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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 북: 항암약제의 마이크로캘슐화에 관한 연구

II. 연구의 목척 및 중요성

Chemoembolization은 항암화학요법쩨와 함께 잭천물절율 종

양에 영양융 공급하는 풍백 내에 투여함으로써， 종양혈판의 펴l잭

뿐 아니라 Tumor - Drug Contact Time율 중가시켜주며 Anoxia로

인하여 조직의 Permeability률 증가시켜준다. 이러한 방법은 정

량척인 투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색천물질로 인한 조직의 반웅으

로 인하여 혈관이 막힐 수가 있어 반북적인 시술이용이하지 못하

다는 단점이 있다.

정해진 용량의 항암화학요법제룰 포함하고 있는

Microcapsule이 정해잔 기간동안 약제률 Release한 후 생체 내에

서 분해가 된다면， 정량척인 방법의 Chemoembolization이 가능하

여질 뿐만 아니라 재차， 삼차에 걸친 시술도 가능하여 질 것이

다. Cisplatinum. 5-Fluorouracil. Adriamycin , Mitomycin-C동의

낼리 사용되고 있는 항암화학요법제를 여러 종류의 Polymer를 사

용하여 Microcapsule로 만틀어 각 Microcapsule의 구초적 규명，

화학척 륙생 및 Release Rate동올 알아내어 Chemoembolization에

사용하여 보는 것은 암치료의 새로운 방법의 발천율 위하여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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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Poly-d, l-lactide, Ethylhydroxyethylcellulose,

Polycaprolactone의 3종의 Polymer와 Cisplatinum, Mitomycin-C,

5-Fluorour‘acil , Adriamycin의 4종류의 항압화학요법제률 사용하

여 여러가지 비율의 Microcapsule을 만률어 보았다.

동물을 사용한 기초적인 톡성시험을 위하여 6마리의 잡견을 사용

하여 동액내 항암제 루여 후 2주， 4추， 6주 추척 란찰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Ethylhydroxyethylcel1ulose률 사용한 Microcapsule이 가장

Yield가 좋았으며， 동물율 사용한 기초척인 톡생실험 결과 실험

2주 후에 급사한 1마리률 제외하고는 항암약제률 투여한 신장과

정상 신장 깐에 영리조직학척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만률어

진 Microcapsule의 구조를 규명하기 위하여 Scanning Electron

Microscope를 실시하고， Microcapsule에 포함되어 있는 항암약체

의 량율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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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Microencapsulation of the chemotherapeutic

agents

II. Objectives and Imp야-tance of the Project

Chemoembolization means the administration of

chemotherapeutic agent in combination with an embolic agent

into tumor supplying vessels by radiological method, causing

occlusion of tumor vessels , increasing tumor -drug contact

time and increasing tissue permeability , However , this method

C라mot be done q뼈，ti tatively and repeatedly because the

embolic agent can produce local tissue reaction leading t。

permanent occlusion of tumor vessels.

If a microcapsule with predetermined drug content and

release rate and biodegradability could be made ,

qu하ltitative and repeated chemoembolization can be

accomplished. In vitro analysis of pro뿜rties of

microcapsules and animal experiment should be done before

human treatment. This research is imper‘ tant in the

development of new method in treating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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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Mixing various amounts of chemotherapeutic agents such

as cisp1atinum, 5- f1uorouracil , mi tomycin-C, and adriamycin

with polymers such as poly-d, l-lactide.

ethy1hydroxyethy1cel1ulose, and po1ycapro1actone, several

kinds of microcapsule were made.

For the basic toxicity test , intraarterial administration of

cisplatinum was done in 6 adu1 t mongrel dogs.. Follow-up

angiography was done in 2 wk intervals for 6 wks. The dogs

were sacri ficed using euthanasia for the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Ethylce1lu1ose microcapsule showed best yield.

There were no histopathological difference between the

normal kidney and the embolized ki삐ey except one dog died

。f acute tubular necrosis

In order to identi fy the structuf‘ a1 pro야rties of

microcapsules ,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is

necessary. The method to determine the drug content of the

microcapsule should be devel。뿜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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쩍11 1 걷J- A.-l 축플

Chemoembolization 은 본 원자력병원에서 원발생 혹은 천

야생 간암의 치료에 사용되고있다. 이 방법은 항암화학요법제와

함께 색현물질을 종양에 영양율 공급하는 동맥 내에 투여함으로

써 , 총양혈관의 폐잭 뿐 아니 라 Tumor - Drug Contact Time율 충

가시켜주며 Anoxia로 인하여 조직의 Permeability률 중가시켜준

다. 아러한 방법은 실제로 간세포압의 치료에 항암화학요법쩨，

또는 색천물질율 각각 단톱으로 루여하였율 때 버하여 함께 투여

함으로써 더욱 큰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낼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Chemoembolization의 방법은 항암

화학요법제와 Lipiodol을 주사기률 사용하여 섞은 후. Ivalon 혹

은 Gelfoam풍의 잭천물질율 사용하여 종양의 영양동백율 폐잭시

켜 주는 것이다. 이 방법운 매우 간단하지만 일종의 Carrier인

Lipiodol이 기륨이기 때문에 Lipid solubility가 있는

Adriamycin을 제외코는 용해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울 뿐더러， 항

암화학요법체의 소실로 인하여 정량적인 루약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잭천물질로 인한 조직의 반웅으로 인하여 동맥염동율

초래하여 종양의 영양동맥이 영원허 막히게 되면 동맥잭천술을

재차， 또는 삼차 시도하는 경우 접근 방법이 매우 어려워지는수

도 있다.

정해진 용량의 항암화학요법제를 포함하고 있는

Microcapsule이 정해진 기간동안 약쩌l률 Release한 후 생체 내에

서 분해가 된다면. 정량척인 방법의 Chemoembolization이 가농하

여질 뽑만 아니라 채차. 삼차에 걸친 시술도 가능하여 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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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isplatinum, 5-Fluorouracil , Adriamycin , Mitomycin-C동

의 낼리 사용되고 있는 항암화학요법제률 여러 종류의 Polymer률

사용하여 Microcapsule로 만툴어 각 Microcapsule의 구조척 규

명，화학척 륙생 및 Release Rate동융 알아내어

Chemoembolization에 사용하여 보는 것은 암치료의 새로운 방법

의 발천율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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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n 2 을훈 춘흔 춘플

흐il 1 흩혹 연구내용 및 방법

1. 채료(1)

Microcapsule 율 제착하기 위한 Capsular material로서는

Poly-d, l-lactide(Polyscience) , Ethylhydroxyethlycellulose

(Sigma) , Polycaprolactone(Polyscience) 둥의 Polymer:률율 션택

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항암화학요법제로는 Cisplatinum,

5-Fluorouracil , Mitomycin-C, Adriamycin 둥융 션택하였다.

Polymer와 항암화학요법제를 녹이기위하여 Methylene

chloride(Sigma)률 사용하였으며， Emulsi fying agent로서

Polyvinylalcohol(Sigma)률 사용하였다.

2. 재료(2)

동물율 사용한 기초쩍인 톡성실험율 위하여 체중 15 - 25 kg

의 건강한 잡견율 준비하였다.

3. 실험방법

다읍의 두 가지 방법으로 Microencapsulation 및 동물실험율

실시하였다.

가.(1) Polymer와 항암약제를 1: 1, 2:1 , 4:1 풍의 여러 비율로

혼합한 후 Methylene chloride용액율 사용하여 용해시킨다.

(2) 상용의 충류수에 Polyvinylalcohol율 첨가하여 0.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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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용액율 만든다.

(3) Rotating motor률 사용하여 Polyvinyalcohol용액율 300 

500 rpm/min의 숙도로 져으면서 (1)의 용액율 서서히 캠가한다.

(4) Sonication올 하면서 6시간 청도 젓는다.

(5) Filter률 사용하여 여과시켜 건조사킨 후 중류수률 사용

하여 세척한다.

(6) 팡학현미경으로관찰하여 본다.

나. (l) 15 - 25 kg 정도의 건강한 잡건율 Ketamine율 피하주사하

여 진정시킨 후 상박에 Medicut률 사용하여 IV route률 확보한

다.

(2) Pentothal율 청주하여 의식을 소설케 한 후 기판 내 삽관

율 실시한다.

(3) 시술 도중 적당량의 Pentothal을 사용하여 마휘률 유지시

켰다-

(4) 우측 대되부위를 절개한 후 대회동맥율 박리하여 Pigtail

catheter를 삽입하여 북부 대동맥 조영술율 실시한다.

(5) 화， 우측의 신장 증 하나의 신동맥율 갖는 신장율 션택하

여 Cobra catheter률 사용하여 선택적 신동맥 조영술율 실시하였

다.

(6) 이온생조영체인 Conray 10 ml와 Cisplatinum 10 빼율 섞

은 후 Fluroscopy하에서 산동맥율 통하여 주입하였다. 이때 조영

제가 신동맥밖으로 역류되는 것율 방지하기 위하여 서서히 주입

하였다.

(7) 실험동물율 3추척군으로 각각 2마리 씩 분류하여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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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추척 관찰하여 혈관조영술울 실시한 후 KCl 10 ml륨 사용하

여 안학사시킨 후 양혹 신장율 척출하여 육안 판찰 후 10 "

Formalin 용액에 고쩡시킨다.

(8) 고정훤 조직율 Hematoxylin-Eosin업색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다.

- 11 -



쳐n 2 출훌 연=t 극L결훌 고-l- 탈루 극1졸훌

1. 연구결과(1)

가· Polymer는 Ethylhydroxyethylcellulose 가 가장 균일한 형

태의 Microcapsule율 생산 가놓하였다.

나· Polymer와 항암화학요법제와의 비율은 1:1 이 척합하였다.

다· Polyvinylalcohol 용액의 농도는 0.5 "가 척합하였다.

라. 혼합용액율 첫는 숙도는 500 rpm/min가 척당하였다.

마. 광학현미경상 Microcapsule은 다양한 크기를 갖고 굴절생

올 가진 입자로 관촬되었다.

2. 연구결과(2)

가. 한마리는 추척 환찰 중 2주 후에 급사하여 부검율 하여

신장율 척출하여 고정 후 염색하여 명리조직학척 검사 결과 동맥

내 항암화학요법쩨 주입율 실시한 좌측 신장과 실시하지 않은 우

혹 신장에 공통적으로 급성 세뇨관 과사의 소견율 보였다.

나. 결과척으로 6주 추적 관찰은 1 마리에서 실사할 수 밖에

없었으며， 2 주， 4 주 추적은 각각 2 마리 씩 관찰하였다.

다. 2 추 추척 판찰한 2 마리의 션택척 선동맥조영술 결과，

동맥 내 항암약체 주입을 실시한 신장에서는 신동맥이 가늘어 졌

으며， Arc“ate artery이하의 신동맥의 분지의 숫자가 감소한 소

견을보였다.

라. 4 추 빛 6 주 추적 관찰하였먼 3마리에서는 신동맥의 풍

백염 소건이외에도 신피질부위의 우I축이 Nephrogram phase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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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병리초직학척 소건상에는 각각의 추척군에서 양축 산장의

사구체 및 셰뇨관에 푸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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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찰

최근 악성 종양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Chemoembolization 이

나 동액내 항암화학요법 (Intraarterial chemotherapy)동은 종래

의 방사션학척 술기인 혈판초영술의 션택척 도판삽입술율 이용하

여 종양의 영양동맥융 션택하여 항암약제률 투여하거나 또는 색

천물질율 함께 투여하는 치료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결국 종양의

Drug uptake률 향상사키고자 하는 것이 그 폭표이다. 이러한 몹

표률 탈생하기 위하여는 국소적인 항암약제의 농도를 증가시키거

나， 종양-항암약제의 접촉시간을 연장시키거나， 포는 조직의 투

과성 (Tissue permeability)률 증가시키는 방법 둥이 있다.

다lemoembo1i zat i on윤 종양의 영양동맥율 롱하여 션택척으로 항

암약제률 루여합과 동시에 색전물질율 함께 투여함으로써 국소척

인 혈류의 갑소로 인하여 종양-항암약제의 접촉시간이 증가되며，

국소적인 항암야제의 농도중가를 초래하게되고， 또한 무산소중

(Anoxia)로 인한 조직의 루과성의 증가를 야기시키므로 결국 상

기한 3가지의 묵표를 모두 가능케한다 할 수있다.

Microcapsule운 여러가지 Polymer률을 Carrier인 동서에 색천물

질로 사용 가능케 하므로 이상척 인 Chemoembolization의 한 방법

이 될 수 있다. 또한 생체 내에서 자연 분해가 가능한

Microcapsule을 발견하면 Chemoembolization율 반북 실시 가농케

하는 창점이 있다. 저자의 경우 사용한 방법은 Solvent

evapor‘ation technique으로서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나 대규모 제

작이 힘률다는 단점이 있으며， 용매로서 사용하는 Methylene

chloride7r 휘발생이 강하여 모두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나 앞으

로 인혜에 사용이 가능하려면 기초척인 동물실험율 거쳐야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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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동물실험에 사용한 cisplatinum을 현재 사용하고 없는 가창 톱

생이 강한 Cytotoxic drug으로서 여러가지 악생충양의 치료에 낼

리 사용되고 있어 대표척인 약물로서 동맥내 루여률 실서하였다.

Cisplatinum의 폭생운 축척이 되며 대개 투여 후 2주 경과 후 급

생 셰뇨판펴사로 인한 신부천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 1마리의 개가 cisplatinum루여 후 2추 후에 사망하

였으며 역시 급생세뇨관꾀사의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

Nephrotoxicity가 강한 Cisplatinum율 산장에 칙첩 루여한 이유

는 신장이 타1d organ이며 신동맥율 롱하여만 혈액 공급율 받으며

유일한 draining vein율 갖고있어 국소척언 항암약제의 농도률

산청맥율 통하여 sampling &monitoring이 가능하기때문이었다.

션택척 신동맥조영술상에 관찰가능하였먼 신장 피질의 위축은

육안척 조직검사시 양측신장의 피질과 수질의 두께률 측정하였으

면 병리초직학적 연판이 가능하였율 것요로 사료되며， 또한 신동

맥염도 신우 및 신수질의 혈관부위의 조직표본율 제작하였다면

판찰이 가능하였율 것으로 생각된다.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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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약제의 Microencapsulation을 실시하여 본 결과

Ethylhydroxyethylcellulose가 척합하였으며 Polymer와 약체의

혼합비율은 1:1이 척당하였다. 그러나 Microcapsule의 구초척 륙

생율 큐명하기 위하여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e가 실시되

어야할 것야며， 생체내 분해가능생이나 release rate률 결정해야

할 in vitro experiment와 microcapsule내의 약제의 함량융 알기

위한 륙수한 spectroscopy퉁이 필요할 것으로 생착되나 장비 빛

예산 부쭉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Microcapsule의 stabili ty

및 ster i1 ization둥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동물을 사용한 톡성시험은 기대하였먼 바와 같이 항암약제만율

단톡으로 투여하여서는 심한 조직의 변화률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율 확안하였다. 향후 약제률 포함하고 있는 Microcapsule과

Empty microcapsule율 신장에 투여하여 비교 분석하여야 할 것이

다. 끝으로 Microcapsule제작에 필요한 회전motor가 없어 대신

tissue homogenizer률 사용하여 회천숙도의 조정이 어려웠으며，

동물실험에 필요한 방이 없으며 대형동물의 사육시설이 없어 큰

곤란을 경험하였다.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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