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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new approach for fabrication of 3D printed tablet containing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 exploiting the hot-melt extrusion (HME) coupled with 3D printing technology.
Theophylline was used as a model drug, and hydroxypropyl cellulose (HPC),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HPMC) and
stearic acid (SA) were used as a carrier or plasticizer for the preparation of drug-loaded filaments. Four different
compositions were hot-melt extruded, and three of them available for 3D printing showed a zero-order sustained release
over 9 hours. Overall, 3DP technology coupled with HME could be a novel method to produce controlled release tablets
providing the advantage of simplicity and versatility than the conventional method.
Keywords hydroxypropyl cellulose,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theophylline, hot-melt extrusion, fused deposition
modeling 3D printing

서 론(Introduction)

유전자형 등)에 맞춰 의약품을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방식에 대
한 관심이 높으며 이를 통하여 약물 치료 효능과 안전성을 극

의약품이란 질병을 진단, 치료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등의

대화하고 의료 비용을 경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4,5)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들을 의미하며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

3차원 프린팅 기술은 컴퓨터의 CAD (Computer Aided Design)

로 달성하기 위하여 약효를 가진 물질을 적절한 제형으로 가공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술로 의료,

하여 투여하게 된다. 환자의 복용 편의성 및 복약 순응도가 가

전자, 자동차, 항공, 우주, 제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 넓

장 높으며 부작용 발생 위험이나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게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경구용 제형의 경우, 정제나 캡슐제

에 사용하면 복잡한 구조의 제형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 약

같은 고형 제제로 만들어 시판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물 방출 제어 및 표적화 연구에 활용할 수 있고, 다품종 소량생

다. 경구용 고형 제제는 약물 고유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산을 통해 개인 맞춤형 제형 개발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불필요

6,7)

3차원 프린팅 기술을 약학 분야

방출을 나타내는 일반방출제제와 인체 내 장애물이나 한계를 극

한 첨가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용량을 쉽게 조절할

복하기 위해 방출 조절 특성을 부여한 방출조절제제로 나눌 수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있으며, 지난 수 십 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방

기술로 경구용 약품 Spritam (levetiracetam 성분)이 FDA 승인을

최근에는 전통적인

받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

출조절 제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1-3)

8,9)

2015년 Zipdose라는 3차원 프린팅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이 아닌 환자 맞춤형 약물전달 즉, 환자

으로도 높은 성장세를 갖고 연구 및 활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특성 (알레르기, 효소 발현, 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성 및

3차원 프린터는 작동 방식에 따라 용융압출방식(FDM, Fused

10)

deposition modeling), 광경화적층방식(SLA, stereolithography), 선
택적 레이저 소결방식(SLS, Selective laser sintering)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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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며 그 중 FDM 프린터는 장비와 재료의 저렴한 가격, 후
가공 처리 불필요, 장치 설치의 용이함 등의 이점으로 가장 널
리 이용되고 있다. FDM은 고체 기반의 필라멘트 재료에 열을
가해 녹인 후 노즐로 겹겹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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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정밀도나 출력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
러한 한계를 많이 극복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FDM은 이론
적으로 모든 종류의 약물전달시스템을 제조할 수 있으며 환자

Table 1. Different ratios of drug and carriers in drug-loaded
filaments
Formulation Theophylline (g)

HPC (g)

HPMC (g)

SA (g)

의 필요에 맞춰 정밀하게 조절된 제형을 제조하는 데 활용될 수

F1

30

70

0

7

있다. 이러한 점은 환자 맞춤형 고형 제제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F2

30

60

10

7

매력적인 기술이다.

F3

30

50

20

7

F4

30

40

30

7

11-16)

고온용융 압출(HME, Hot Melt Extrusion) 기술은 약물과 첨가
제 혼합물을 고온의 스크류에 통과시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장
비로 유기 용매가 필요 없으며 연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
오래 전부터 플라스틱, 고무, 식품 산업

(ThermoFisher Scientific, MA, USA)를 이용하여 용융 압출하였

등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약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제, 과립, 펠

다. HME 장비의Screw 속도는 50 rpm, Zone2까지의 온도는 50 C,

렛, 좌제, 임플란트 및 필름 등을 제조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Zone3부터 die까지의 온도는 150 C로 설정하였으며, 1.2 mm의

HME기술은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저비용으로 스케일 업(Scale-

구경을 가진 Die를 사용하였다.

점을 지닌 기술이다.

17)

o

o

up)이 가능하며 난용성 약물에 대한 용해성 향상을 보장하는 잘
확립된 공정으로 보통, 약물은 열가소성 폴리머 등과 최적의 비

3D 프린팅 정제의 디자인 및 제작

율로 혼합된 다음 적절한 온도를 가해 용융되고 노즐로 압출되

3D 프린팅 정제는 약물을 함유한 필라멘트를 소재로 이용하

는 방식을 따른다. 이러한 HME 기술은 FDM 3D 프린터의 소

여 ANET A8 (Shenzhen Anet Technology Co. Ltd., Shenzhen,

재로 사용할 수 있는 국수 형태의 필라멘트를 생산하는데 활용

China) 3D 프린터로 제작되었다. 정제는 Tinkercad software

할 수 있다.

(Autodesk, CA, USA)를 이용하여 디자인 되었으며, 오픈 소스

18)

9)

본 연구에서는 모델 약물로 테오필린(Theophylline, THEO), 고

3D 프린터 슬라이싱 프로그램인 Cura software (Ultimaker, Utre-

분자 물질로 하이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즈(Hydroxypropyl cellulose,

cht, Netherlands)를 사용하여 스테레오리소그래피(.stl) 파일로 변

HPC)와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즈(Hydroxypropyl methyl

환하였다. 정제는 X=10.0 mm, Y=10.0 mm, Z=5.0 mm 크기를 가

cellulose, HPMC), 그리고 가소제로 스테아린산(Stearic acid, SA)

진 원통형 정제로 제작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제의 설

을 사용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FDM 3D 프린팅과 HME기술을

정값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치인 shell thickness 0.8 mm, infill

접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서방형 정제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density 100%, 적층 횟수 50회(layer height 0.1 mm) 등으로 설정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정제 생산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형

하였다. 출력 속도는 약 70 mm/s, 프린터 노즐 및 기판(bed) 온

태의 정제 생산 방식을 제시하고 관련된 연구에 기초가 되는 정

도는 210, 80 C로 각각 설정하였다.
o

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필라멘트 및 3D 프린팅 정제의 특성 평가

실험방법(Experimental Methods)

직경 평가: 압출된 필라멘트의 직경은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
스(CD-10APX; Mitutoyo, Kanakawa, Japan)를 이용하여 매 5-10

재료 및 시약

cm마다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필라멘트 직경의 균일성을

THEO는 Tokyo Chemical Industry (Tokyo, Japan)에서 구입하

확인하였다.

였다. THEO는 결정성이고 BCS Class I에 속하며 240~270 C의
o

융점을 갖는 열에 안정한 약물이다.

19)

수용성 고분자인 HPC

3점 굽힘 시험: 압출된 필라멘트는 CT3 Texture analyzer

(Nippon Soda; L type)와 HPMC (Shin-Etsu Chemical; Hypromellose

(AMETEK Brookfield, MA, USA)를 이용한 3점 굽힘 시험(3

2910 P603)는 한미약품 (Hwaseong, Korea)에서 제공 받았으며

point bend test)을 통해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이들은 낮은 함량으로는 결합제로 사용되지만 함량이 높을 때

해 제작된 필라멘트를 약 45 mm 길이로 잘라 평가용 시료로 사

사용된

용하였으며 시료 홀더는 25 mm의 간격을 두었고, 측정 시작 값

HPC는 가소제의 목적으로 사용된 SA는 Junsei Chemical (Tokyo,

을 5.0 g, 측정 거리는 10 mm, 측정 속도는 10 mm/s로 설정하고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물은 정제수이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시료마다 5회 반복하여 평가하였고,

며, 기타 시약 및 용제류는 HPLC등급이나 분석등급을 사용하였다.

TexturePro CT software (AMETEK Brookfield, MA, USA)를

는 서방형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21)

HME를 통

이용하여 결과값을 분석하였다.

테오필린 함유 필라멘트의 제조
다양한 비율(Table 1)의 THEO, HPC, HPMC 및 SA를 전기믹

형태학적 특성 분석: HME를 통해 제작된 필라멘트 및 3D 프

서기(UNB-A9001; UNIX, Seoul, Korea)에 넣어 약 15분간 섞어

린팅 정제의 표면과 단면의 형태는 주사전자 현미경(SEM) (SU-

준 다음, 균일하게 섞인 혼합물을 Pharma 11 Twin-screw Extruder

8220; Hitachi, Tokyo, Japan)을 이용하여 5.0 kV의 가속전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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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였다. 분석에 앞서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시료를 황동
재질 홀더에 부착시키고 EmiTeck Sputter Coater K575 K (Quorum Technologies Ltd.; West Sussex, UK)를 이용하여 진공에서
백금으로 4분간 코팅하여 전기전도성을 갖는 시료를 만들어 사
용하였다.
경도측정시험: 3D 프린터로 제작된 정제의 경도는 휴대용 경
도 측정기 EH-01 (Electrolab, Mumbai, India)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정제는 각 군에서 5개씩을 취하였으며 경도 시험기에서
일정한 속도로 힘을 가해 정제가 파손되는 시점의 값을 읽는 방
법으로 측정하였다.

Fig. 1. Pictures of
(A) drug-loaded filament (F1) and (B) 3D printed tablets (T1).
Table 2. Peak Load and Breaking distance of different
formulations
Formulation

Peak load (g)

Breaking distance
(mm)

3D printable

으로 진행하였다. 제조한 정제를 900 mL 정제수에서 시험하였

PLA

690.30±10.67

3.43±0.07

Yes

으며 장치의 온도는 37±0.5 C, 패들 속도는 100 rpm으로 설정하

ABS

638.90±24.91

3.16±0.12

Yes

였다. 미리 정해진 시간 일정에 따라 샘플링을 진행하였으며 각

F1

162.20±3.29

2.46±0.14

Yes

시간마다 용액 2 mL를 취하여 0.45 m 시린지 필터로 여과한 후

F2

139.90±9.48

2.50±0.15

Yes

바이알에 수집하고, 즉시 동량의 정제수를 용출시험기에 넣어

F3

64.20±4.09

3.50±0.48

Yes

용출액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수집된 시료는 UV spec-

F4

76.64±1.39

2.84±0.24

No

용출시험: 용출시험은 대한민국약전 용출시험 제2법, 패들법
o

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27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5)

정량 하였다. 용출실험은 각 제제당 3회씩 반복 실험하였다. 또
한, 용출시험의 결과를 0차 약물방출 모델에 적용하여 상관계수
값(R )을 계산하였다.

들어갈 때 휘어져 나감을 방지하기 위해 필라멘트는 적절한 유

2

연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본 실험에서 제조된 필라멘트(F1~F4)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의 강도와 유연성을 평가하여 3D 프린팅 적용 가능 여부를 판

테오필린 함유 필라멘트 제조
다양한 비율의 포뮬레이션(Table 1)을 HME 장비에 적용하여

였다. 3D 프린팅용으로 상용되는 시판품인 Polylactic acid (PLA)

3D 프린팅용 약물 함유 필라멘트를 제작하였다 Fig. 1A). HME

트를 실험의 기준으로 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여

단하기 위해 Texture analyzer를 이용한 3점 굽힘 시험을 실시하
와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copolymer (ABS) 소재 필라멘

사용시 130 C 미만의 온도에서는 결과물이 압출 되지 않았고

기서, Peak load값은 실험 중 장비에서 측정되는 최대의 힘으로

170 C 이상의 온도에서는 압출되어 나오는 필라멘트가 갈색으

필라멘트가 휘어지면서 반발력으로 밀어내고자 하는 힘, 즉 필

로 변하는 현상이 발견되어 최적의 용융압출 온도는 150 C로 결

라멘트의 강도를 의미한다. Breaking distance는 필라멘트가 부서

정하였다. HPMC가 함유되지 않은 F1의 경우 용융압출 과정에

지거나 회복 불가하게 휘어져버리는 지점까지의 거리로 필라멘

서 장비에서 측정되는 토크가 7~8 Nm 정도로 낮은 편이였고,

트의 유연성을 의미하는 지표이다. 상용되는 필라멘트인 PLA와

HPMC 함량이 높아질수록 토크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ABS의 경우 Peak load값과 Breaking distance가 높은 것을 확인

o

o

o

는 HPMC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필라멘트의 강도가 충분히 강하며 유

3D 프린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형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사

연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수한 유연성을 가지고

용되는 필라멘트가 균일한 직경을 지녀야 한다. 본 실험에서 제

휘어지며 그 때의 탄력성도 좋아 3D 프린팅이 원활히 진행될

작된 4가지 조성의 필라멘트는 평균적으로 1.45-1.50 mm의 직경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 만든 필라멘트의 경우 HPMC

을 가지며 각각의 편차가 0.01 mm 이내로 3D 프린터에 적용하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Breaking distance값은 큰 차이가 나지 않

기에 충분히 균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만 Peak load값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필라멘트는 적절한 강도와 유연성을

는 필라멘트가 약한 힘에도 쉽게 부서짐을 의미하고, F4의 경우

3D 프린터에 적합한 필라멘트는 3D 프린터의

그 값이 현저하게 낮아(76.64±1.39 g) 3D 프린팅 과정에서 피딩

지녀야 한다.

21)

피딩기어 사이에서 필라멘트에 양쪽으로 가해지는 힘을 견뎌야

기어의 압력에 의해 부러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F3의 경우

하며 만약 이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필라멘트가 약하면 프린팅

(64.20±4.09 g) F4보다 낮은 Peak load값으로 인해 피딩기어에서

과정에서 필라멘트가 부서져 제대로 된 정제를 인쇄할 수 없다.

부러짐을 예상되었지만 3D 프린팅 결과 높은 유연성 (Breaking

또한 3D 프린터의 피딩기어와 노즐 사이에서 필라멘트가 밀려

distance: 3.50±0.48 mm) 덕분에 프린팅이 가능하였다.
J. Pharm. Soc. Korea

송언수·서영준·김동욱

300

Fig. 2. SEM images of the cross section and surface of the filament; (A) F1, (B) F2, (C) F3, and (D) F4.

Fig. 3. SEM images of 3D printed tablet (T1).

3D 프린팅 정제의 제조

소재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3D 프린터 노즐 온도를 설정하게

약물이 함유된 4종의 필라멘트(F1~F4)를 3D 프린터에 적용하

되는데, 본 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10 C에서 프린팅

여 정제 제작을 시도하였다. F4의 경우 필라멘트의 강도 부족으

된 정제를 관찰하였을 때 이상없이 제작되었음을 확인하고 모

로 정제 제작 과정에서 필라멘트가 끊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

든 정제에 있어 같은 3D 프린팅 온도를 사용하였다.

o

하여 제작이 불가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3가지 종류의 정제
(T1~T3)를 성공적으로 제작하였다. 정제를 3D 프린터로 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shell thickness와 infill density를 원하는 정도로

정제 및 필라멘트의 물리적 특성 평가
3D 프린터를 이용한 정제의 제조 직후 원료물질의 차이에 따

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약물 방출을 조절하는

른 정제(T1~T3)의 물리적 강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경도를 측

본 연구에서는 shell thickness

정하였다. 측정 결과 제작된 모든 정제는 깨지지 않고 찌그러지

를 0.8 mm로, infill density를 100%로 설정하여 속이 꽉 찬 형

는 성질을 가져 경도측정기로 측정을 할 수가 없었다. 이는 기

태의 서방형 정제를 제작하였다(Figure 1B). 필라멘트에 사용된

존의 정제와 달리 플라스틱과 유사한 성상을 지닌 3D 프린팅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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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방출량, M 는 초기약물방출량(대부분의 경우, M =0), 그리
o

o

고 k는 0차 약물방출상수를 의미한다. 그 결과 3가지 제형의 9
시간 동안 약물 용출 패턴; T1 (linear regression R =0.94), T2
2

(R =0.96), and T3 (R =0.96)이 모두 0차 약물 방출에 가까운 양
2

2

상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HME와 3D
프린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손쉽게 0차 약물 방출을 나타내는
서방형 정제를 제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결 론(Conclusion)
본 실험에서는 HME와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약물 함
유 필라멘트와 3D 프린팅 정제를 성공적으로 제조할 수 있었다.
Fig. 4. Drug release profiles of the 3D printed tablets.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HME를 통한 필라멘트 제작 과정에서 HPMC의 함량이 높아질
수록 필라멘트의 단면에 빈 공간이 생기고 표면이 거칠어 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필라멘트의 유연성 및 강도에 영향을 주어
F4의 경우 3D 프린터에 적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3D

정제의 특성으로 아주 높은 강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높

프린팅 정제는 필라멘트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태의 정

은 강도로 인해 붕해나 용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

제가 설계한 데로 만들어졌으며 용출 실험 결과에서도 필라멘

할 수 있지만, 층층이 쌓여 있는 정제의 특성으로 용액에 노출

트 종류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친수성을 가진 유사한

시 붕해나 용출에는 문제가 없음을 다수의 연구 결과를 통해 알

두 가지 부형제 조합으로는 그 영향이 미비하여 용출 양상에 차

수 있다.

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완전히 다른 성질의 부형제를 조합

형태학적 특성 분석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된다.

23-24)

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실시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본 실험에서 제작된 필라멘트와 정제의 표면과 단면을 확인

본 연구를 통하여 HME와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시켜 9시간

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사용하였다. HPC만 사용한

가까이 0차 약물 방출을 나타내는 서방형 정제를 제작할 수 있

필라멘트(F1)는 단면이 빈틈 없이 조밀 하였고 표면도 매끄러웠

었으며, 이는 기존의 서방형 정제 제작 방법과 비교하여 혁신적

지만, HPMC가 포함된 나머지 필라멘트(F2~F4)는 정도의 차이

이고 간편하며 효과적일 뿐 아니라 경제적인 기술로 활용될 수

는 있지만 절단면에서 어느 정도의 빈 공간이 발견되었으며 표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면도 거친 편이였다(Fig. 2). 이러한 차이는 필라멘트의 강도 및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D 프린팅 정
제의 경우에는 T1~T3 사이에 SEM 사진상 형태학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대표로 T1의 SEM 사진을 Figure 3에 제시
하였다. 측면 사진을 통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형태를 관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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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출시험
본 실험에서 제작된 3D 프린팅 정제 3가지(T1~T3)를 이용한
용출시험 결과는 Fig. 4에 제시되었다. 실험결과 모든 정제는 서
서히 약물을 방출 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9시간에서 100%에
가까운 최종 용출률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본 실험의 결과 HPMC
함량에 따른 용출 양상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HPC와 HPMC 모두 친수성 고분자로 정제에 포함된 각
각의 함량이 용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
다. 9시간 동안의 약물 용출 패턴을 0차 약물 방출 계산식(M =
t

M +kt)에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여기서, M 는 시간 t에서의 누적
o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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