

또한 유성의 somatotropin 지속성 주사 제형은 지속 효

과도 3일에서 1주 정도로 짧게 나타나고 있다. [4, 9] 

그러므로 somatotropin의 지속 효과를 더 길게 유지하

면서 용량을 일정하게 분비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

되었는데, 이런 연구들에서는 Alza사에서 개발한 일정

용량 방출(zero order release)시키는 기구인 osmotic

pump(Alzet model 2ML2)를 이용하여 랫드에서 somato-

tropin의 지속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수행되었

다 [1, 2]. 또한 osmotic pump에 돼지 somatotropin을 사

용하여 증체 및 사료 효율 검증 실험을 실시하였다 [14,

22]. 그러나 이런 기구들은 외과적 수술로 이식시키고

제거해야 하고, 약물 값보다 osmotic pump의 값이 워낙

고가라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서방출성 somatotropin 이식 제형은

이런 방출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pore를 형성시킨 생체

분해성 고분자를 사용하여 코팅 막을 형성하여 방출을

제어시켰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생체 분해성 고분자 poly-

lactide는 흡수성 봉합사, 골절 치유를 위한 membrane,

골절을 고정하기 위한 구조물 등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물질로서 최근에 응용 범위를 넓히려는 연구들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 물질이다 [11, 16].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서방출성 기술은 수술적 방법에 의한 제거

가 필요 없고, 1주 에서 2주 정도의 비교적 긴 효과를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서는 본 연

구에서 개발된 서방출성 somatotropin이식 제형을 대상

동물에 적용하므로 수의 임상적 활용 가치를 평가할 필

요성이 대두된다.

결 론

본 연구는 somatotropin과 생체 분해성 고분자 물질들

을 이용하여 서방출성 이식 제형을 제조하여 지속 효과

를 검증하고자 실시하였다.

제조된 제형을 scanning electron microscope로 관찰한

결과 코팅막의 두께는 약 1 µm이었고, 표면에는 약 10

µm 이하의 수많은 pore들이 형성되었다.

용출 실험 결과 서방출성 somatotropin 이식 제형은

10일 정도의 지속 효과를 나타낸 반면, 코팅하지 않은

대조군 제형은 3일 정도의 지속 효과가 나타났다.

뇌하수체 제거 랫드를 이용한 weight gain assay와

tibia test에서는 서방출성 somatotropin 이식 제형의 지

속 효과는 약 12일 정도를 나타났으며, 생물학적 효력

을 나타내는 증체량은 투여 14일 후 투여군과 대조군

의 차이는 53.16 g으로서 유의성(p < 0.01)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골의 성장과 강도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한 tibia test 결과에서 길이와 강도는 투여군과 대조군

간에 약 10.5%와 23.1%로 유의성 있는 차이(p < 0.05)

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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