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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전문기관의

수정․보완요구사항
수정․보완요구사항 반영내용 요약

적용

페이지

1

목표 대비 실적이 우수

하며, 실용화면에서도 가

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

한 계획 및 경제성 분석

의 보완이 필요함

- 추가적으로 실용화 과제를 추진하여 전임상과 임상단계를 

거쳐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2차 검증을 실시하여 상업화 

예정

- 국내 잇몸질환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100-140억원 규모인 

페이스트 제품 시장과 경구용 시장을 합쳐 700-800억원 정

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인공피부 관련 시장규모는 2020년 

국내 4,000억원, 국외 500억불로 추정되고 있음.

page

80

2

방사선 이용 기술에 대

한 특성 및 본 과제에서

의 기여에 대한 내용 보

강 필요

-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하이드로겔 제조공정은 기존의 화학적 

제조법과 비교하여 가교제등의 독성 화합물을 첨가후 열경

화 공정을 거치고 가교제 제거와 같은 공정을 거치지 않

고, 단순히 고분자 용액에 방사선 조사만으로 가교와 멸균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적화 공정임.

page

36,37

3

최종보고서에 연구성과

의 활용 계획 및 가능성

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필요함

- 실용화과제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기존 화학적 가교법에 

의해 제조된 제품과 비교검증 절차와 전임상과 임상단계를 

거쳐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2 차 검증을 실시하여 기술 

상업화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 됨.

page

80

4

방사선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만든 고분자 

재료와 비교 자료 필요

- 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실용화과제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다른 고분자재료들과 비교검증 실시 예정

page

80

5

연구 구결과가 상용화 

가치가 커 기술 이전이 

필요함. 다공성 재료와 

비교실험 필요

- 실용화 과제 추진예정

- 안전성 검증 및 다른 다공성재료들과 비교 시험을 통한 효

능 검증 실시 예정

- 기술이전 설명회 및 홍보를 통한 기술의 산업화 예정

page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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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고유번호 2011-0030588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09.10.01~

2012.09.30

단 계

구 분
1/1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방사선융합기술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방사선 융합 고성능 생체모사용 소재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연 구 책 임 자 노영창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26 명

내부: 4 명

외부:22 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1,250,000 천원

기업: 600,000 천원

계 : 1,850,000 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26 명

내부: 4 명

외부:22 명

총연구비

정부: 1,250,000 천원

기업: 600,000 천원

계 : 1,850,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공업환경연구부

참여기업명 (주)서울프로폴리스, (주) 제닉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충남대 연구책임자 : 허강무, 김소연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84

○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약물 구강 점막 부착층

과 약물 보호층 이중구조로 구성된 구강점막 부착용 약물전달체로서, 독성이 없고 점막

접착성이 우수하며, 서방성 약물 방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구내염 치료에 탁월한 효과

를 나타냄.

○ 총 8종 이상의 개질된 고분자 하이드로겔을 개발하였으며, 80% 이상의 높은 겔화율과

60 kPa 이상의 우수한 접착력을 나타냈으며, 4종류의 균주에 대하여 우수한 항균성

을 나타냄.

○ 48 시간 까지 지속된 약물방출 거동과 80% 이상 염증이 저감되는 동물 실험 결과를

나타냄.

○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고분자 및 천연/합성고분자 복합체

기반의 지지체의 개발은 물론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제조기술을 확립하였음. 특히,

개발된 인공피부용 지지체의 표면 특성 개선기술과 세포 흡착 및 증식능을 조절할 수

있는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기능기들의 도입 및 도입량 조절이 가능해짐.

○총 8종의 인공피부용 고분자 지지체를 개발하였으며, 80% 이상의 높은 겔화율과 기계적

물성, 80% 이상의 생체적합성 및 150% 이상의 세포 흡착율과 세포 증식능을 가지는 지

지체를 개발하였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어
방사선 가교, 구강점막, 약물 전달체, 폴리아크릴산, 구내염,인공피

부, 세포지지체, 전기방사, 나노섬유

영 어
Radiation crosslinkling, mucosa membrane, drug delivery

system,artificial skin, cell-scaffold, electrospinning, nanofiber

보고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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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Ⅰ. 제 목
방사선 융합 고성능 생체모사용 소재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O 구내염의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강 내

상처로 혀나 뺨, 입술을 깨물었을 경우와 뜨거운 음식에 입안을 데었을 경우, 코가 막

혀 입으로 숨을 쉬게 되어 입안이 건조하게 될 경우, 치아의 손상 또는 치아보조기구로

인한 입안의 상처로 발생하며, 또한 음주, 흡연, 충치 등으로 구강의 위생상태가 불결한

경우에 생긴다. 그리고 구강 외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알레르기성 비염, 약물사용,

흡연, 비타민 결핍, 호르몬 변화, 빈혈, 임신, 스트레스, 자가 면역질환, 감염 등으로 인

해 면역억제 상태로 또 감기에서부터 암, 에이즈 등으로 인해 면역체계가 약해진 경우

에 발생한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잇몸 속 세균의 독성 물질이 혈류를 타고 자궁주변으로 이동하

거나, 혈관 속에서 면역반응을 일으켜서 자궁수축 물질을 조기에 다량 생산하게 되어서

조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학계에서는 잇몸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조산이 전체

조산의 18% 정도로, 흡연 또는 알콜섭취에 비해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구강 점막 부착용 약물전달체의 경우 카라야고무, 카복시메틸세룰로오스, 하이드록시메틸

세룰로오스, 카보폴 등과 소염제를 혼합하여 구내염 치료용 패취제 제조에 관한 방법이

있으나, 점착력이 약하고, 입안의 침에 의해 구강 점막에서 쉽게 탈리되는 단점이 있다.

하이드로겔을 만드는 방법은 화학 가교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

법으로 구분된다. 방사선이용법은 유해한 화학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교

후 잔류 가교제를 제거할 필요가 없고, 가교와 동시에 멸균을 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가교과정에서 열을 가하지 않아도 되고, 냉각상태에서도 가교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방사선 조사량만 조절하면 조성물을 변화시킬 필요 없이 물리

적 특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적이고 단시간에 처리가 가능한 방사선 가교 기술을 이용하여

접착성이 우수하고 장시간 부착에도 쉽게 탈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적달 할 수

있는 방사선 이용 구강점막 부착용 약물전달체 하이드로겔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O 유럽(EU지역)에서 2009년 3월부터 동물실험에 의한 화장품의 안전성 확인시험

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동물을 쓰지 않는 신속하고 신뢰성 높은 대체법 개발과 동

물대체시험법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EU의회는 “동물의 복지가 인간의 허

영에 우선한다” 며 2009년부터 유럽 내 27개국에서 동물실험을 통해 만든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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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과 판매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EU의회는 동물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 완

제품은 물론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 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고, 유럽대체실험검

증센터를 세워 민간에서 개발되는 대체실험법의 인가를 맡기고 있다. 이에 유럽은

물론 선진국에서는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지체 제조 기

술 및 세포 배양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화상상처치료용 등의 목적으로 인공피부를 개발하고 있으나,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인공피부 개발은 전무하며, 이러한 생체 모사용 소재의 개발에 있어

방사선을 이용하는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유일하며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지금 ‘인공피부’ 개발 전쟁 중에 있으며, 뉴욕타임스

는 “인공피부 개발이 화장품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랐

으며, 과학자들이 이 연구에 열광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시점에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피부의 개발 기술은 우리나라의 조

직공학 및 생체재료 분야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물실험으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나 실험동물 구입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기술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동물실험 대신으로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의 안전성을 확인

하고 신뢰성 높은 대체법을 추구하기 위해 다기능성 인공피부를 개발하기 위해 방

사선 기술을 이용한 세포배양용 고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과 전기방사 기술을 이용

하여, 생분해성이 우수한 천연고분자와 물리적 특성이 우수한 합성고분자로 이루어

진 다공성의 3차원 가교구조를 가진 고분자 인공피부의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인공

피부 모델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본 과제의 성공적인 결과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생체활성물질을 도입하여 생물학적

기능성을 높이는 연구가 완료되면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개발이 완료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구강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개발
○ PAA 이중구조의 구강점막 제형 제조기술 개발

- PAA 수용액을 제조한 후, 방사선을 조사하여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을 제

조하였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에 약물 보호지지층으로 Eudragit RSPO를 균일하

게 코팅하였다.

-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PAA농도 및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서 하이드로겔의 겔화

율 및 팽윤도와 같은 기본특성을 측정하였고, 돼지 구강점막을 이용하여 겔과 점

막과의 접착력을 측정하였다.

○ 점막 부착용 PAA/PEG 하이드로겔 개발

- 증류수에 PAA 7wt% 를 용해하였다. 용해된 PAA 수용액에 PEG를 첨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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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 하였다. 상기 혼합용액을 방사선을 조사하여 PAA/PEG 하이드로겔을 제조

하였다.

- 제조된 PAA/PEG 하이드로겔은 PEG 함량, PEG 분자량 별, 열처리 조건에 따

라서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및 팽윤도와 같은 기본특성과 압축강도, 인장강도와

같은 겔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돼지 구강점막을 이용하여 겔과 점막과의

접착력을 측정하였다.

○ 점막 부착용 PVA/PEG 하이드로겔 개발

- 증류수에 PVA를 autoclave를 사용하여 용해하였다. Poly(ethylene glycol)

(PEG)(Mn 4,600)를 예비 가열한 다음, PVA 수용액에 넣고 교반후 감마선을 조

사하여 PVA/PEG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120 ℃의 오

븐에서 질소분위기하에 열처리하였다.

- 제조된 PVA/PEG 하이드로겔은 방사선 조사량 및 PEG 함량 및 열처리 조건

에 따라서 기계적/열적특성을 확인 하였다.

○ 마이크로 하이드로겔 개발

- Ethyl cellulose (EC) 및 PAA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

다. EC와 PAA를 증류수에 교반기를 이용하여 용해한 후, EC에는 계면활성제를

혼합하여 방사선 조사를 통해 마이크로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고, PAA는 비용매

를 혼합하여 방사선 조사를 통해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 제조된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은 입도 분석기를 이용하여 입자 크기 및 균일도

를 측정하였고, FE-SEM을 통하여 입자의 생성정도를 확인하였다.

■ 약물 함유 구강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개발
○ 약물함유 PAA 이중구조의 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 개발

- PAA 수용액을 제조한 후, 방사선을 조사하여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을 제

조하였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AgNO3 수용액에 1시간동안 담근후 감마선을 조

사하여 은나노입자(AgNPs)가 함유된 PAA 하이드로겔을 제조 하였다. 또한, 스

테로이드성 약물인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용액에 1시간 침지하여 약물을 로딩

하였다.

- E. coli, S.aureus, S. epidermidis, C. albicans 4종류 균에 대한 항균성을 확인

하였다. 또한, Phosphate Buffer Saline 용액에 담가서 측정하여 약물 방출 거동

을 평가하였으며, L-929 cell을 CCK-8 assay를 이용하여 세포독성을 측정하였

다. SD rat을 이용하여 점막에 상처를 내어 하이드로겔을 부착하여 동물 실험을

수행하였다.

○ AgNPs 함유 PVA/PEG 하이드로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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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A를 증류수에 용해후, PEG를 넣고 감마선을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

하였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AgNO3 수용액에 1시간동안 담근후 감마선을 조사

하여 은나노입자(AgNPs)가 함유된 PVA/PEG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 AgNPs 함유 PVA/PEG 하이드로겔은 UV 및 FE-SEM, AFM 분석을 통해

하이드로겔의 은나노입자 형성정도를 확인하였으며, E. coli 및 S.aureus에 대한

항균성을 확인하였다.

○ AgNPs 함유 CMC 하이드로겔 개발

- CMC를 증류수에 용해 후, 감마선을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제조

된 하이드로겔을 AgNO3 수용액에 1시간동안 담근후 감마선을 조사하여 은나노

입자(AgNPs)가 함유된 CMC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 AgNPs 함유 CMC 하이드로겔은 방사선 조사량, CMC 농도에 따라서 하이드

로겔의 겔화율 및 팽윤도와 같은 기본특성을 측정하였고, UV 및 FE-SEM, XPS

분석을 통해 하이드로겔의 은나노입자 형성정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E. coli 및

S.aureus에 대한 항균성을 확인하였다.

○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 함유 PAA 하이드로겔 개발

-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 수용액에 폴리아크릴산을 넣고 교반 후, 방사선을 조사

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산화아연, 염화아연의 농도 및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서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및 팽윤도와 같은 기본특성을 측정하였고, 돼지 구강점막을

이용하여 겔과 점막과의 접착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E. coli 및 S.aureus에 대한

항균성을 확인하였다.

○ 점막부착성 고분자에 의한 약물 가용화 평가

- 점막 부착성 고분자 (폴리카보폴)의 농도를 변화시키고, 온도감응성 고분자 

(폴록사머)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고분자겔을 제조하였다. 온도에 따라서 졸-겔 

전환을 관찰 하였다.

- 일정양의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트 약물을 로딩하여 약물 방출 거동을 측정

하였으며, 돼지 구강점막을 이용하여 점막 부착성을 평가하였다. 세포독성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세포독성을 평가를 수행하였고, SD rat을 이용하여 조직 손상 및

회복효과를 관찰하여 동물 실험을 수행하였다.

■ 방사선을 이용한 세포 배양용 지지체 제조 기술 개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다공성의 3차원 가교구조를 가진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천

연고분자와 물리적 특성이 우수한 합성고분자로 이루어진 고분자 인공피부를 제조

하여 이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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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가교/그라프트를 이용한 3차원 다공성 세포 지지체 제조

- 천연고분자를 이용한 다공성 세포 지지체의 제조

- 천연고분자와 합성고분자로 이루어진 고분자 지지체의 제조

○ 전기방사를 이용한 천연/생분해성 고분자 나노섬유 지지체 제조

- PLCL/MC 세포지지체의 제조

- Gelatin-AAc-PLCL 세포 지지체의 제조

- RGD immobilized AAc-PLLA 세포 지지체의 제조

■ 인공피부 모델 형성 기술 개발

다공성의 3차원 가교구조를 가진 고분자 인공피부의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피부세

포배양 기술과 융합하여 인공피부 모델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In

vitro 실험을 통하여 효소반응에 대한 생분해성 속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교

도, 성분 조성비 등의 영향인자 특성을 조사하여 적절한 생분해 속도를 갖는 고분

자 인공피부를 제조하였다. 또한,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로서의 유용성을 검토하

기 위한 투과특성을 고분자 인공피부의 가교도, 구성 성분비 및 solute의 특성에 따

라 측정하였다.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한 생체 친화성 필름형 지지체 제조 기술 개발

- 감마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지지체의 특성 조절

- 전자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지지체의 특성 조절

○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생분해성 지지체의 특성 분석과 피부 세포 배양 기술

개발

- 세포 흡착능 평가

- 지지체에 따른 세포 흡착 형태 분석

- 지지체에 따른 세포 증식율 평가

○ 인공피부 모델 형성 기술 개발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합성

- 천연/합성고분자 복합체 인공피부의 생분해성 평가

- 천연/합성고분자 복합체 인공피부의 in vitro상에서 약물방출 특성 평가

- 천연/합성고분자 복합체 인공피부의 in vitro상에서 투과특성 평가

■ 인공피부 모델의 특성 평가

제조된 고분자 인공피부의 생체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공피부와 인공피부의 분

해산물에 대한 세포독성 실험을 실시하였고, 제조된 고분자 인공피부의 피부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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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착력 및 세포증식에 관한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동물실험 대

체용 인공피부 제작을 위한 최적 방사선량 결정 후 아크릴산 크라프트 조건을 확립

하였다. 생체활성물질로써 피부세포 증식 및 분화에 영향을 주는 EGF와 세포 흡착

및 증식에 영향을 주는 젤라틴을 복합 고정화함으로서 EG-AP 지지체를 개발하였

다. EG-AP에서 성체줄기세포의 흡착 및 증식을 분석하였으며, 피부세포로의 분화

를 평가하였고, 화장품 시험법을 적용하여 제작인 인공피부를 이용한 화장품 소재

의 평가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다.

○ 천연/합성고분자 복합 지지체 제조를 위한 최적 방사선량의 결정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한 전기방사 나노섬유 지지체의 기능성 부여

- 생체활성물질 고정화 및 고정효율 최적화

○ 형성된 인공피부의 형태학/조직학적 (H&E, MTT, Immunostainning 등) 세포

성장 평가

- 인공피부에서의 성체줄기세포 흡착 분석

- 인공피부에서의 성체줄기세포 증식 분석

- 복합고정 기술 개발 및 세포 흡착/증식 분석

○ 성체줄기세포의 분화유도 평가

- 성체줄기세포의 피부세포 분화 평가

○ 화장품에 대한 시험법 모델 평가

- 화장품 독성평가

- 화장품 피부 부식 평가

- 주름 개선 평가

- 미백 특성 평가

Ⅳ. 연구개발결과
■ 구강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 개발
○ PAA 이중구조의 구강점막 제형 제조기술 개발

- 폴리아크릴산을 증류수에 녹이고, 이것을 방사선을 조사한 후, 건조하여 점막

부착층을 제조하였으며, 점막부착층에 약물을 로딩한 후, 건조한 다음, 약물이 보

호될 수 있도록 점막 비부착성을 갖도록 하여 구내염을 치료할 수 있는 이중구

조의 점막제형을 개발하였다.

-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폴리아크릴산의 겔화율은 증가하였으며 동일 조

사량에서는 폴리아크릴산의 분자량이 클수록 겔화율이 증가하였다.

-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점막 접착력 측정결과 5 kGy 조사된 폴리아크릴산과 점

막과의 접착강도는 약 56 kPa의 접착강도를 나타냈으며, 75 kGy 조사된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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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겔의 접착강도는 약 48 kPa의 접착강도를 나타냈으며,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하이드로겔과 점막과의 접착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 점막 부착용 PAA/PEG 하이드로겔 개발

- PAA/PEG 하이드로겔은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겔화율이 증가하였으며,

PEG 함량이 0.5%일 때 까지는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

으나, PEG 함량이 1% 이상이 되면 겔화율이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 PAA/PEG 하이드로겔의 압축강도는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하이드로겔

의 압축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PEG 함량이 증가 할수록

하이드로겔의 압축강도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PEG 첨가로 인하여 하이드로겔의

유연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PEG 함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의 접착강도는 증가하였으나, PEG 함량이

1% 이상 첨가되면 겔의 접착 강도는 감소하였다. 또한,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

서 50 kGy 까지는 접착 강도가 증가 하였으나, 70 kGy 이상 에서는 겔의 강도

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 점막 부착용 PVA/PEG 하이드로겔 개발

- PVA/PEG 하이드로겔을 120 ℃의 오븐에서 열처리함에 따라서, 하이드로겔의

결정화도가 겔의 인장강도와 열적 특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순수 PVA 하이드로

겔과 비교하여 PEG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열적 안정성도 증가하였다.

○ 마이크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개발

- Ethyl cellulose를 이용하여 생성된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의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입자의 생성정도와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사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방사선의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의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 PAA 수용액에 비용매를 첨가하여 방사선을 조사하여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방사선의 조사량과 비용매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의 입자

크기는 작아지고, 균일한 입자 분포도를 갖는 것을 입도분석, 제타포텐셜,

FE-SEM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 약물 함유 구강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개발
○ 약물 함유 PAA 하이드로겔의 효능 및 안정성 검증

- 제조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에 AgNO3 수용액에 담지하고 방사선을 조사

하여 겔내부에 AgNPs를 형성시켰다.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겔 내부에

생성된 AgNPs의 양은 증가 하였다.

- E. coli, S.aureus, S. epidermidis, C. albicans에 대한 항균성을 측정 결과, E.

coli와 S. aureus, S. epidermidis의 경우 AgNO3 의 농도가 0.01M에서 모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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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성을 나타냈으나, C. albicans의 경우는 AgNO3 의 농도가 0.01M, 0.05M에서

는 항균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0.1M 농도에서 항균성이 발현됐다.

- 하이드로겔에 Triamcinolone acetonide를 로딩하여, UV 흡광도를 이용하여 5

시간 이상의 약물 방출 거동을 확인하였다.

- L-929 cell을 CCK-8 assay를 이용하여 세포독성 측정결과 하이드로겔의 농도

가 100 mg/ml 인 경우에도 약 83%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냈으며, 5 mg/ml 농도

의 경우에는 약 95% 이상의 생존율을 나타냈고, 2.5 mg/ml 이하의 농도에서는

100%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어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동물실험 결과 2일차에는 각 처리군 간 크게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트

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하이드로겔 처리시 비교적 염증 반응이 완화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8일차에는 70% 이상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 표면이 회복되면서

상피세포가 재생됨을 확인하였다.

- 임상시험 결과 적용이 쉽고, 환자의 거부감이 없고, 원하는 부위에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점막 접착성이 우수하여 쉽게 탈리되지 않아 장기간 부착 가능하

다.

○ AgNPs 함유 PVA/PEG 하이드로겔 개발

- 하이드로겔에 AgNPs의 생성정도와 입자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FE-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 내부에 AgNPs

의 생성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따른 E. coli 및 S.aureus에 대한 항

균성 측정결과,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겔 내부에 많은 양의 AgNPs가 형

성되어, E. coli, S.aureus 모두 강한 항균성을 나타냈다.

○ AgNPs 함유 CMC 하이드로겔 개발

- AgNPs 함유 CMC 하이드로겔은 CMC 농도 및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서

CMC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CMC 하이드로겔을 AgNO3 수

용액에 1시간동안 담근후 다시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

수록 CMC 하이드로겔 내부에 형성된 AgNPs의 양이 증가되는 것을 UV 및

FE-SEM 이미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CMC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겔 내

부에 생성된 AgNPs의 양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CMC에 함유된 sodium의 함

량이 증가하면서, 은이온의 환원을 촉진시켜 AgNPs의 생성이 증가하였다.

- AgNPs 함유 CMC 하이드로겔의 E. coli, S.aureus에 대한 항균성을 측정 하

였다. 순수 CMC 하이드로겔에서는 항균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방사선 조사량

및 CMC 농도가 증가할수록 강항 항균성이 나타났다.

○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 함유 PAA 하이드로겔 개발

-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의 농도에 다른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확

인 결과 0.08M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은 약 80 %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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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화율을 나타냈으나, 전체적으로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폴리아크릴산의 겔화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 산화아연과 염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돼지 구강점막과의

접착강도 확인 결과, 염화아연 및 산화아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점막과의 접착강도는 증가하였다. 또한, 0.08 M 의 염화아연이 첨

가된 하이드로겔의 접착강도는 약 55 kPa이고, 산화아연이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접착강도는 42 kPa 정도이다. 동일농도에서는 염화아연이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접착강도가 산화아연의 접착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이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E. coli, S.aureus에 대한 고체

배지를 이용한 항균성 실험 측정 결과 염화아연 및 산화아연의 첨가로 인하여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항균력이 증가하였고, 산화아연보다 염화아연이 첨가

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항균력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 점막부착성 고분자에 의한 약물 가용화 평가

- 효과적인 구강점막 부착형 약물전달체 개발을 위해 온도감응성 고분자인 폴록

사머와 대표적인 점착성 고분자인 카보폴로 구성된 하이드로겔을 전자선 조사에

의한 가교방법을 통해 제조하였다. 폴록사머의 말단을 비닐그룹으로 개질하여 화

학적 가교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하이드로겔 제형의 기계적 물성 및 점막 부착성

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 유변학적 거동과 팽윤 거동이 우수한 D-Pol 20%과 카보폴 1%의 하이드로겔

에 항염증제인 Triamcinolone acetonide을 로딩하여 48시간 까지 지속된 약물 방

출 거동을 확인하였다.

- Triamcinolone acetonide 약물이 함유된 D-Pol 하이드로겔의 동물 실험을 수

행하였다. 생리식염수 (control), 0.1% triamcinolone acetonide 용액 (1% sol’n),

0.1% triamcinolone acetonide 하이드로겔 (1% patch), 약물이 로딩되지 않은 하

이드로겔 (blank patch)을 적용한 후, 1, 2, 5, 8, 11, 15일에 피부의 상처 치유를

확인하였다. 1, 2일차에는 각 처리군 간의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5일

차에는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약물처리시 회복속도가 빨라짐을 확인하였

다. 또한, 8일차에 상처지유를 확연히 관찰할 수 있었으며, 특히 트리암시놀론 아

세토니드 하이드로겔 처리시 가장 작은 상처 크기를 나타냈다.

- Rat의 왼쪽 뺨 안쪽 buccal 부분에 상처를 내고 biopsy punch를 이용하여 지

름 4 mm의 상처를 내고 생리식염수 (control), 0.1% triamcinolone acetonide 용

액 (1% sol’n), 0.1% triamcinolone acetonide 하이드로겔(1% patch), 약물이 로

딩되지 않은 하이드로겔(balnk patch) 적용 후 2, 8일에 조직 재생을 관찰하였다.

2일차에는 각 처리군 간 크게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트리암시놀론 아세토

니드 하이드로겔 처리시 비교적 염증 반응이 완화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8일차

에는 상처 표면이 회복되면서 상피세포가 재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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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 하이드로겔 (1% patch) 처리 시 가장 빨리 조직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 방사선을 이용한 세포 배양용 지지체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 가교/그라프트를 이용한 3차원 다공성 세포 지지체 제조

- 화학 가교제 대신 방사선 가교/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고분자 기반의

3D 다공성 세포 지지체인 water-soluble chitosan/alginate/gelatin(WAG) 지지체

를 개발하였다.

- 개발된 WAG 지지체는 아미드/에스테르 결합으로 연결된 공극구조를 가짐으

로써 우수한 기계적 강도 및 수분 안정성(37 ℃, 인산염 완충용액에서 5일 이상

형태 유지됨), 80% 이상의 세포 부착성, 200 kPa 이상의 압축강도로 우수한 물

성을 나타내었다.

- 또한, 방사선 가교/그라프트를 이용한 천연/합성 고분자 기반의 3D 다공성

세포 지지체인 hyaluronic acid/chondroitin sulfate/PVA(HA/CS/PVA),

hyaluronic acid/chondroitin sulfate/PAAc(HA/CS/PAAc) 지지체 2종을 개발하였

다.

- 합성된 천연고분자 유도체 HA/CS는 FT-IR, NMR을 통해서 구조를 확인하

였고, 제조된 HA/CS/PVA, HA/CS/PAAc 지지체는 70% 이상의 가교율, 80%

이상의 함수율로 우수한 물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효소농도 및 조성비에 따른

지지체의 생분해속도 조절을 위한 지표를 수립하였다.

○ 전기방사를 이용한 천연/생분해성 고분자 나노섬유 지지체 제조

-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천연/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나노섬유 세포 지지체인

poly(L-lactide-co-caprolactone/marine collagen(PLCL/MC), gelatin/acrylic

acid/PLCL(Gelatin/AAc/PLCL), RGD/acrylic acid/poly(L-lactic

acid)(RGD/AAc/PLLA) 지지체 3종을 개발하였다.

- 개발된 PLCL/MC, Gelatin/AAc/PLCL, RGD/AAc/PLLA 세포 지지체는 4.5

MPa 이상의 인장강도, 80% 이상의 세포 부착/생장률과 방사선 조사선량 50

kGy 까지도 안정한 지지체 형태와 수분안정성을 나타내었다.

■ 인공피부 모델 형성 기술 개발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한 생체 친화성 필름형 지지체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 그라프트/전기방사 기술을 이용하여 평균 섬유 직경은 700 nm 이하의

생체 친화성 필름형 지지체인 Poly(L-lactide)(PLLA), Poly(L-lactide-co-ε

-caprolactone)(PLCL) 지지제 2종을 개발하였다.

- 감마선/전자선을 이용하여 생분해성 지지체의 표면개질조건을 확립하여, 감

마선을 이용한 아크릴산 그라프트시 감마선 15 kGy 이하에서 80% 이상의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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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율을 달성하였고, 전자선을 이용한 아크릴산 그라프트시 전자선 20 kGy 이

하에서 TBO 흡착량 400 μmol/mg 이상을 달성하였다.

- 특히, 지지체의 표면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기술 개발로, 지지체 표면에

카르복실기, 아민기 등의 기능기 도입 및 도입량의 조절이 가능하여 히드록실기

와 아민기 도입율 30% 이상을 달성하였다.

○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생분해성 지지체의 특성 분석과 피부 세포 배양 기술

개발

- 지지체 표면의 친수성 조절을 통한 세포 흡착 및 증식능을 조절할 수 있는

자체기술 개발하였다. 이러한 지지체 표면 개질의 특성에 따른 세포 흡착 형태

분석 및 세포 증식율을 평가해본 결과, 세포 흡착율은 150% 증가하였고, 흡착된

세포의 장기간 증식능을 평가해본 결과, 7일간 150% 이상의 성장률이 관찰되었

다.

○ 인공피부 모델 형성 기술 개발

- 천연/합성고분자 복합지지체인 HACS/PVA, HACS/PAAc의 가교도 및 성분

비 조절을 통한 생분해 속도를 조절하여, hyaluronidase 분해효소 적용 초기부터

14일까지 분해속도를 조절하였다.

- 지지체의 조성비 및 약물 특성에 따른 영향인자의 조절을 통한 적절한 약물

방출 profile과 kinetics 재현하여, 10% 이상의 약물 봉입량 및 방출량 조절이 가

능하였다. 따라서 약물분자량이 300 이하(theophylline)인 약물의 경우 약물 방출

율은 95% 이상이었고, 약물분자량이 300 이상(cefazoline)인 약물의 경우 약물방

출율은 80% 이상이었다.

- 약물투과실험 장치인 Frantz cell을 이용하여 지지체의 solute permeation 특

성 분석 및 각 영향인자의 조절을 통한 투과율 조절 실험 결과, 약물분자량이

300 이하(theophylline)인 약물의 경우 85% 이상의 약물 투과율을 나타내었고,

약물분자량이 300 이상(cefazoline)인 약물의 경우 60% 이상의 약물 투과율을 나

타내었다.

■ 인공피부 모델의 특성 평가

○ 세포배양 지지체 제조를 위한 최적 방사선량 결정

- 전기방사기술을 이용해 PLCL 나노섬유 지지체의 최적 제작조건(나노섬유 직

경 700 nm)을 확립한 후 감마선 조사량 및 아크릴산 농도 최적화를 통해 아크릴

산이 도입된 PLCL 나노섬유형 지지체를 개발하였다(아크릴산 도입율: 0.1-1.2

mM/mg 나노파이버).

- 세포증식 및 피부분화 촉진 생체활성물질인 EGF를 도입하여 표면 특성 분석

을 통해 EGF의 도입을 평가하였으며, ELISA 방법을 통해 EGF의 도입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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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다. EGF 반응 농도별로 10 ng/mL에서는 약 8 ng/mesh, 100 ng/mL에

서는 78 ng/mesh, 200 ng/mL을 반응했을 경우 175 ng/mesh로 모든 조건에서

약 80%에 육박하는 EGF 고정화율을 확보하였다.

○ 형성된 인공피부의 형태학/조직학적 세포성장 평가

- 제작된 인공피부에 성체줄기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의 흡착 경향을 형광이미지

로 분석하였다. 배양 7일 후 배양된 성체줄기세포의 aspect ratio는 1일차의 1.12,

1.27, 1.33에서 2.5, 2.7, 2.6 (각각 E-AP 10 ng, 100 ng, 200 ng)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

- EGF가 농도별로 도입된 E-AP 지지체 (10 ng-200 ng) 위에서의 성체줄기세

포의 증식은 모든 E-AP가 1일차에서 PLCL 대비 약 1.1배의 흡착율을 보여주었

으나, 7일간의 배양 후 E-AP_200 ng는 지속적으로 세포증식을 촉진하여 약

120%의 세포증식율을 보여주었다.

- EGF외에 세포흡착 및 증식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성 생체활성물질로 젤라틴

을 추가 고정 하였으며, 젤라틴은 EGF와의 중첩없이 약 200 ug/mesh가 고정되

었다(EG-AP). 또한, EG-AP지지체에 성체줄기세포를 배양한 결과 1일차에서

PLCL 대비 약 1.4배(PLCL: 0.119) 높은 세포 흡착율을 보여주었으며, 3일차, 7일

차에서 더욱 확대되어 각각 약 1.7배, 2.4배의 높은 세포 증식율을 보여주었다.

세포증식 여부는 형광현미경에서도 7일 간의 배양 후 세포가 지지체 전부를 완

전히 뒤덮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성체줄기세포의 분화유도 평가

- 성체줄기세포의 피부세포 분화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지체위에서 14일간 배

양한 후 피부세포 분화 마커인 인볼루클린(involucrin)을 면역형광염색을 실시하

였다. EGF의 영향으로 EGF의 발현은 E-AP와 EG-AP에서 AP 지지체보다 약

2-3배 높은 인볼루클린의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피부세포로의 분화가 촉진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화장품에 대한 시험법 모델 평가

- 화장품에 사용되어왔던 항균제를 대상으로 EG-AP 지지체위에서 세포를 배양

한 후 향균제도 농도별 독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살리실산, 포름알데히드, 메틸파

라벤을 처리하였으며, 화장품 개발 가이드 라인을 충족하는 결과를 획득할 수 있

었다.

- 화장품 원료의 피부부식 평가에서도 대표적인 피부부식성 물질인 포타슘하이

드록사이드를 3분, 60분 처리했을 때 EG-AP는 정확하게 세포증식이 50%이상

감소함으로서 EG-AP가 피부부식 평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 주름 개선 효과의 평가를 위해 주름 개선 물질인 EGF수용액을 추가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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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주름개선 마커인 세포의 콜라젠 발현율을 비교해 본 결과, EG-AP에서 성장

한 성체줄기세포에서 100 ng/mL EGF를 처리했을 때 약 140%의 콜라젠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10 ng/mL 일때는 130%, 1 ng/mL을 처리했을 경우 약 120% 콜

라젠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지지체에 고정화된 EGF는 성체줄기세포의 피부세포 (keratinocyte)로의 분화

를 촉진했지만, EG-AP에서 멜라닌이 거의 검출되지 않은 것을 볼 때

melanocyte로의 분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scorbic

acid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신규합성되는 멜라닌의 농도가 증가하는데 이는 인체

피부 대체용 인공피부는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Ⅳ. 연구개발활용계획
○ 기술적 측면

- 본 연구팀의 세계수준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기존의 제조방법과는

차별화된 방사선 융합기술이 접목된 구강점막 부착제제 개발을 통한 공정의 단

순화와 효능극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를 통해 제조된 구강 점막 부착제재는 상처 또는 염증 부위에 직접 작

용하므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방사선으로 제조되어 기타 화학물

질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위를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재료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는 고분자 재료이며, 본 연구 개발에서

와 마찬가지로 고분자 재료에 방사선을 활용하면 독성 물질 첨가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신 재료 개발의 우수한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 이러한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RT산업의 55%를 점유하는 RT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사선 이외의 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없는 고기능성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 다

양한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과제의 기반기술인 방사선 융합기술은 천연고분자의 가교기술은 안전

소재개발 이외에 타 분야의 보건위생용 흡수제를 비롯한 생활용품의 생산에도

활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적 측면

- 국내 잇몸질환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100-140억원 규모인 페이스트 제품 시

장과 경구용 시장을 합쳐 700-8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15%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만큼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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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을 받고 있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사선을 이용한 구강점막 부착용 약물전달체는 국내외

적으로 전무하므로 그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Cell based artificial skin은 매우 고가이므로 비용 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본 기술 개발 결과를 토대로 한 인공피부의 국산화로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 본 연구결과는 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국내외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새로

운 산업의 창출은 물론 선진 경제 대국으로 진입을 도모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

다.

- 로레알의 에피스킨, 맷텍의 에피덤과 같은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를 개발

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품 시장인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적 측면

- 방사선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인공관절의 수명연장, 화상/상처 드레싱의 보건

의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약물 전달체 드레싱, 항암약

물전달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인공장기, 의료품을 생산할 수 있어 방사선의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을

제조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 원자력 기술(RT)과 생명공학기술(BT)을 연계하여 기술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인체적용 안전소재를 홍보함으로써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에 기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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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Development of high effectiveness biomimetic materials by radiation

Ⅱ.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 The buccal mucosa is more permeable than skin and less variable between

patients, resulting in lower inter-subject variation. Moreover, a buccal drug

delivery system can be promptly eliminated in the case of toxic side effects by

simply removing the dosage form from the buccal cavity.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formulate various mucoadhesive buccal drug delivery systems,

including tablets, patches, and gels. Mucoadhesive gel formulations have the

potential for localization at the application site to improve and enhance the

bioavailability of drugs because these dosage forms facilitate intimate contact of

the formulation with the underlying absorption surface. This allows modification

of tissue permeability for the absorption of macromolecules, such as peptides

and proteins. Thus, these systems can be used for targeting a drug to a

particular region of the body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Hydrogel has been used in the formulation of topical dosage forms because it

has relatively low toxicity and is able to form mucoadhesive hydrogels in

aqueous media.

Among many synthetic techniques used to form hydrogels, cross-linking induced

by ionizing radiation presents several advantages, especially in cases where the

purity of the product is important. A polymer swollen state undergoes

cross-linking on irradiation yielding a gel-like material. Advantages of radiation

techniques include the unique ability to initiate polymerization and/or

cross-linking reactions without adding toxic chemicals as an initiator and the

presence of unreacted toxic monomer. Polymerization initiators and cross-linking

agents are commonly considered harmful and difficult to remove. Another merit

of the radiation approach is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synthesis and

sterilization in one step, which is performed in the sealed final packaging. In

practice, mucoadhesive polymeric hydrogels have been prepared by irradiation for

the nasal delivery. Thus, gel formulations prepared by irradiation have been

proposed for a number of biomedical applications and can provide suitable

structure and rigidity, low toxicity, and high biocompatibility.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the mucoadhesive hydrogel

for buccal drug delivery by gamma-ray irradiation to improve physical

properties and evaluate the mucoadhesive and releas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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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he european commission has presented its yearly report on "alternative

methods to animal tests in the field of cosmetics"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The cosmetics directive prohibits animal testing in the EU of

finished cosmetic products since 2004 and animal testing of ingredients of

cosmetic products has been prohibited since 2009. A marketing ban is also in

place which prohibits selling in the EU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ingredients

which have been tested on animals irrespective of the place of the testing after

March 2009.

Many scientists and governments say that animal testing should cause as little

suffering as possible, and some argue that alternatives to animal testing need to

be develope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skin is conductive to reduce the high

expenses for animals and minimize the ethical problems due to animal testing.

Therefore considerable effort have been made to develop artificial skin for

animal testing alternatives and numerous promising techniques are currently

being developed to fabricate the artificial skin scaffold in europe and developing

countries. In Korea, artificial skin is being developed for burn wound healing,

but not for the replacement of animal experiments.

Therefore, in this project, we newly developed the polymeric artificial skin with

good biocompatibility and physical property by using radiation technique. The

radiation is recognized as a very suitable tool for the formation and modification

of those functional biomaterial. The radiation process has various advantages

such as easy process control, possibility of combining the formation and

sterilization in one step, no necessity to add any initiators and crosslinkers

possibly harmful and difficult to remove.

In this respect, we focused on the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rtificial

skin model composed of biocompatible natural polymer and synthetic polymer

with high mechanical property for alternative tests to animal experiments. In

addition, our developed multi-functional artificial skins were characterized as

substitutes for animal tests such as toxicity, whitening, wrinkle improvement,

skin cauterization and skin sensitivity.

Further additional studies for increasing of biological functionality is completed,

our successful outcomes in this project could be expected to useful alternative

method for animal experiments.

Ⅲ.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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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hydrogel for buccal mucosa adhesion

○ Development of PAA hydrogel having duplex configuration

- Poly(acrylic acid)(PAA) was dissolved in distilled water. This PAA solution

were irradiated by gamma-ray irradiation to make hydrogel. The PAA hydrogels

were coated uniformly with Eudragit RSPO for the protection of drug.

- The properties of PAA hydrogel having duplex configuration such as gel

fraction and swelling behavior were investigated with the content of PAA and

gamma-ray irradiation. The mucoadhesive strength was evaluated by measuring

the force required to detach the formulation from oral mucosa tissue of pigs

using a universal test machine.

○ Development of PAA/PEG hydrogel for buccal mucosa adhesion

- Poly(acrylic acid)(PAA) 7wt% was dissolved in distilled water. PEG was

added into the PAA solution. These solutions were irradiated by gamma-rays to

make a hydrogel.

- The properties of the hydrogel such as gel fraction and swelling behavior,

tensile strength, compressive strength were investigated with the content of

PEG and annealing condition. Also, the mucoadhesive strength was evaluated by

measuring the force required to detach the formulation from oral mucosa tissue

of pigs using a universal test machine.

○ Development of PVA/PEG hydrogel for buccal mucosa adhesion

- Poly(vinyl alcohol)(PVA) powder was dissolved in distilled water using an

autoclave. Poly(ethylene glycol)PEG was preheated at 75 °C, and then added into

the PVA solution. These solutions were irradiated by gamma-rays to make a

hydrogel. The hydrogels were annealed in an oven at 120 °C under nitrogen

atmosphere.

- The properties of the hydrogel such as gel fraction and swelling behavior, gel

strength were investigated with the content of PEG and annealing condition.

○ Development of micro-hydrogel

- The micro-hydrogels of Ethyl cellulose (EC) and PAA were prepared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Ethyl cellulose and surfactant were dissolve in water.

Poly(acrylic acid)(PAA) 7wt% was dissolved in distilled water by using a

mechanical stirrer. They were irradiated by electron beam to make micro

hydrogel. The size and morphology of micro hydrogel we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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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hydrogel containing drug for buccal mucosa adhesion

○ Effect and safety evaluation of PAA hydrogel containing drug

- The PAA hydrogel has been dipped into triamcinolone acetonide solution for

1hr.

- In vitro drug release from hydrogels was investigated. Besides, the

antibacterial activities were investigated in detail against S. aureus and E. coli,

S. epidermidis, C. albican. The cytotoxicity of the PAA hydrogel were evaluated

by using CCK-8 assay. The SD rats were experimented in vivo healing

assessment.

○ Development of PVA/PEG hydrogel containing AgNPs

- PVA/PEG were dissolved in deionized water, and then irradiated by a

gamma-ray to make hydrogel. The PVA/PEG hydrogel has been dipped into

0.01M AgNO3 solution for 1hr. After that, the swollen hydrogels were irradiated

by gamma-ray to form AgNPs.

- The characteristics of Ag NPs in the PVA/PEG hydrogels were measured by

UV-Vis, FE SEM, particle size analyzer. Also, the antibacterial activities were

investigated in detail against the Staphylococcus aureus (S.aureus) and

Escherichia coli (E.coli) strains.

○ Development of CMC hydrogel containing AgNPs

- Carboxylmethyl cellulose (CMC) were dissolved in deionized water, and then

irradiated by a gamma-ray to make hydrogel. The CMC hydrogel has been

dipped into 0.01M AgNO3 solution for 1hr. After that, the swollen hydrogels

were irradiated by gamma-ray to form AgNPs.

- The properties of CMC hydrogel containing AgNPs such as gel fraction and

swelling behavior, particle size were investigated with the content of CMC and

gamma-ray irradiation. Besides, the antibacterial activities were investigated in

detail against S. aureus and E. coli.

○ Development of PAA hydrogel containing zinc oxide or zinc chloride

- The characterization of zinc oxide or zinc chloride incorporated into a PAA

hydrogel prepared by gamma-ray irradiation was investigated. The effects of

various parameters such as zinc ion concentration and irradiation doses were

varied and investigated in detail for antibacterial activity. In addition, the gel

content, swelling ratio, and UV–Vis diffuse reflectance spectra of the zinc

particles in the hydrogels were characte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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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pluronic F127 hydrogel containing drug for buccal mucosa

adhesion

- To improve physical properties and modulate the mucoadhesive hydrogel

formulation via cross-linking by radiation, hydrogels were prepared using

thermoreversible polymer Pluronic F127 (PF127) and mucoadhesive polymer

carbopol 934P (C934P). As a model drug, naproxen was loaded in the hydrogel

formulation. Sol-gel transition temperatures of hydrogels were measured by the

tube-inversion method. The mucoadhesive potential of each formulation was

determined by measuring the force required to detach the formulation from oral

mucosal tissue. To strengthen the mechanical properties, the formulations were

irradiated using an electronic beam. Drug release from the hydrogels and the

cytotoxicity of each formulation were investigated. The SD rats were

experimented in vivo healing assessment.

■ Development of three dimensional (3D) scaffolds for cell culture by radiation

In this study, we designed the porous artificial skin scaffolds composed of

biocompatible natural polymer and synthetic polymer with high mechanical

property with 3D network structure and evaluate their physicochemical

properties.

○ Fabrication of 3D porous scaffolds by radiation crosslinking/grafting

- Fabrication of 3D porous scaffolds composed of biocompatible natural

polymer

- Fabrication of 3D porous scaffolds composed of biocompatible natural

polymer and synthetic polymer

○ Fabrication of 3D porous scaffolds composed of biodegradable natural

polymer by electrospinning method

- Fabrication of PLCL/MC 3D porous scaffolds

- Fabrication of Gelatin-AAc-PLCL 3D porous scaffolds

- Fabrication of RGD immobilized AAC-PLLA 3D porous scaffolds

■ Development of artificial skin model

In this study, to evaluate the feasibility as a artificial skin model for alternative

tests to animal experiments, the permeation properties of polymer artificial skin

were investigated depending on the crosslinking density, composition and 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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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ldo, we investigated the enzymatic degradation kinetics of polymeric

artificial skin and their influence factors such as crosslinking density and

composition of polymer matrix.

○ Preparation of biocompatible film type scaffolds by radiation grafting

- Controlling the characteristics of biodegradable scaffolds by gamma rays

- Controlling the characteristics of biodegradable scaffolds by electron beam

○ Development of cell culture technique for biodegradable scaffolds using

adult stem cells

- Evaluation of cell attachment for biodegradable scaffolds

- Evaluation of cell morphology for biodegradable scaffolds

- Evaluation of cell proliferation rate for biodegradable scaffolds

- Development of artificial skin model through cell culture

○ Development of artificial skin model

- Fabrication of natural/synthetic polymer based HA/CS/PVA and

HA/CS/PAAc hydrogel by radiation

- Evaluation of biodegradablity of polymer artificial skin

- Evaluation of in vitro drug release characteristics for natural/synthetic

polymer based artificial skin

- Evaluation of in vitro permeation characteristics for natural/synthetic

polymer based artificial skin

■ Characterization and evaluation of artificial skin model

The cytotoxicity test of polymeric artificial skin and its degradation materials

were performed to confirm their biocompatibility and the adhesion and

proliferation properties of cells on the synthesized polymeric artificial skin were

investigated. Ideal radiation doses and acrylic acid grafting condition on the

substrates also were optimized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skin replacing

animal experiment. EG-AP scaffolds as artificial skin for replacing animal

experiment model were developed by co-immobilizing EGF and gelatin as

essential bioactive molecules to regulate skin development including

differentiation and cell adhesion and proliferation. Furthermore, adherent

properties and proliferation of the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were

investigated, and differentiation to skin constitutes also induced on the scaffolds.

Finally, actual function of our artificial skin, EG-AP scaffolds, wa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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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it can play a role to measure the properties of raw materials used in

the development of cosmetic products using the cosmetics development guideline.

○ Optimization of ideal radiation doses for development of natural/synthetic

polymer-based multi-functional scaffolds

- Functionalization of electrospun nanofibrous meshes using radiation-based

grafting technology

- Immobilization of bioactive molecules and optimization of immobilizing

yield of bioactive molecules

○ Evaluation of cellular activity on the artificial skin

- Investigation of adherent profile of the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 Investigation of proliferation of the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 Development of co-immobilization technology of the bioactive molecules

and analysis of adhesion and proliferation of the hMSC on the

multi-functional scaffolds

○ Skin development of hMSC on the EG-AP scaffolds

- Scaffold-based skin differentiation induction

○ Evaluation of testing methods of cosmetics

- Evaluation of raw materials toxicity for the cosmetics

- Skin corrosion test for the cosmetics

- Investigation of wrinkle-care materials effect on the artificial skin

- Investigation of whitening materials effect on the artificial skin

Ⅳ. The resul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Development of hydrogel for buccal mucosa adehsion

○ Development of PAA hydrogel having duplex configuration

- The gel fraction increased with the increase in the content of PAA and

irradiatiom dose. The mucoadhesive strength was evaluated by measuring the

force required to detach the formulation from oral mucosa tissue of pigs

using a universal test machine. As the increased irradiation dose, the

mucoadhesive force was increased.

○ Development of PAA/PEG hydrogel for buccal mucosa adhesion

- The gel fraction increased as annealing time increased. The ge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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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PEG content.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e

hydrogels was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annealing time and with a

decrease PEG concentration. The probable reason of this result is that the

presence of PEG normally increases the elasticity of the gel due to the

plasticizing effect. As the contents of PEG increased from 0.25 to 0.5%, the

mucoadhesive force was increased, except for the formulation with 1%.

○ Development of PVA/PEG hydrogel for buccal mucosa adhesion

- The effects of PEG content and annealing of PVA hydrogels were

observed. The gel fraction increased as the content of PEG decreased and

annealing time increased. The degree of swelling decreased with increasing

PEG content and decreasing annealing time. Also, the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increased with the PEG concentration and annealing time.

○ Development of micro-hydrogel

- The PAA micro-hydrogel have nearly a perfect sphere. Also, the average

particle size decreased with an increasing irradiation dose due to the intra-

and inter-crosslinking. As the electron beam irradiation dose increased, the

absolute values of zeta potential increased.

■ Development of hydrogel containing drug for buccal mucosa adehsion

○ Effect and safety evaluation of PAA hydrogel containing drug

- The PAA hydrogel having duplex configuration have been investigated for

inhibiting the growth of S. aureus and E. coli, S. epidermidis, C. albican on solid

growth media. The antibacterial tests indicated that the hydrogels had good

antibacterial activities.

- Triamcinolone acetonide was released constantly from the gel formulations at

37°C and could reach 100% at about 6 hour. 

- The cytotoxicity of the PAA hydrogel were evaluated by using CCK-8 assay.

The PAA hydrogels were considered not to be cytotoxic.

- The PAA hydrogels displayed the eminent healing result from the animal

tests and clinical trials.

○ Development of PVA/PEG hydrogel containing AgNPs

- The characteristics of Ag NPs in the PVA/PEG hydrogels were measured by

UV-vis, FE SEM, Particle size analyzer. The UV-vis analysis indicated that the

concentration of Ag NPs was enhanced by increasing of radiation dose from 1

to 10 kGy. Ag NPs had smaller sizes and shapes with an increasing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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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

○ Development of CMC hydrogel containing AgNPs

- The intensity of the absorption band of AgNPs increases significantly and

shift to the blue (from 440 to 420 nm) with increasing the irradiation dose up to

5 kGy. The absorption spectra became much narrower, and intense UV spectra

of the samples shows that smaller-diameter Ag NPs were obtained at larger

radiation doses. Ag NPs had smaller sizes and shapes with an increasing

radiation dose. The CMC hydrogel containing AgNPs have been investigated for

inhibiting the growth of Staphylococcus aureus and Escherichia coli strains in

liquid as well as on solid growth media. The antibacterial tests indicated that

the hydrogels containing Ag NPs have a good antibacterial activity.

○ Development of PAA hydrogel containing zinc oxide or zinc chloride

- Zinc chloride or zinc oxide based hydrogels have an effect on inhibiting and

killing gram-positive S.aureus bacteria and gram-negative E.coli bacteria. Also

the hydrogels containing a higher zinc concentration exhibit a much stronger

inhibition effect, which confirms that the antibacterial activity is from the zinc

particles not the PAAc composition.

○ Development of pluronic F127 hydrogel containing drug for buccal mucosa

adhesion

- The thermosensitive and mucoadhesive gel formulations were prepared for

buccal drug delivery using PF127 and carbopol. The naproxen-loaded gel

showed a sol-gel transition around body temperature. The gelation temperature

of the formulations was decreased, and mucoadhesive force, defined by

detachment stress, was increased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of carbopol. In

vitro release was sustained with the addition of carbopol. Cross-linking the

polymer gel by irradiation showed increased mechanical strength and

mucoadhesive force without major changes in in vitro release properties or cell

viability.

- A naproxen-loaded thermoreversible gels showed a good sol-gel transition

property and mucoadhesiveness could have potential for development as a more

convenient and effective means of treating oral disease with low toxicity.

- From the animal tests, the PAA hydrogels were proved to have the eminent

healing effect.

■ Development of three dimensional (3D) scaffolds for cell culture by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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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brication of 3D porous scaffolds by radiation crosslinking/grafting

- 3D Porous natural polymer-based water-soluble chitosan/alginate/gelatin

(WAG) scaffold was developed by using radiation crosslinking/grafting

techniques instead of chemical reagent. The WAG scaffold has excellent

mechanical strength by having amide/ester bond, moisture stability in

phosphate buffer solution (37 ℃, for 5 days), cell adhesion (> 80%) and

compressive strength (> 200 kPa).

- In addition, 3D porous natural/synthetic polymer-based scaffold was

developed by using radiation crosslinking/grafting techniques. The structures

of hyaluronic acid/chondroitin sulfate/PVA (HA/CS/PVA) and hyaluronic

acid/chondroitin sulfate/PAAc (HA/CS/PAAc) scaffolds were confirmed

through FT-IR and NMR. These scaffolds have excellent gel fraction rate of

over 70% and water content of more than 80%. In addition, biodegradation

rate index was established by controlling the enzyme concentration and

composition onto the scaffolds.

○ Fabrication of 3D porous scaffolds composed of biodegradable natural

polymer by electrospinning method

- 3D Porous natural/biodegradable polymer-based nanofibers

poly(L-lactide-co-caprolactone/marine collagen (PLCL/MC), gelatin/acrylic

acid/PLCL (Gelatin/AAc/PLCL), RGD/acrylic acid/poly(L-lactic acid)

(RGD/AAc/PLLA) were developed by electrospinning having excellent tensile

strength of 4.5 MPa or more, more than 80% of cell adhesion/growth rate

and radiation stability until 50 kGy of radiation dose.

■ Development of artificial skin model

○ Preparation of biocompatible film type scaffolds by radiation grafting

- Biocompatible film type scaffolds with average fiber diameter 700nm

were developed with poly(L-lactide)(PLLA), poly(L-lactide-co-ε

-caprolactone)(PLCL) using electrospinning technique and radiation

technology.

- Optimal surface modification conditions using gamma-ray or

electron-beam irradiation technology were achieved. Approximately 80% of

AAc grafting yield was obtained under 15 kGy of gamma-ray exposure, and

adsorption of TBO to AAc-grafted mesh prepared by electron-beam (20 kGy)

was 400 μmol/mg.

- Especially, as a alternative technology for enhancing surface property of

the scaffolds, carboxylic acid group and amine groups were introduc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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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d their introduction yield, and further introduction of hydroxyl group

and amine groups were modulated exhibiting approimately 30% of introduction

yield.

○ Development of cell culture technique for biodegradable scaffolds using

adult stem cells

- Alternative control technology was developed for regulating surface

hydrophilicity which can affect cell adhesion and proliferation. The results of

cell adhesion analysis and proliferation of the cells on the hydrophilic

scaffolds prepared by radiation technology exhibited that adhesion property of

the cell on the mesh was increased to 150%, and long-term proliferation of

the adherent cells was also achieved to 150% enhanced proliferation for 7

days of culture.

○ Development of artificial skin model

- The enzymatic degradation kinetics of polymeric artificial skin,

HA/CS/PVA and HA/CS/PAAc scaffolds were established by controlling of

their influence factors such as crosslinking density and composition of

polymer matrix. When the drug molecular weight was less than 300

(theophylline), the drug release rate was more than 95%, and the drug

molecular weight was more than 300 (cefazoline), the drug release rate was

more than 80%. In the solute permeation experimental results, when the drug

molecular weight was less than 300 (theophylline), the drug permeation rate

was more than 85%, and the drug molecular weight was more than 300

(cefazoline), the drug release rate was more than 60%.

■ Characterization and evaluation of artificial skin model

○ Optimization of ideal radiation doses for development of natural/synthetic

polymer-based multi-functional scaffolds

- Functionalization of electrospun nanofibrous meshes using radiation-based

grafting technology

- After optimizing eletrospining condition of PLCL nanofibrous meshes

(average fiber diameter: 700 nm), acrylic acid (AAc) grafted PLCL fibrous

meshes were developed by optimizing gamma-ray irradiation doses and AAc

concentration (AAc grafting amounts: 0.1-1.2 mM/mg nanofiber).

- After EGF immobilization, which is essential bioactive molecules

regulating cell proliferation and skin differentiation, introduction of EGF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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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by surface analysis and immobilization yield of EGF was calculated

by ELISA. The immobilized amounts of EGF on the scaffolds were 8, 78, and

175 ng/mesh as 10, 100 and 200 ng/mL EGF solution reacted, the

immobilization yield in the all experiments was higher and reached

approximately 80%.

- Immobilization of bioactive molecules and optimization of immobilizing

yield of bioactive molecules

○ Evaluation of cellular activity on the artificial skin

- The adherent profile of the hMSC on the scaffolds was investigated by

analyzing fluorescent images. After 7 days of incubation, aspect ratio of

adherent hMSC was increased to 2.5, 2.7, and 2.6 as compared with initial

aspect ratio at day 1 (E-AP 10 ng: 1.12, 100 ng: 1.27, 200 ng: 1.33).

- In addition, the proliferation of hMSC on the scaffolds with different EGF

amounts (10 to 200 ng/mL) was approximately 1.1-times increased,

consequently, E-AP_200ng scaffolds successfully regulated the proliferation of

hMSC for 7 days of culture exhibiting approximately 120% of enhanced

proliferation.

- Development of co-immobilization technology of the bioactive molecules

and analysis of adhesion and proliferation of the hMSC on the

multi-functional scaffolds

- As a additional bioactive molecule to regulate cellulare behavior on the

scaffolds, gelatin was further immobilized, approximately 200ug/mesh of

gelatin was immobilized without overlapping EGF (EG-AP). In addition, after

hMSC seeding and incubation on the EG-AP scaffolds, adhesion of hMSC

was 1.4-times increased than those on the PLCL scaffolds at day 1. Those

differences were increased at day 3 and 7, which were about 1.7-times and

2.4-times greater, respectively. The enhanced proliferation of the cells on the

EG-AP scaffolds also observed under fluorescent microscopy exhibiting that

all of the cells cultured on the EG-AP scaffolds for 7 days completely

covered the scaffolds without empty space.

○ Skin development of hMSC on the EG-AP scaffolds

- To prove skin differentiation of hMSC, involucrin, as a representative

marker for skin differentiation, were stained after 14 days of incubation. The

expression of involucrin on the scaffolds was approximately 2-3 times

increased than those on the AP scaffolds exhibiting that skin 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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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be facilitated by immobilized EGF.

○ Evaluation of testing methods of cosmetics.

- To evaluate toxicity of raw materials for cosmetics, representative

antimicrobial agents were treated to hMSC-cultured EG-AP scaffolds. A

variety of concentration of salicylic acid, formaldehyde, and methyl-paraben

were used, all of sample showed reduced cell viability corresponding to each

concentrations indicating that our novel artifical skin was acceptable to

evaluate toxicity of raw materials for cosmetics.

- For the evaluation of skin corrosion of raw materials for cosmetics,

different concentration of potassium hydroxide as a major corrosive materials

were treated to hMSC-lived scaffolds, cell viability was decreased down to

under 50% after 3 minutes and 19% after 60 minutes of treatments, which

proved that novel artifical skin was useful to evaluate skin corrosion.

- Investigation of wrinkle-care materials effect on the artificial skin

- Investigation of wrinkle-care materials effect on the artificial skin was

performed by measuring newly synthesized collagen. After 24 hours of

wrinkle-care materials treatment (EGF solution), collagen expression or

secretion was measured by ELISA. As 10 and 100 ng/mL of EGF were

further treated, collagen expression was increased up to 130 and 140%,

respectively. Additionally, when only 1ng/mL of EGF was treated the

expression of collagen was 1.2-times greater than those of non-treated

groups. Therefore, our artifical skin seems to be proper to evaluate

wrinkle-care materials effect as like animal model.

- In the investigation of whitening materials effect on the artificial skin,

EG-AP scaffolds did not regulate melanogenesis after hMSC culture.

However, melanin synthesis was promoted after ascorbic acid treatment,

which can be used to develop artifical skin for replacing real himan skin

graft after further investigation.

Ⅳ. The utilization plan for the developed techniques

○ Technical aspects

- Radiation-based preparation of functional polymer materials can play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various materials required for the various

industrial fields such as biomedical, electrical and electronic, nano, display, etc.

- In addition, the radiation techniques will considerably contribute to the

synthesis of new biomaterials world-wid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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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for the above development

of biocompatible artificial skin model with good physical property by using

radiation technique to be useful for the future biology, cosmetics and

pharmaceutical research

○ Economical aspects

- The oral drug delivery systmes (DDS) is to cure gingival disease as well

as inflamation in mouth. It is expected that a new market wiil be created in

the field of DDS for oral mucosa.

- Paste-type drug domestic market for gingival disease treatment is predicted

to be about 10-14 billion won and its oral drug is estimated to be about 70-80

billion won.

- Recently, the growth rate for 3 years are 15% because of moving to aged

socity.

- The radiation-induced functional polymers developed in this project can be

used for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health care (e.g. cosmetics,

pharmaceutics, biomedical, and etc.), energy (e.g. fuel cell, hydrogen storage,

and etc.), electrics and electronic engineering (e.g. transistor, display, and

etc.), composites, etc. and thus its market size is considered to be huge.

- Cell based artificial skin is very expensive, so the marginal cost in terms of

the localization of this technology develop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rtificial skin, so as to contribute to the cost savings.

-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meet the demand at home and abroad through

the convergence of technology and the creation of new industries and to

promote entry into one of the largest economies in the advanced course,

take advantage of that.

- Episode of L'Oreal skin, bonus and epi maettek animal testing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skin in the cosmetics market in Europe, the

biggest in the world can enter the instrument maryeonham.

○ Social aspects

- Radiation fusion technology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diation technology and the society and providing the better

understanding opportunity to the public about the radiation.

- The new radiation technology related to the next generation technologies

such as biomaterial, cosmetics, environment, and etc can contribute to

constructing the infra structure for the domestic production using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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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veloped technology can revitalize the radiation industry and

contribute to opening the new fields of the radiation technology.

- Nuclear Technology (RT) and biotechnology techniques (BT) in conjunction

with the superior human applying gisulseong and affordability by promoting

the safety of nuclear technology for national understanding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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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O 현대인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경변화에 의해 구강내 염증이 많이 발생

한다. 구강내 염증은 점막의 발적, 종창, 자극통, 연하통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에는 농

성 및 미란이 있다. 시판중인 구내염 치료제제는 일시적인 통증완화와 치료효과를 나타

낸다. 따라서 지속적인 약물의 전달과 입안의 침과 각종 세균으로부터 염증 부위의 보

호를 위한 기능성 약물전달 제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인간의 구강 내 번식된 세균은 한 종류의 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균 상호간

에 견제 및 침에 의하여 번식이 억제되어 있다가, 피로 등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올

경우, 구강내 염증이 발생하여 구내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내염은 구강점막(혀, 잇몸,

입술과 볼 안쪽 등)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의 총칭으로서 '입안염'으로 불리기도 하며,

염증이 발생된 부위에 음식물이 접촉되면 통증이 유발되는 등의 환자생활에 불편함이

증가한다.

구내염의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강 내

상처로 혀나 뺨, 입술을 깨물었을 경우와 뜨거운 음식에 입안을 데었을 경우, 코가 막

혀 입으로 숨을 쉬게 되어 입안이 건조하게 될 경우, 치아의 손상 또는 치아보조기구로

인한 입안의 상처로 발생하며, 또한 음주, 흡연, 충치 등으로 구강의 위생상태가 불결한

경우에 생긴다. 그리고 구강 외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알레르기성 비염, 약물사용,

흡연, 비타민 결핍, 호르몬 변화, 빈혈, 임신, 스트레스, 자가 면역질환, 감염 등으로 인

해 면역억제 상태로 또 감기에서부터 암, 에이즈 등으로 인해 면역체계가 약해진 경우

에 발생한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잇몸 속 세균의 독성 물질이 혈류를 타고 자궁주변으로 이동하

거나, 혈관 속에서 면역반응을 일으켜서 자궁수축 물질을 조기에 다량 생산하게 되어서

조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학계에서는 잇몸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조산이 전체

조산의 18% 정도로, 흡연 또는 알콜섭취에 비해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구강 점막 부착용 약물전달체의 경우 카라야고무, 카복시메틸세룰로오스, 하이드록시메틸

세룰로오스, 카보폴 등과 소염제를 혼합하여 구내염 치료용 패취제 제조에 관한 방법이

있으나, 점착력이 약하고, 입안의 침에 의해 구강 점막에서 쉽게 탈리되는 단점이 있다.

기존의 화학적 기교법에의해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화학적 가교와 같은 독성의 화합

물을 첨가하여 고온/고압하에 열경화를 통해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고, 독성 화합물을

제거해야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하이드로겔 제조법은 독성의 화합물 첨가없이 고분자용액에 단순히 방사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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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만으로 가교와 멸균과정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독성의 화학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이며 단시간에 처리가

가능한 방사선 가교 기술을 이용하여 접착성이 우수하고 장시간 부착에도 쉽게 탈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적달 할 수 있는 방사선 이용 구강점막 부착용 약물전달체 하이

드로겔 개발 하였다.

O 유럽(EU지역)에서 2009년 3월부터 동물실험에 의한 화장품의 안전성 확인시험

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동물을 쓰지 않는 신속하고 신뢰성 높은 대체법 개발과 동

물대체시험법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EU의회는 “동물의 복지가 인간의 허

영에 우선한다” 며 2009년부터 유럽 내 27개국에서 동물실험을 통해 만든 화장품

의 생산과 판매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EU의회는 동물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 완

제품은 물론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 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고, 유럽대체실험검

증센터를 세워 민간에서 개발되는 대체실험법의 인가를 맡기고 있다. 이에 유럽은

물론 선진국에서는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지체 제조 기

술 및 세포 배양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화상상처치료용 등의 목적으로 인공피부를 개발하고 있으나,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인공피부 개발은 전무하며, 이러한 생체 모사용 소재의 개발에 있어

방사선을 이용하는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유일하며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지금 ‘인공피부’ 개발 전쟁 중에 있으며, 뉴욕타임스

는 “인공피부 개발이 화장품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랐

으며, 과학자들이 이 연구에 열광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시점에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피부의 개발 기술은 우리나라의 조

직공학 및 생체재료 분야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물실험으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나 실험동물 구입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기술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동물실험 대신으로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의 안전성을 확인

하고 신뢰성 높은 대체법을 추구하기 위해 다기능성 인공피부를 개발하기 위해 방

사선 기술을 이용한 세포배양용 고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과 전기방사 기술을 이용

하여, 생분해성이 우수한 천연고분자와 물리적 특성이 우수한 합성고분자로 이루어

진 다공성의 3차원 가교구조를 가진 고분자 인공피부의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인공

피부 모델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본 과제의 성공적인 결과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생체활성물질을 도입하여 생물학적

기능성을 높이는 연구가 완료되면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개발이 완료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경제·산업적측면

- 구강 약물 전달체는 구강내 염증 뿐만 아니라 잇몸질환을 치료하는 기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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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약물 전달체의 기능이 있어 제약업계의 새로운 시장개척 및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잇몸질환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100-140억원 규모인 페이스트 제품 시장

과 경구용 시장을 합쳐 700-8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15%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만큼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구강점막 부착용 겔로도 활용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을 제

조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어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RT 산업의 55%를 점유하는 RT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법보다 방사선을 이용함으로서 고품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관련 산업이 RT산업의 주요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 현재 바이오 생체조직공학 제품의 시장성에 대한 추산은 미국에서는 조직, 장

기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과 수술은 연간 8백만 건이며 이로 인해 발생

하는 비용은 연간 1조유로(원화기준 1000조원)에 달하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

다.

- 이중 35% 정도가 바이오 생체 조직공학 제품을 통하여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

고 있어 조직공학 산업분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더구나 계속 고령화

되어 장기기증자의 격감도 예상된다. 따라서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은 반드시

자국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다. 사회․문화적 측면

- 방사선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구강점막 부착용 겔뿐만 아니라, 인공관절의 수

명연장, 화상/상처 드레싱의 보건 의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국민 보건과 직

결되는 약물 전달체 드레싱, 항암약물전달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인공장기,

의료품을 생산할 수 있어 방사선의 사회적 친밀성을 향시킬 수 있다.

- 국내 식약청에서는 2008년에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평가 자료인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및 성적서 인정 여

부 검토, 허가심사 시 생물학적 안전성 자료 심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제

품설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난달 창업한 ‘이뮤노서치’는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 화장품업체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로레알의 ‘에피스킨’을 화장품 천연 원료 시험에 더욱 적합하도

록 개량하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이렇듯 동물실험 대체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인공피부를 이용한 화장품 실험이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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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5571마리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EU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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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개발 최종목표

○ 고분자의 방사선 가교에 의한 점막 부착 제제 제조 및 물성 평가

1) 방사선 이용 점막 분착용 고분자 가교기술 개발 (2종 이상)

2) 가교에 따른 점막 부착성 비교 평가 (부착력 45 kPa 이상)제조 기술 개발

○ 다양한 약물의 방출 거동 연구

1)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약물 로딩 및 방출거동 평가

2) 항생제 및 항균제를 이용한 약물 로딩 및 방출 거동 평가

○ 약물이 로딩된 점막 부착용 약물 전달체의 효과 검증

1) 동물 실험을 통한 구내염 치료 효과 검증

○ 방사선을 이용하여 독성평가, 미백, 주름개선, 피부부식, 피부감작 등의 동

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다기능 인공피부 제조 기술을 개발함

1) 방사선을 이용한 세포 배양용 지지체 제조 기술 개발

2) 인공피부 모델 형성 기술 개발

3) 인공피부 모델의 특성 평가

2. 연구개발의 범위

가. 방사선 이용 구강점막 부착용 약물 전달체 제조기술 개발

(1) 방사선 이용 점막 부착용 고분자 개발

- 2종 이상

- 점막 부착력 45 kPa 이상

(2) 마이크로 하이드로겔 합성

- 2종이상

- 하이드로겔 크기 1mm 이하

(3) 점막 부착용 약물 전달체 제조기술 개발

- 점막 부착력 45 kPa 이상

- 3종 이상의 약물 로딩법 개발

- 4시간 이상 약물 방출 거동 평가

- 3종 이상의 균주 실험

- 세포 독성 평가 (세포 생존율 80% 이상)

- 동물 실험을 통한 효능 평가 (염증 저감 효과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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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 이용 다기능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제조 기술 개발

(1) 방사선을 이용한 세포 배양용 지지체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 가교/그라프트를 이용한 3차원 다공성 세포 지지체 제조

- 전기방사를 이용한 나노섬유 지지체 제조 기술 개발

(2) 인공피부 모델 형성 기술 개발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한 생체 친화성 필름형 지지체 제조기술 개발

-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생분해성 지지체의 특성 분석과 피부 세포 배양 기술

- 인공피부 모델 형성 기술 개발

(3) 인공피부 모델의 특성 평가

- 천연/합성고분자 복합 지지체 제조를 위한 최적 방사선량의 결정

- 형성된 인공피부의 형태학/조직학적 (H&E, MTT, Immunostainning 등) 세포

성장 평가

- 성체줄기세포의 분화유도 평가

- 화장품에 대한 시험법 모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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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1. 방사선 이용 구강점막 부착용 약물 전달체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 화학반응을 공업적으로 이용한 분야는 고분자 재료가 많은데, 그 이유는

고분자재료의 조사나 합성공정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

하기 때문이다. 실용화되어 있는 조사공정 프로세스는 고분자 화합물의 가교반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가교 전선, 자동차 타이어, 플라스틱 단열재,

열수축성 튜브, 고분자 휴즈, 초내열성 섬유, 코팅경화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기술에 있어, 미국의 경우는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Raychem사, 타이어 메이커, 단열폼제조회사, 다수 대학 등이 기술 개

발 및 상용화를 위해 선봉에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원자력연구소 (다카사기 방사

선화학연구소)와 민간 회사가 연구/개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일본 다카사기 방사

선화학연구소는 약 200명의 연구인력을 주축으로 세계 방사선 연구의 중추기관 역

할을 하고 있다.

- 방사선 가교기술을 이용한 상처/화상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완전히 성

장기에 접어들었고, 궤양치료제, 약물전달체, 조직배양용 스카폴드, 인공피부확장제,

인공장기 등의 합성기술은 개발과정에 있다.

- 현재 선진국의 하이드로겔 개발현황 및 응용분야를 보면, 화상 상처 등의 치료

용, 기저귀 등의 위생용품, 의료용 전극, 세포 배양용, 유방성형재료, 소프트콘택트

렌즈 등에 사용되고 있고 점차 그 응용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우수한

생체 적합성으로 인해 약물전달체(DDS; self-regulating, auto-feedback 등), 세포치

료제, 유전자 전달체(gene therapy) 등의 의료분야에 있어 새로운 접근 방법의 ‘스

마트’ 하이드로겔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니치반(Nichiban)사는 JAEA 다카사키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

아 상처치료용 하이드로겔을 판매 중에 있다.

-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용 하이드로겔 등의 생체재료 개발에 있어 초창기에는 주로

고흡수성 및 멸균을 기반으로 하는 위생용품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약물전달,

조직공학용 지지체, 면역어세이, 화장품 등 의약학/산업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점막 부착용 전달체로 현재 미국, 일본에서는 카라야고무, 카복시메틸세룰로오스, 하

이드록시메틸세룰로오스, 카보폴 등과 소염제를 혼합하여 구내염 치료용 패취제 제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방법으로 제조한 패취제는 점착력이 약하고, 구강 점막

에서 쉽게 탈리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구강점막에 부착되는 고분자와 비수용성 고분자의 혼합기제를 사용하여 구강내 염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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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에 적용하는 약물전달시스템이 있으며, 구강점막 점착성 고분자로서 하이드록시프로필세

룰로오스, 하이드록시메틸세룰로오스, 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 잔탄검, 카라기난검, 폴리비

닐알콜, 카보폴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발표하였다.

- 약물 부착층과 지지체로 구성된 제제를 제조하는 것으로 약물층으로는 카보머와 암모니오

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혼합물을 유기용매에 용해시킨 후,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를 첨

가, 건조하여 제조하는 방법을 발표하였으나, 이미 가교된 카보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매에

완전히 용해시킬 수 없어서 구강 점막에서 쉽게 탈리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 방사선 이용 다기능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제조 기술 개발

- 연구 초기의 인공피부는 상처가 생길 때까지 보호막을 부착하거나 본인의 피부

조직을 이식하는 일시적인 환부 보호를 위한 기술이었으나 최근에는 조직공학을 이

용해 손상을 입은 인체의 조직을 대체하는 기술로 조직의 세포를 배양해 인체의 거

부반응을 최소화 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 생체 적합성 재료를 사용하여 원하는 기능과 구조를 가진 골격을 구성하고, 여

기에 3차원적인 피부세포의 배양을 통해 만들어진 실제 피부에 가까운 살아있는 생

인공피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생인공피부는 피부세포를 채취하여 그 수

를 증식시킨 후 인공피부에 부착하여 조직형성을 시킨 것이다. 이식 시 거부반응이

거의 없고 피부의 크기 조절이 가능한 이점을 갖고 있다.

- 현재까지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인공피부는 Bell 팀의 콜라겐

에 피부 조직세포를 접종, 배양시킨 형태, Neumann 팀의 분사 가능한 젤라틴 형태,

Kuroyanagi 팀의 폴리(L-로이신) 스폰지 형태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 생체재료를

재구성 시킨 것에는 게 껍질에서 채취한 키틴을 원료로 만든 부직포나 필름, 또는

혼합 스폰지 등이 개발되었고, 최근에 PLGA(poly(lactic-co-glycolic acid))와 같은

많은 생체 친화적 합성고분자의 개발로 기계적 강도가 낮다는 천연고분자의 제조공

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 화상환자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피부는 피부조직으로부터 진피층과 표피

층 세포를 각각 분리 배양하고 겔화된 콜라겐과 진피층 세포를 혼합, 수축시켜 인

공진피를 만들고 그 위에 표피세포를 계층 분화시킨 완전한 피부이다. 하지만 겔화

된 피부는 대량생산의 한계로 스폰지 형태의 콜라겐 인공진피를 이용한 인공피부가

더욱 부상하고 있다.

- 현재 EpicelTM이란 이름으로 공급되고 있는 인공피부는 표피에서 분리한 표피

세포를 3T3 세포 위에 단시간에 대량배양하고 시트형의 배양표피를 제조한 것이다.

그 보다 개선된 인공피부로 콜라겐과 황산 콘드로이친 성분의 혼합스폰지 뒷면에

섬유아세포를 접종하고 표면에는 표피세포를 접종하여 제조한 복합배양피부가 있으

며 이 인공피부는 계층화된 표피세포의 아래에 기저막 성분인 콜라겐 IV와 라미닌

이 성공적으로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세포배양법을 발전시켜 인체 피부의 표피와 유사한 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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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얻을 수 있는 각질형성세포의 삼차원적 배양방법을 이용한 인공피부 모델을

개발하였다.

- 현재 개발되어있는 인공피부 모델의 대표적 예로는 표피를 제거한 진피 위에서

인체 각질형성세포를 삼차원적으로 배양하는 방법과 섬유아세포가 포함된 콜라겐

기질 위에서 인체 각질형성세포를 삼차원적으로 배양하는 방법이 있다.

- 선진국에서는 인공피부 모델의 배양조건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인공피부모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표피는 각질층을 포함하여 형태학적으로 인체 피부와 매우 유

사하며 생화학적, 기능적으로 실제 피부와 매우 근접해 있다. 특히 삼차원적 배양

피부모델의 경우 콜라겐 기질 내에서 섬유아세포는 단층 배양시보다 형태학적, 기

능적으로 인체 진피의 섬유아세포와 매우 유사하다.

- 지난해 프랑스의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이 인수한 ‘스킨에틱’은 ‘RHE’라는 독자

적인 인공피부를 생산하고 있으며, 로레알이 자체 개발한 ‘에피스킨’은 올해 동물실

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인공피부로 유럽 표준을 통과하였다(그림 1).

그림 1. 로레알의 에피스킨(Episkin)(좌), 스킨에틱의 RHE (In vitro reconstructed

human epidermis)(우) (출처: Daily Mail, Human skin for testing cosmetics is

grown in the lab (newspaper)(좌), www.skinethic.com(우))

- 미국 ‘마텍’에서 개발한 ‘에피덤’은 실제 사람 피부에 비해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다(그림 2).

그림 2. 마텍(Mattek)의 에피덤(EpiDermTM) (출처: www.matt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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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1. 방사선 이용 구강점막 부착용 약물 전달체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재료의 가공기술은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

는 기술 분야, 예를 들면, 차량용 내열 가교전선, 가교 고분자 발포폼, 열수축성 튜

브, 레디얼 타이어 제조 등을 제조하는데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들 기술은

국내 방사선 재료개발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로 선진국으로 부터 기술 도입하여

제품화한 것이 많다. 다행히 정부가 주도하는 1, 2, 3단계 원자력중장기 연구를 통

하여 방사선 기반연구가 수행되어 현재는 중진국 수준이상으로 발전되었으며, 최근

에는 전통적인 휴즈를 대용할 수 있는 고분자 스위치가 상용화되었고, 화상/상처 치

료용 드레싱 제조기술이 개발되어 식품 의약청에 허가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

다.

- 인체공학용 소재의 개발은 현재 국내에서는 아주 미흡한 상태로 많은 벤처 기업

에서 적은 자본금과 정부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에서는 구강 점막 부착제형이 일부 연구된바 있었지만 상용화 되지 못하였

다.

- 일본의 기술을 이용하여 동화약품공업에서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일종인 트리암시

놀론아세토니드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아프타치가 시판중에 있다. 사용 시간이 짧고

쉽게 염증부위에서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본 연구팀의 세계수준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기존의 제조방법과는 차

별화된 방사선 융합기술이 접목된 구강 점막 부착제제 개발을 통한 공정의 단순화

와 효능극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 또한 본 연구팀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본 연구과제가 체계적으로 수행할 경우

국내 고분자 약물 전달체 분야의 핵심기술에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2. 방사선 이용 다기능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제조 기술 개발

- 최근, 보건복지부와 정보통신부에서 IMT-2000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차세대성

장동력사업의 형태로 바이오생체조직공학 장기센터사업과 기능성세포치료단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차세대성장동력 사업으로 나노산업 (NT)과 생물공학산업 (BT)을

혼합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 그 결과로 2002년 한국 식약청에 허가를 득하여 현재 시판중인 테고사이언스의

홀로덤을 비롯하여, 칼로덤(2004년 승인)이 판매 중에 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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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 식약청에서 판매승인된 피부대체 제품

- 이렇듯, 국내에서도 인공피부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 활성

화되어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화상상처 치료용 등의 목적으로 인

공피부를 개발하고 있으나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인공피부 개발은 전무하다.

- 인체공학용 소재 개발에 있어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30-50%로 아주 미

흡하고, 다수의 벤쳐 기업에서 적은 자본금과 정부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EU의 REACH 제도에 대한 대응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 인공피부 관련 생체 적합성 재료로는 키틴, 키토산, 콜라겐 등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2001-2002. 9월 중 등록된 특허는 총 140건으로 국가별로는 미국이 108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며, 그 뒤로 영국(10%), 덴마크(5%), 독일(4%)이 차지함. B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생인공피부와 관련된 특허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표 참조).

표 1. 국내 인공피부 제조기업 및 연구기관 (출처: 김은선 외, 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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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인공피부관련 특허출원은 2002년 말까지 총 70건이 출원되었으며 창상피

복제가 17건, 인공피부가 27건, 생인공피부가 26건을 차지한다. 최근 주목받는 생인

공피부 관련 분야는 외국인이 65.4%(이중 미국출원이 약 2/3 차지)로 높다.

- 인공피부와 같은 생체 모사용 소재의 개발에 있어 방사선을 이용하는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무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그 선두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 현재, (주)엠씨티티에서 인체유래 세포 혹은 인체조직모델을 이용한 다양한 인

비트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특히 자사 인공피부모

델인 Keraskin을 이용한 피부자극 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연구, 인공각막모델을

이용한 안자극 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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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방사선 이용 구강 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

술 개발

1. PAA 이중구조의 구강점막 제형 제조 기술 개발

인간의 구강 내 번식된 세균은 한 종류의 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균 상호

간에 견제 및 침에 의하여 번식이 억제되어 있다가, 피로 등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

이 올 경우, 구강내 염증이 발생하여 구내염이 발생할 수 있다. 구내염은 구강점막

(혀, 잇몸, 입술과 볼 안쪽 등)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의 총칭으로서 '입안염'으로 불

리기도 하며, 염증이 발생된 부위에 음식물이 접촉되면 통증이 유발되는 등의 환자

생활에 불편함이 증가한다.

본 실험에서는 폴리아크릴산을 증류수에 녹이고, 이것을 방사선을 조사한 후, 건조

하여 점막 부착층을 제조하였으며, 점막부착층에 약물을 로딩한 후, 건조한 다음,

약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점막 비부착성을 갖도록 하여 구내염을 치료할 수 있는

이중구조의 점막제형을 개발하였다.

그림 1. 폴리아크릴산 이중구조의 (약물 점막 부착층, 약물 보호층) 구강점막 제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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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팽윤된 상태의 하이드로겔 이미지;

a) 가교율이 낮은 하이드로겔, (b) 가교율이 높은 하이드로겔

- 접착력 측정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직경 1cm로 절단하고 지그(jig)에 접착시키고, 돼지의 구강 점

막을 3cm 직경, 길이 3cm로 절단하여 바닥에 고정시켰다. 폴리아크릴산 필름을 바

닥에 고정된 점막에 50g 하중으로 누른 후, 기질 분석기(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systems LTD, Godalming, UK))로 점착력을 측정

하였다.

그림 3. 점막 접착력 측정 모식도

나. 결과 및 고찰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폴리아크릴산의 겔화율은 증가하였으며 동일 조사량에

서는 폴리아크릴산의 분자량이 클수록 겔화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분자량이 클수록

긴 분자사슬 때문에,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더 많은 가교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한 하이드로겔보다 증류수를 사용한 하이드로겔의 겔화

율이 동일 조사량 및 동일 분자량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10 kGy 이상 조사하였을

때 겔화율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폴리아크릴산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감소하였다. 이는 고분

자의 가교밀도 증가로 인하여 고분자 사슬의 mobility를 감소시켜 하이드로겔의 팽

윤도가 감소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폴리아크릴산의 농도가 1%일 경우, 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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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20%미만 이어서 30 분 이후에는 겔이 부서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점막 접착층의 폴리아크릴산의 농도 변화에 따른 하이드로겔과 점막과의 접착강도

를 측정했다. 폴리아크릴산의 농도가 1%일 때 점착강도는 약 60 kPa의 접착강도

를 나타냈으며, 폴리아크릴산의 함량이 9%일때의 접착강도는 약 43 kPa의 접착강

도를 나타냈다. 즉, 폴리아크릴산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과 점막과의 접

착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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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농도에 따른 하이드로겔과 점막과의 접착강도;

방사선 조사량 50 kGy

2. 점막 접착력이 향상된 PAA/PEG 하이드로겔 개발
PAA와 PEG의 우수한 특성을 이용하여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고, 점막 접착성과 같

은 물리적 특성이 향상된 PAA/PEG 하이드로겔을 개발하였다.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PAA/PEG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증가하였다. 이는

감마선 조사가 가교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감마선 조사량

이 70 kGy 에서는 약 95% 이상의 높은 겔화율을 나타냈다. PEG 함량별로는 PEG

함량이 0.5%일 때 까지는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PEG 함량이 1% 이상이 되면 겔화율이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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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AA/PEG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그림 6.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AA/PEG 하이드로겔의 압축강도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AA/PEG 하이드로겔의 압축강도를 나타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하이드로겔의 압축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앞선 겔화율의 결과와 같이, 하이드로겔 내부의 가교밀도 증

가로 인하여 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PEG 함량이 증가 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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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A/PEG 하이드로겔의 압축강도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PEG 첨가로 인하여 하이

드로겔의 유연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7.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AA/PEG 하이드로겔의 접착강도 (PEG 함량 0.5%)

3. PAA 나노겔 제조 기술 개발
전자선을 이용하여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고분자인 폴리아크릴산을 가교시켜 약물

전달체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을 제조하였다.

전자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선량

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폭이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조

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PAA 사슬에 라디칼이 더 많이 생성되면서 intramolecule

반응에 의해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hexan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PAA 나노겔의 입자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hexane의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PAA에 관련하는 hexane의 양이 많아져 PAA 분자간의 반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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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8. PAA 나노겔의 FE-SEM 이미지 ;

PAA 1 wt%, Hexane 1 wt% (a) 30 kGy, (b) 50 kGy, (c) 75 kGy, (d) 1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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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방사선 이용한 약물 함유 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

개발

1. 약물이 함유된 PAA의 효능 및 안정성 검증

폴리아크릴산을 증류수에 녹이고, 이것을 방사선을 조사한 후, 건조하여 점막 부착

층을 제조하였으며, 점막부착층에 약물을 로딩한 후, 건조한 다음, 약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점막 비부착성을 갖추고 이에 대한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1.. 동물 실험 절차도

은 나노입자가 함유된 폴리 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고체배지를 이용한 E. coli와

S. aureus, S. epidermidis, Candida albicans에 대한 항균성을 측정 하였다.

control 표본에 대해서는 항균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AgNPs이 존재하는 표본에

대해서는 모두 항균성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하이드로겔을 AgNO3에 담

근후 방사선을 재조사 했을 때 방사선의 조사량에 따라서 강한 항균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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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riamcinolone acetonide가 함유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약물 방출

거동; 폴리아크릴산 함량 5%, 방사선 조사량 10 kGy.

폴리아크릴산이 5% 함유된 수용액을 10 kGy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건조한 다음,

구강점막에 사용될 약물 모델로 Triamcinolone acetonide를 사용하였다. Phosphate

Buffer Saline (pH 7.4)에서 5시간까지 담가서 팽윤과 동시에 항균제가 방출 되도록

하여 30 - 60분 간격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Triamcinolone acetonide의 방출 거동은 60분까지는 급격하게 약물이 방출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완만히 방출되는 거동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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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세포 독성평가;

폴리아크릴산 함량 5%, 방사선 조사량 1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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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L-929 세포에 대한 독성평

가 결과이다. L-929는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의 독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세포

로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정청과 외국의 연구소에서 독성 평가시 사용되는 세포주이

다.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이 하이드로겔의 농도가 100 mg/ml 인 경우에도 약

83%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냈으며, 5 mg/ml 농도의 경우에는 약 95% 이상의 생존

율을 나타냈고, 2.5 mg/ml 이하의 농도에서는 100%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어 독

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동물 실험 결과, 초기 2일

간에는 control군과 하이드로겔을 적용한 군의 상처면적에 큰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

았으나, 치료 4일차부터 control 군과 하이드로겔 군의 상처면적에 차이가 발생하였

으며, 치료 8일차에 PAA 하이드로겔로 처리한 군의 상처면적은 초기 상처면적 대

비 약 20 %이하로 감소하여 80% 이상의 상처 치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control 군

은 치료 8일차 상처면적은 초기 상처면적 대비 약 50 %이상을 나타냈다.

day 2 day 4 day 6 day 8

W
ou

nd
 ra

tio
(%

)

0

20

40

60

80

100
control
PAA hydrogel

그림 4.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 동물실험결과;

폴리아크릴산 함량 5%, 방사선 조사량 10 kGy.

동물 실험 과정에서 염증치유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직 재생을 관찰하였다. 조

직변화는 hematoxylin과 eosin 염색으로 확인하였다. 2일차에는 각 처리군 간 크게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8일차에는 control 대비 PAA 하이드로겔 적용군에서

상처 면적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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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조직 관찰 결과;

(a) control, (b) PAA 하이드로겔(폴리아크릴산 함량 5%, 방사선 조사량 10 kGy).

경희대 치의학전문 대학원 구강악 안면외과에 구내염 발생환자를 대상으로 자원자

를 모집하여 임상실험 실시결과 환자의 거부감이 없어 임상적용이 쉽고, 원하는 부

위에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막 접착성이 우수하여 쉽게 탈리되지 않고 장기

간 부착 가능하다는 진단결과를 얻었다.

부착 전 부착 후

그림 6.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PAA 하이드로겔의 임상적용;

폴리아크릴산 함량 5%, 방사선 조사량 10 kGy.

a. 상악 구개부 적용 b. 상악 전치부 적용

그림 7.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PAA 하이드로겔의 구강 부위병 임상적용;

폴리아크릴산 함량 5%, 방사선 조사량 1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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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강점막 부착성 폴록사머(p-407) 하이드로겔 제조 및 약물전달특성

분석

poloxamer의 점착성과 온도감응성을 기초로 한 구강점막용 점막부착성 하이드로

겔 제형을 설계 하였다. 물리적 가교 구조의 하이드로겔이 가진 약한 물리적 안정

성과 기계적 물성을 방사선 가교를 통해 극복하였으며, 또한 점막부착성을 부여하

기 위해 대표적인 점착성 고분자인 카보폴을 첨가하여 점막부착성과 모델 약물인

naproxen의 방출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P 407 하이드로겔의 나프록센 약물방출 실험 결과이다. 그림 8 에서 P 407의 농

도가 20%일때 나프록센의 방출은 8시간까지 100%정도 이루어졌으나, 15분에 초기

burst 현상이 나타났다. P 407의 농도가 23% (그림 8(b)) 일 경우. 8시간까지 약

80%의 약물이 방출되었고, 0.3%이상의 카보폴 사용시 burst 현상이 감소되는 경향

을 나타냈다. 3~4% 카보폴 사용은 약물방출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8. P 407 하이드로겔의 나프록센 약물방출 실험 결과;

(a) P407 20%, (b) P407 23%

그림 9는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약물이 함유된 하이드로겔의 동물 실험결과이

다. 1, 2일차에는 각 처리군 간의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5일차에는 상

처가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약물처리시 회복속도가 빨라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8일

차에 상처지유를 확연히 관찰할 수 있었으며, 특히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하이

드로겔 처리시 가장 작은 상처 크기를 나타냈다. 그림 10은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

드 약물이 함유된 하이드로겔의 구강점막 부착 후 조직 관찰 결과이다. 2일차에

는 각 처리군 간 크게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하이

드로겔 처리시 비교적 염증 반응이 완화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8일차에는 상처 표

면이 회복되면서 상피세포가 재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약물 함유 하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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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 (1% patch) 처리 시 가장 빨리 조직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9.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약물이 함유된 D-Pol 하이드로겔의 동물

실험결과

그림 10.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약물이 함유된 D-Pol 하이드로겔의 구강점막

부착 후 조직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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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방사선을 이용한 세포배양용 지지체 제조 기술 개발

1. 방사선 가교/그라프트를 이용한 3차원 다공성 세포 지지체 제조

키토산 수용액, 알지네이트 수용액, 젤라틴 수용액의 혼합 용액을 방사선을 조사하

여 천연고분자를 이용한 다공성 지지체(WAG)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WAG 지지체

의 압축강도는 약 225 kPa을 나타내었으며, 다공성 지지체의 단면공극의 크기는 약

150∼200 μm의 연속적인 열린 구조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수한 수분 안정성(37 ℃, 인산염 완충용액에서 5일 이상 형태 유지됨)을 나타내었

다. 제조된 WAG 지지체의 fluorescence 염색 후 형광현미경 관찰 결과 다공성 지

지체의 세포 부착성은 80% 이상이었다(그림 1).

그림 1. WAG 지지체의 세포 부착성

또한, 천연고분자 hyaluronic acid(HA) 유도체와 chondroitin sulfate(CS) 유도체를

합성하여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고분자와 합성고분자로 이루어진

HA/CS/PVA 및 HA/CS/PAAc 지지체를 개발하였다. 제조된 지지체의 물성평가 결

과, 80% 이상의 높은 함수율을 나타내었고, 상당히 빠른 swelling kinetics를 나타내

었으며 24시간 이내에 equilibrium state에 도달하였다. Hyaluronidase를 사용하여

효소량에 따른 생분해성 특성과 조성비의 변화에 따른 생분해성을 평가해본 결과,



- 61 -

천연/합성고분자 복합체의 가교도 및 성분비 조절을 통해 HACS/PAAc 지지체의

경우 hyaluronidase 분해효소 적용 초기부터 14일까지 분해속도 조절이 가능하였다.

2. 전기방사를 이용한 천연/생분해성 고분자 나노섬유 지지체 제조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천연/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나노섬유 세포 지지체 3종(Pol

y(L-lactide-co-caprolactone/marine collagen, Gelatin/acrylic acid/PLCL, RGD/AAc

/poly(L-lactic acid))을 개발하였다. 제조된 세포 지지체의 세포 부착성 및 생장율

평가에서 세포 고정 및 염색 후 형광현미경 관찰 결과 다공성 지지체의 세포 부착

성은 80% 이상이었다(그림 1).

그림 1. PLCL/MC 지지체에 세포 부착성 실험 결과; a) Nuclei: Hoechest 33258, b)

Actin flaments: Rhodamine, c) Vinculin protein: Alexa Fluoro 488, d) Overlay (x400)

제조된 PLCL, AAc-PLCL, gelatin-AAc-PLCL의 기계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AAc의 그래프트율이 높을수록 지지체의 기계적 강도가 높았으며(그림 2), AAc 농

도가 높을수록 gelatin의 고정화율이 높았으며, AAc의 농도가 일정할 때, 낮은 농도

의 gelatin일수록 고정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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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조된 지지체의 기계적 물성 측정 결과

그림 3. AAc 농도에 따른 gelatin 고정화율

Gelatin-AAc-PLCL 세포부착성 평가 결과, gelatin-AAc-PLCL substrates이

PLCL substrates보다 1.5 folds 높은 DNA contents 값을 나타내었고, 또한 그림 4

에서 보면, PLCL, AAc-PLCL substrates 위의 세포는 narrow spreading을 나타내

고 있는 반면에, gelatin-AAc-PLCL substrates에서의 세포는 well-spread되어 있

고, 거의 모든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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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luorescent staining; a. PLCL, b. AAc-PLCL, c. Gelatin-AAc-PLCL

(scale bar: 50 mm)

RGD immobilized AAc-PLLA 세포 지지체의 세포부착성 평가 결과, RGD 단백질

이 고정된 AAc-PLLA 세포 지지체에서 시간에 따라 더 높은 세포 생장율과 뛰어

난 세포부착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RGD immobilized AAc-PLLA 세포 지지체의

MC3T3-E1 cell 염색 결과, RGD immobilized scaffold에서 MC3T3-E1 cells이 보

다 넓게 spread된 경향을 나타내었고, 뛰어난 세포 부착성을 나타내었다(그림 5).

(a) (b)

(c)

그림 5. RGD peptides 고정에 따른 세포 부착성(a)과 생장율(b), RGD immobilized

AAc-PLLA 세포 지지체의 MC3T3-E1 cell염색 결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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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인공피부 모델 형성 기술 개발

1.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한 생체 친화성 필름형 지지체 제조 기술 개발

방사선 그라프트/전기방사 기술을 이용하여 생체 친화성 필름형 지지체 2종을

(Poly(L-lactide)(PLLA), Poly(L-lactide-co-ε-caprolactone)(PLCL), PLLA, PLCL,

평균 섬유 직경 700 nm 이하) 개발하였다.

2. 감마선/전자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지지체 표면 개질조건 확립

감마선/전자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지지체의 표면 개질조건을 확립하였다. 감마선

15 kGy 이하에서는 80% 이상의 그라프트율 달성하였고, 전자선 20 kGy 이하에서

는 TBO 흡착량 400 μmol/mg 달성하였다. 또한, 지지체 표면에 카르복실기, 아민기

등의 기능기 도입 및 도입량 조절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히드록실기와 아민

기 도입율을 30% 이상 달성하였다(그림 1).

그림 1. 시트에 도입된 기능기 분석. a) toluidine blue 염색, b) 아민기 정량

그리고, 지지체 표면의 친수성 조절을 통한 세포 흡착 및 증식능을 조절할 수 있

는 자체기술을 개발하였다. 순수한 PLCL 시트는 약 80도의 물 접촉각을 보여주었

으나 이는 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에 따라 감소하여 20 kGy(10 wt% 아크릴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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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30도의 접촉각을 보여주었다. PLLA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관찰되었는데 초기

약 70도 정도였던 순수 PLLA에서의 접촉각이 그라프트율의 증가에 따라 역시 약

30도로 낮아졌다. 또한, 두 고분자간의 미묘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그라프트율에

서와 마찬가지로 PLCL은 저농도의 아크릴산에 반응했을 때도 높은 수준으로 표면

친수성이 증가하나, PLLA는 상대적으로 저농도의 아크릴산에서 친수성의 감소폭이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2).

그림 2. 전자선 조사 전후 물접촉각 평가. a) PLCL-irradiation dose,b), PLCL-AAc

conc., c) PLLA-irradiation dose, d) PLLA-AAc conc.

또한, dynamic 물 접촉각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시트간의 좀 더 분명한 차이를 보여

주는데(그림 3), PLCL은 PLLA보다 낮은 그라프트 환경에서 더욱 높은 표면 친수

성을 보여주었으며, PLLA는 높은 그라프트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표면 친수성

을 보여주어 그라프트 조건에 따른 고분자 지지체의 표면 특성이 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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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ynamic 물 접촉각 평가. a) PLCL-irradiation dose, b), PLCL-AAc conc.,

c) PLLA-irradiation dose, d) PLLA-AAc conc.

3.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생분해성 지지체의 특성 분석과 피부 세포 배

양 기술 개발

그림 1. 지지체에 따른 성체줄기세포의 흡착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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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혈청단백질의 부재시에는 PLCL과 아크릴산이 도입된

PLCL 시트에서 유사한 세포 흡착능을 보여주었으나, 혈청단백질의 존재 하에서는

아크릴산이 도입된 시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흡착율을 보여주었다. 지지체 표면

개질의 특성에 따른 세포 흡착 형태 분석 및 세포 증식율 평가 결과, CCK assay에

서 세포 흡착율은 150% 증가되었고, 7일간 150%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그림

2, 3).

그림 2.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한 성체줄기세포의 흡착 형태. a) PLCL, b)

PLCL-AAc (3 wt% AAc), c) PLCL-AAc (5 wt% AAc)

그림 3.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성체줄기세포의 흡착 및 증식 형태(300배)

4. 인공피부 모델 형성 기술 개발

방사선 가교결합을 통해 천연고분자 기반 복합체와 합성고분자를 기본으로 한 하

이드로겔 타입 지지체 2종을 개발하였다(HACS/PVA, HACS/PAAc). 개발된 지지

체는 80% 이상의 함수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지지체의 가교도 및 성분비 조절을

통한 생분해 속도 조절 결과, HACS/PAAc 지지체는 hyaluronidase 분해효소 적용

초기부터 14일까지 분해속도의 조절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지지체의 조성비 및 약

물 특성에 따른 영향인자의 조절을 통해 적절한 약물 방출 profile과 kinetics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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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약물분자량 300 이하(theophylline)에서는 95% 이상의 약물

방출율을 나타냈으며, 약물분자량 300 이상(cefazoline)에서는 80% 이상의 약물 방

출율을 나타내었다. 제조된 지지체를 Frantz cell을 이용하여 solute permeation 특

성 분석 및 각 영향인자의 조절을 통한 투과율을 조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약물

분자량 300 이하(theophylline)에서는 85% 이상, 약물분자량 300 이상(cefazoline)인

경우 60% 이상의 약물 투과율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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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인공피부 모델의 특성 평가

1. 인공피부의 형태학/조직학적(H&E, MTT, Immunostainning 등) 세포

성장 평가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 고분자 인공피부의 생체적합성을 평가

하여 재현성 있는 세포독성 측정 조건을 확립하였다. 그 결과 HA/CS/PVA 지지체

는 90% 이상, HA/CS/PAAc 지지체는 75% 이상의 cell viability를 나타내었고, 천

연고분자 함량비에 따라 배양 7일째까지 80% 이상의 cell viability 유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 고분자 인공피부의

live/dead staining assay 결과에서도 하이드로겔 내 피부세포의 시간에 따른 적절

한 성장을 확인하였으며, 천연고분자 함량비에 따른 cell viability 조절 조건을 확립

하였다.

2. 성체줄기세포의 분화유도기술 개발을 통한 인공피부 모델 평가

(a)                       (b)  (c)

그림 1. 성체줄기세포의 흡착 형태 분석(asprect ratio)(a) 및 흡착량 평가(nucleus

number)(b), EG-AP에서의 성체줄기세포증식(c)

성체줄기세포의 분화유도기술 개발을 통한 인공피부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EGF고

정화에 따른 인볼루클린의 발현 변화를 측정한 결과, EGF 1000 ng을 고정하였을

때 인볼루클린 발현은 130% 증가되었다. 또한 EGF/젤라틴 복합고정화에 따른 인볼

루클린 발현을 평가해 본 결과, EGF 1000 ng/젤라틴 200 ug의 복합고정시 인볼루

클린 발현은 140% 증가되어 복합고정화 물질의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였다(그림 1).

3. 화장품에 대한 시험법 평가

EG-AP 지지체를 이용한 화장품 독성평가 결과, 포름알데히드 농도 4%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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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0.04%에서 약 94% 세포사멸 결과를 나타내었고, 살리실산 농도 5%에서 약

95%, 0.1%에서 약 80% 세포 사멸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메틸파라벤 농도 3%에

서 94%, 0.1%에서 97% 세포사멸 결과를 나타내었다(그림 1).

(a) 살리실산 처리 (b) 포름알데히드 처리 (c) 메틸파라벤 처리

그림 1. EG-AP 지지체를 이용한 화장품 독성평가

화장품 피부 부식 평가 결과에서는 3분간 KOH에 노출되었을 경우 EG-AP는 약

45%, 60분 처리했을 경우에는 약 19%로 세포생존율이 더욱 낮아졌다. 세포배양디

쉬에서는 3분후 약 4.5%의 세포생존율을 보여주었으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EG-AP

지지체는 약 45%로 10배 이상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었다(그림 2).

 

그림 2. EG-AP 지지체의 화장품 부식성 평가

주름 개선 평가 결과에서는 주름개선 물질로 EGF를 처리하여 EGF 농도가 증가할

수록(1-100 ng/mL) 콜라젠 합성율은 최대 140%까지 증가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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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G-AP 지지체를 이용한 주름 개선물질 기능 평가

마지막으로, 미백 특성 평가 결과에서는 미백물질로 ascorbic acid를 농도별로 처

리(0.1-10%)하여 멜라닌 합성 저해실험을 수행한 결과 EG-AP는 그 자체로는 성체

줄기세포의 멜라닌 발현 조절 불가하지만, ascorbic acid와 더불어 멜라닌 합성 촉

진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4).

그림 4. EG-AP 지지체를 이용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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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점막 부착용 고분자 개발

- 방사선을이용한구강점막용부착제제 8종개

발

- 점막부착용하이드로겔가교율 80% 이상

15 100 국외논문 1건

점막 부착력 평가

- 점막 부착력 45 kPa 이상

-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한 은나노 입자

함유 하이드로겔 황색포도상구균에 대

한 항균효과 우수

10 100

마이크로 하이드로겔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마이크로 하이드로겔 2종

개발 (ethyl cellulose, polyacrylic acid)

-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제조된

마이크로 하이드록겔의 입자크기 가 작

아지고, 입자 분포도 좁아짐

- 평균 입자크기 100 μm 이하.

10 100 특허출원 1건

점막 부착성 고분자에

의한 약물방출 서방화

- 암포테리신 B, L-아르기닌, 점착성 고

분자 및 온도감응성 고분자를 포함하는

용해도 개선 및 방출속도 제어능을 갖

춘 하이드로겔 제형개발..

- 구강내 약물 방출 2주간 85% 누적 방

출 통한 약물 용해도 개선.

15 100

특허출원 1건,

특허 등록 1건,

국내논문 1건

방사선 가교/그라프트

이용 3차원 다공성 세포

지지체 제조 기술 개발

1) 화학 가교제 대신 방사선 가교/그라프

트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고분자 기반의

3D 다공성 세포 지지체 개발

- 수용성 키토산/알지네이트/젤라틴 기

반의 지지체 개발

- 아미드/에스테르 결합으로 연결된 공

극구조를 가짐으로써 우수한 기계적

강도 및 수분 안정성(37 ℃, 인산염 완

충용액에서 5일 이상 형태 유지됨)

- 세포 부착성 : > 80%

- 압축강도 : > 200 kPa

2) 화학 가교제 대신 방사선 가교/그라프

트 이용 천연/합성 고분자 기반의 3D

다공성 세포 지지체 개발

- 천연고분자 유도체의 합성 및 구조분

석(FT-IR, NMR) (Hyaluronic

acid/chondroitin sulfate)(HA/CS)

- HA/CS 유도체 기반 천연/합성 고분자

25 100

국내특허 1건

국외논문 2건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제1절 목표달성도
1. 1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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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체 2종 개발

(HA/CS/PVA, HA/CS/PAAc)

- 가교율 : > 70% 이상

- 함수율 : > 80% 이상

- Hyaluronidase를 사용한 효소농도 및

조성비에 따른 생분해 속도 조절 지표

수립(6일째부터 분해속도 가속화)

전기방사 이용

천연/생분해성 고분자

기반 나노섬유 세포

지지체 개발

1)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천연/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나노섬유 세포 지지체 3

종 개발

- Poly(L-lactide-co-caprolactone/mar

ine collagen 지지체

- Gelatin/acrylic acid/PLCL 지지체

- RGD/AAc/poly(L-lactic acid) 지지

체

2) PLCL/MC, Gelatin/AAc/PLCL, RG

D/AAc/PLLA 세포 지지체의 특성 평가

- 인장강도 : > 4.5 MPa

- 세포 부착/생장률 : > 80% 이상

- 지지체 형태/수분 안정성(조사선량 50

kGy 까지도 안정함)

25 100

국외문 1건

국내논문 1건

총계 100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방사선 가교에 의한

이중구조의 구강점막

제형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하여 폴리아크릴산 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에 약물보호지지층

으로 폴리메타아크릴산 공중합체를 코

팅하여 이중구조의 구강점막 제형 개

발.

-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가교율 90 % 이

상 및 30,000% 이상의 팽윤도 확인함.

- 폴리메타아크릴산 공중합체로 구성된

약물 보호 지지층의 경우 고분자 농도

및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서 점막과의 접

착성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함.

15 100
특허출원 1건,

국외논문 1건,

점막 부착력 및 분해성

평가

- 폴리아크릴산으로 구성된 점막 부착층

하이드로겔의 구강점막과의 접착력 60

kPa 이상의 우수한 접착력 확인.

- 구강내부와 동일조건인 Phosphate

Buffer Saline (pH 7.4)에서 5시간 이상

의 우수한 분해 잔류시간 확인.

10 100 국내논문 1건

2. 2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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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에 의해 개질된

고분자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하여 수렴 및 방부, 항균

기능을 가지고 구취제거에 효과적인 산

화아연 및 염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

릴산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개발.

- 가교율 80 % 이상 및 80 kPa이상의

우수한 점막 접착력을 확인하였으며,

E. coli 와 S. aureus 에 대한 우수한 항

균력을 확인.

- Diacrylated poloxamer에 점착성 분자

인 카보폴을 혼합하여 점막 부착성 하이

드로겔 제조기술 개발

- poloxamer의 말단을 비닐 그룹으로 개

질함으로써 화학적 가교 구조를 도입하

여, 기계적 물성 및 점막 부착성을 크게

향상시킴. (점막 접착력 130 kPa 이상,

elastic modulus 100kPa 이상)

10 100
국내 논문 1건

국외 논문 1건

약물로딩 및 방출 거동

평가

- 폴리아크릴산 수용액에 질산은

(AgNO3) 첨가 후, 방사선을 조사하여 은

나노입자가 함유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

로겔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여 E. coli 와

S. aureus에 대한 우수한 항균력 확인.

-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 제조후,

스테로이드성 항염제인 트리암시론아세

토니트 용액을 성공적으로 로딩 함.

- Diacrylated poloxamer와 점막 부착성

고분자 카보폴을 용해 시킨 후, 비스테로

이드성 항염제인 naproxen을 완전히 용

해 시켜, 전자선을 조사하여 하이드로겔

을 합성 함.

- 스테로이드성 함염제 트리암시론아세

토니트 용액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 하

이드로겔의 5시간 동안 90%의 약물이

방출되는 거동을 확인함.

15 100 국외논문 1건

방사선 그라프트 이용

생체 친화성 필름형

지지체 개발

1) 방사선 그라프트/전기방사 기술을

이용하여 생체 친화성 필름형 지지체 2

종 개발

- Poly(L-lactide)(PLLA)

- Poly(L-lactide-co-ε

-caprolactone)(PLCL)

- PLLA, PLCL의 평균 섬유 직경 700

nm 이하

2) 감마선/전자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지지체 표면 개질조건 확립

- 감마선을 이용한 아크릴산 그라프트

: 감마선 15 kGy 이하에서 80% 이상

의 그라프트율 달성

- 전자선을 이용한 아크릴산 그라프트

: 전자선 20 kGy 이하에서 TBO 흡착

15 100
국내논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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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400 μmol/mg 달성

3) 지지체의 표면 특성을 개선하는 자

체기술 개발로, 지지체 표면에 카르

복실기, 아민기 등의 기능기 도입 및

도입량 조절

- 히드록실기와 아민기 도입

: 기능기 도입율 30% 이상 달성

성체줄기세포 이용 피부

세포 배양 기술 개발

1) 지지체 표면의 친수성 조절을 통한

세포 흡착 및 증식능을 조절할 수

있는 자체기술 개발

2) 지지체 표면 개질의 특성에 따른

세포 흡착 형태 분석 및 세포 증식

율 평가

- 세포 흡착 평가 및 형태 관찰

: CCK assay, 세포 흡착율 150% 증

가

- 흡착된 세포의 장기간 증식능 평가

: CCK assay, 7일간 150% 이상의 성

장률

15 100 국내논문 1건

인공피부 모델 형성

기술 개발

1) 방사선 가교결합을 통해 천연고분

자 기반 복합체와 합성고분자를 기

본으로 한 하이드로겔 타입 지지체

2종 개발

: HACS/PVA, HACS/PAAc, >

80% 함수율 달성

2) 천연/합성고분자 복합체의 가교도

및 성분비 조절을 통한 생분해 속도

조절

- HACS/PAAc 지지체:

hyaluronidase 분해효소 적용 초기부

터 14일까지 분해속도 조절 가능

3) 지지체의 조성비 및 약물 특성에

따른 영향인자의 조절을 통한 적절

한 약물 방출 profile과 kinetics 재현

- 10% 이상의 약물 봉입량 및 방출

량 조절 가능

- 약물분자량 300 이하

(theophylline): > 95% 약물 방출율

- 약물분자량 300 이상(cefazoline):

> 80% 약물 방출율

3) Frantz cell 이용 지지체의 solute

permeation 특성 분석 및 각 영향인

자의 조절을 통한 투과율 조절

- 약물분자량 300 이하

(theophylline): > 85% 약물 투과율

- 약물분자량 300 이상(cefazoline):

> 60% 약물 투과율

20 100
-국내특허 1건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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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약물 방출 거동 평가

- 유변학적 거동과 팽윤 거동이 우수한

D-Pol 20%과 카보폴 1%의 하이드로겔

에 항염증제인 Triamcinolone acetonide

을 로딩하여 48시간 까지 지속된 약물

방출 거동 확인

10 국외논문 1건

항균성평가

- E. coli, S.aureus, S. epidermidis, C.

albicans에 4종에 대한 우수한 항균성 확

인

10
특허출원 1건

국내논문 1건

동물 실험효능평가

- Rat의 왼쪽 뺨 안쪽 buccal 부분에 상

처를 내고 biopsy punch를 이용하여 지

름 4 mm의 상처를 내고 생리식염수

(control), 0.1% triamcinolone acetonide

용액 (1% sol’n), 0.1% triamcinolone

acetonide 하이드로겔(1% patch), 약물이

로딩되지 않은 하이드로겔(balnk patch)

적용 후 조직 재생을 관찰.

- 2일차에는 각 처리군 간 크게 유의차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트리암시놀론 아

세토니드 하이드로겔 처리시 비교적 염

증 반응이 완화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8일차에는 70% 이상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 표면이 회복되면서 상피세포가 재

생됨을 확인.

15

약물 전달체 성능 및

안정성 평가

- L-929 cell을 CCK-8 assay를 이용하

여 세포독성 측정결과 PAA 하이드로겔

의 농도가 100 mg/ml 인 경우에도 약

83%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냈으며, 5

mg/ml 농도의 경우에는 약 95% 이상의

생존율을 나타냈고, 2.5 mg/ml 이하의

농도에서는 100%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

내어 독성이 없음

- Pol과 D-Pol로 제조된 하이드로겔 제

형의 구강점막세포인 KB cell에 대하여 

방사선 가교 전후의 하이드로겔을 적용

하여 MTT 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의할 

만한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음.

15

3. 3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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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치의학전문 대학원 구강악 안

면외과에 구내염 발생환자를 대상으로

자원자를 모집하여 임상실험 실시.

- 임상적용이 쉽고, 환자의 거부감이 없

으며, 원하는 부위에 선택적으로 적용 가

능

-점막 접착성이 우수하여 쉽게 탈리되지

않고 장기간 부착 가능

부착 전 부착 후

천연/합성고분자 복합

지지체의 생체활성물질

고정화 및 고정효율

최적화 기술 개발

1) 생체활성물질 고정을 위한 표면 개

질 조건 확인

- 감마선 조사 기반 AAc 그라프팅

0.1 mM-1.2 mM/mg nanofiber

2) EGF 고정화

- 10-2000 ng/mL의 EGF 고정화 후

약 50-80%의 고정화율 확보

3) EGF/젤라틴 복합고정화

- 젤라틴 고정화율 약 20%

- EGF와 젤라틴의 겹침없이 독립적으

로 고정화(독립적인 기능발현)

10 100

인공피부의

형태학/조직학적(H&E,

MTT, Immunostainning

등) 세포성장 평가

1) HA/CS/PVA 및 HA/CS/PAAc 하이

드로겔 고분자 인공피부의 생체적합

성 평가

- HA/CS/PVA 및 HA/CS/PAAc 하

이드로겔의 재현성 있는 세포독성 측

정 조건 확립

- HA/CS/PVA: > 90% cell viability

- HA/CS/PAAc: > 75% cell viability

2) HA/CS/PVA 및 HA/CS/PAAc 하이

드로겔 고분자 인공피부의 MTT

assay

- HA/CS/PVA 및 HA/CS/PAAc 하

이드로겔 내의 재현성있는

keratinocyte 배양조건 확립

- 천연고분자 함량비에 따라 배양 7일

째 80% 이상의 cell viability 유지

3) HA/CS/PVA 및 HA/CS/PAAc 하이

드로겔 고분자 인공피부의 live/dead

staining assay

- 하이드로겔 내 피부세포의 시간에

따른 적절한 성장 확인

- 천연고분자 함량비에 따른 cell

viability 조절 조건 확립

15 100

성체줄기세포의

분화유도기술 개발을

통한 인공피부 모델

평가

1) EGF고정화에 따른 인볼루클린 발현

변화

- 1000 ng EGF: 인볼루클린 발현

130% 증가

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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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GF/젤라틴 복합고정화에 따른 인볼

루클린 발현 평가

- EGF 1000 ng/젤라틴 200 mg: 인볼

루클린 발현 140% 증가

- 복합고정화 물질의 시너지 효과 확

인

인공피부 모델의

화장품에 대한 시험법

평가

1) EG-AP 지지체를 이용한 화장품 독

성평가

- 포름알데히드: 4%(약 97% 세포사

멸), 0.04%(약 94% 세포사멸)

- 살리실산: 5%(약 95% 세포 사멸),

0.1%(80% 세포 사멸)

- 메틸파라벤: 3%(94% 세포사멸),

0.1% (97% 세포사멸)

2) EG-AP 지지체를 이용한 화장품 부

식 평가

- KOH 노출(3분): 약 45%의 세포 생

존율

- KOH 노출(60분):약 19% 세포 생존

율

- EG-AP 지지체는 3분후 약 45%의

세포생존율(세포배양디쉬 대비)

- EG-AP 지지체 위에서 성장한 세포

들은 EGF와 젤라틴에 의해 내부식성

증가

3) EG-AP 지지체를 이용한 주름개선

효과 평가

- 주름개선 물질로 EGF 처리

- EGF 농도가 증가할수록 (1-100

ng/mL) 콜라젠 합성율 최대 140%까

지 증가

4) EG-AP 지지체를 이용한 화장품 미

백 효과 평가

- 미백물질로 ascorbic acid를 농도별

처리(0.1-10%)

- EG-AP는 그 자체로 성체줄기세포

의 멜라닌 발현 조절 불가하지만,

ascorbic acid와 더불어 멜라닌 합성

촉진 가능

- 인체 피부 대체형 인공피부 개발 가

능

15 100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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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RT 산업의 55%를 점유하는 RT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법보다 방사선을 이용함으로서 고품질의 제

품 생산이 가능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관련 산업이 RT산업의 주요 기

술로 자리잡고 있다.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구강점막 부착용 겔로도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

을 제조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어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

여할 수 있다.

- 생체 재료는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위를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목적

으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의료용 재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는 고분자

재료이며, 이것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개질하여 여러 가지 화학적 기능을 도

입할 수 있으며, 관, 필름, 섬유, 겔 등으로 가공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 이러

한 생체 재료는 신체와 접촉하므로 독성이 없고, 신체의 거부반응을 최소화하

는 성질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데, 방사선을 활용하면 독성 물질 첨가를 최

소화할 수 있어서 신 재료 개발의 우수한 도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본 연구를 통하여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구강 부착용 하이드로겔을 세계 최

초로 합성하였으며, 동물 실험과 임상실험을 통하여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크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다양한 약물전달체, 인공 연골등을 개

발하는 원천 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 국내외의 장기 기증 사례는 그 수요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동물 복

제 기술의 성공조차 윤리적인 문제로 금지되어 현실적인 개발이 불가능한 실

정이다. 따라서 체외 세포배양을 이용하여 조직을 재구성하는 인공피부의 개

발은 윤리적인 문제가 없으며 이미 상처 치유 및 상처 흔적을 줄이는데 적합

하다.

- 근래에 들어 동물 및 인체 실험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으므로 세균, 바이러스,

환경독성, 자외선, 특정 약물의 독성 혹은 약물성능 실험에 피부 대체물이 요

구되고 있다. 사용되는 인공피부는 생화학 및 형태학적으로 실제 피부와 유사

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규제와 윤리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절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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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측면

- 본 연구팀의 세계수준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기존의 제조방법과

는 차별화된 방사선 융합기술이 접목된 구강점막 부착제재 개발을 통한 공정

의 단순화와 효능 극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를 통해 제조된 구강 점막 부착제재는 상처 또는 염증 부위에 직접

작용하므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방사선으로 제조되어 기타 화

학물질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위를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

는 의료용 재료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는 고분자 재료이며, 본 연구 개

발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분자 재료에 방사선을 활용하면 독성 물질 첨가를 최

소화할 수 있어서 신 재료 개발의 우수한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 실용화과제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기존 화학적 가교법에 의해 제조된 제품

및 다공성 재료들과 비교검증 절차와 전임상과 임상단계를 거쳐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2차 검증을 실시하여 기술 산업화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러한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RT산업의 55%를 점유하는 RT산업

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사선이외의 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없는 고기

능성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적 측면

- 국내 잇몸질환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100-140억원 규모인 페이스트 제품 시

장과 경구용 시장을 합쳐 700-800 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간 15%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만큼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시

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사선을 이용한 구강점막 부착용 약물전달체는 국내

외적으로 전무하므로 그 경제적 이득은 막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공피부 관련 시장규모는 2020년 국내 4,000억원, 국외 500억불로 추정되

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피부 관련 조직공학기술은 외국의 기술수준

과 근접한 위치에 있어, 앞으로 국내 제약업체, 바이오벤처기업들과의 협력연

구를 통해 인공피부 개발에 주력해 투자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적 측면

- 방사선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인공관절의 수명연장, 화상/상처 드레싱의 보건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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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약물 전달체 드레싱, 항암

약물전달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인공장기, 의료품을 생산할 수 있어 방사선

의 사회적 친밀성을 향시킬 수 있다.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을 제조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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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제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연구 수행을 위하여 수집한 연구 논문 및 특허 다수

○ 외국 전문가 국내 방문시 지참한 연구 논문 및 발표 자료 다수

○ 국제학회에서 참가하여 수집한 초록집 다수

∙ Asian conference on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2010(AsianNANO
2010) 학회 참석 (박종석, 2010년, 일본 동경)

∙Nanotech conference ＆ expo 2011 학회 참석 (박종석, 2011년, 미국 보스턴)

∙ 3rd ABMC (THE 3RD ASIAN BIOMATERIALS CONGRESS) 학회참석 (박
종석, 2011, 대한민국 부산)

∙ 제3차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Functional Materials and

Structures 국제심포지움(조선영, 2010년, 싱가폴 )

∙ 제12차 Pacific Polymer Conference 국제심포지움

(신영민, 2011년, 대한민국 제주)

∙ 제14차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국제심

포지움(임윤묵, 2011년, 싱가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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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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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목표 달성도

가 높고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화, 상품화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

으로 보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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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사선 조사)을 추

가하여야 하고 가교를 

위한 공정 최적화는 풀

어야 할 숙제임.

-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하이드로겔 제조공정은 기존의 화학적 

제조법과 비교하여 가교제등의 독성 화합물을 첨가후 열경

화 공정을 거치고 가교제 제거와 같은 공정을 거치지 않

고, 단순히 고분자 용액에 방사선 조사만으로 가교와 멸균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적화 공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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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상용화를 위한 단계 설

계내용과 비용 산정 부

분 제시 필요

- 실용화 과제 추진예정

- 추가적인 전임상과 임상단계를 거쳐 안정성 및 효능에 대

한 2차 검증 실시 예정

- 기술이전 설명회 및 홍보를 통한 기술의 산업화/상품하 

예정

page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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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가교 기술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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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에의한 하이드로겔 제조공정은 기존의 화학적 

제조법과 비교하여 가교제등의 독성 화합물을 첨가후 열경

화 공정을 거치고 가교제 제거와 같은 공정을 거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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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고유번호 2011-0030591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09.10.01~

2012.09.30

단 계

구 분
1/1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방사선융합기술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방사선 융합 고성능 생체모사용 소재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방사선 이용 구강점막 부착용 약물 전달체 제조 기술 개발

연 구 책 임 자 노영창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11 명

내부: 4 명

외부: 7 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 705,000 천원

기업 : 300,000 천원

계 : 1,005,000 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11 명

내부: 4 명

외부: 7 명

총연구비

정부 : 705,000 천원

기업 : 300,000 천원

계 : 1,005,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공업환경연구부

참여기업명 (주)서울프로폴리스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충남대 연구책임자 : 허강무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136

○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약물 구강 점막 부착층

과 약물 보호층 이중구조로 구성된 구강점막 부착용 약물전달체로서, 독성이 없고 점막

접착성이 우수하며, 서방성 약물 방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구내염 치료에 탁월한 효과

를 나타냄.

○ 총 8종 이상의 개질된 고분자 하이드로겔을 개발하였으며, 80% 이상의 높은 겔화율과

기계적/열적 특성이 개선된 하이드로겔을 개발하였음.

○ 돼지 구강점막을 이용한 겔과의 접착력 측정 결과 60 kPa 이상의 우수한 접착력을 나

타냈으며, E.coli, S.aureus, S.epidermidis, C.albicans 4종류의 균주에 대하여 우

수한 항균성을 나타냄.

○ 스테로이드성 항염제인 트리암놀론아세토니드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인 naproxen 약

물 로딩후, 약물 방출 거동 확인 결과 48 시간 까지 지속된 약물방출 거동을 나타냄.

○ 세포독성 평가 결과 9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 독성이 없음.

○ Rat을 이용한 동물실험 측정결과 치료 8일차에 80% 이상 염증이 저감되는 결과를 나

타냈으며, 임상적용 결과 점막 접착성이 우수하여 장기간 부착이 가능하며 환자의 거부

감이 없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어
방사선 가교, 구강점막, 약물 전달체, 폴리아크릴산, 구내염, 약물

방출, 팽윤도, 부신피질호르몬제

영 어

Radiation crosslinkling, mucosa membrane, drug delivery

system, polyacrylic acid, stomatitis, degreeof swellig, drug

release, adrenal cortex hormone drug

보고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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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Ⅰ. 제 목
방사선 이용 구강점막 부착용 약물 전달체 제조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현대인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경변화에 의해 구강내 염증이 많이 발생한

다. 구강내 염증은 점막의 발적, 종창, 자극통, 연하통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에는 농성

및 미란이 있다. 시판중인 구내염 치료제제는 일시적인 통증완화와 치료효과를 나타낸

디. 따라서 지속적인 약물의 전달과 입안의 침과 각종 세균으로부터 염증 부위의 보호

를 위한 기능성 약물전달 제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인간의 구강 내 번식된 세균은 한 종류의 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균 상호간

에 견제 및 침에 의하여 번식이 억제되어 있다가, 피로 등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올

경우, 구강내 염증이 발생하여 구내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내염은 구강점막(혀, 잇몸,

입술과 볼 안쪽 등)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의 총칭으로서 '입안염'으로 불리기도 하며,

염증이 발생된 부위에 음식물이 접촉되면 통증이 유발되는 등의 환자생활에 불편함이

증가한다.

구내염의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강 내

상처로 혀나 뺨, 입술을 깨물었을 경우와 뜨거운 음식에 입안을 데었을 경우, 코가 막

혀 입으로 숨을 쉬게 되어 입안이 건조하게 될 경우, 치아의 손상 또는 치아보조기구로

인한 입안의 상처로 발생하며, 또한 음주, 흡연, 충치 등으로 구강의 위생상태가 불결한

경우에 생긴다. 그리고 구강 외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알레르기성 비염, 약물사용,

흡연, 비타민 결핍, 호르몬 변화, 빈혈, 임신, 스트레스, 자가 면역질환, 감염 등으로 인

해 면역억제 상태로 또 감기에서부터 암, 에이즈 등으로 인해 면역체계가 약해진 경우

에 발생한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잇몸 속 세균의 독성 물질이 혈류를 타고 자궁주변으로 이동하

거나, 혈관 속에서 면역반응을 일으켜서 자궁수축 물질을 조기에 다량 생산하게 되어서

조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학계에서는 잇몸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조산이 전체

조산의 18% 정도로, 흡연 또는 알콜섭취에 비해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구강 점막 부착용 약물전달체의 경우 카라야고무, 카복시메틸세룰로오스, 하이드록시메틸

세룰로오스, 카보폴 등과 소염제를 혼합하여 구내염 치료용 패취제 제조에 관한 방법이

있으나, 점착력이 약하고, 입안의 침에 의해 구강 점막에서 쉽게 탈리되는 단점이 있다.

하이드로겔을 만드는 방법은 화학 가교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

법으로 구분된다. 방사선이용법은 유해한 화학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교

후 잔류 가교제를 제거할 필요가 없고, 가교와 동시에 멸균을 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가교과정에서 열을 가하지 않아도 되고, 냉각상태에서도 가교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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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있다. 그리고 방사선 조사량만 조절하면 조성물을 변화시킬 필요 없이 물리

적 특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적이고 단시간에 처리가 가능한 방사선 가교 기술을 이용하여

접착성이 우수하고 장시간 부착에도 쉽게 탈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적달 할 수

있는 방사선 이용 구강점막 부착용 약물전달체 하이드로겔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구강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개발
○ PAA 이중구조의 구강점막 제형 제조기술 개발

- PAA 수용액을 제조한 후, 방사선을 조사하여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을 제

조하였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에 약물 보호지지층으로 Eudragit RSPO를 균일하

게 코팅하였다.

-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PAA농도 및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서 하이드로겔의 겔화

율 및 팽윤도와 같은 기본특성을 측정하였고, 돼지 구강점막을 이용하여 겔과 점

막과의 접착력을 측정하였다.

○ 점막 부착용 PAA/PEG 하이드로겔 개발

- 증류수에 PAA 7wt% 를 용해하였다. 용해된 PAA 수용액에 PEG를 첨가하여

교반 하였다. 상기 혼합용액을 방사선을 조사하여 PAA/PEG 하이드로겔을 제조

하였다.

- 제조된 PAA/PEG 하이드로겔은 PEG 함량, PEG 분자량 별, 열처리 조건에 따

라서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및 팽윤도와 같은 기본특성과 압축강도, 인장강도와

같은 겔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돼지 구강점막을 이용하여 겔과 점막과의

접착력을 측정하였다.

○ 점막 부착용 PVA/PEG 하이드로겔 개발

- 증류수에 PVA를 autoclave를 사용하여 용해하였다. Poly(ethylene glycol)

(PEG)(Mn 4,600)를 예비 가열한 다음, PVA 수용액에 넣고 교반후 감마선을 조

사하여 PVA/PEG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120 ℃의 오

븐에서 질소분위기하에 열처리하였다.

- 제조된 PVA/PEG 하이드로겔은 방사선 조사량 및 PEG 함량 및 열처리 조건

에 따라서 기계적/열적특성을 확인 하였다.

○ 마이크로 하이드로겔 개발

- Ethyl cellulose (EC) 및 PAA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

다. EC와 PAA를 증류수에 교반기를 이용하여 용해한 후, EC에는 계면활성제를

혼합하여 방사선 조사를 통해 마이크로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고, PAA는 비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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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혼합하여 방사선 조사를 통해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 제조된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은 입도 분석기를 이용하여 입자 크기 및 균일도

를 측정하였고, FE-SEM을 통하여 입자의 생성정도를 확인하였다.

■ 약물 함유 구강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개발
○ 약물함유 PAA 이중구조의 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 개발

- PAA 수용액을 제조한 후, 방사선을 조사하여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을 제

조하였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AgNO3 수용액에 1시간동안 담근후 감마선을 조

사하여 은나노입자(AgNPs)가 함유된 PAA 하이드로겔을 제조 하였다. 또한, 스

테로이드성 약물인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용액에 1시간 침지하여 약물을 로딩

하였다.

- E. coli, S.aureus, S. epidermidis, C. albicans 4종류 균에 대한 항균성을 확인

하였다. 또한, Phosphate Buffer Saline 용액에 담가서 측정하여 약물 방출 거동

을 평가하였으며, L-929 cell을 CCK-8 assay를 이용하여 세포독성을 측정하였

다. SD rat을 이용하여 점막에 상처를 내어 하이드로겔을 부착하여 동물 실험을

수행하였다.

○ AgNPs 함유 PVA/PEG 하이드로겔 개발

- PVA를 증류수에 용해후, PEG를 넣고 감마선을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

하였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AgNO3 수용액에 1시간동안 담근후 감마선을 조사

하여 은나노입자(AgNPs)가 함유된 PVA/PEG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 AgNPs 함유 PVA/PEG 하이드로겔은 UV 및 FE-SEM, AFM 분석을 통해

하이드로겔의 은나노입자 형성정도를 확인하였으며, E. coli 및 S.aureus에 대한

항균성을 확인하였다.

○ AgNPs 함유 CMC 하이드로겔 개발

- CMC를 증류수에 용해 후, 감마선을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제조

된 하이드로겔을 AgNO3 수용액에 1시간동안 담근후 감마선을 조사하여 은나노

입자(AgNPs)가 함유된 CMC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 AgNPs 함유 CMC 하이드로겔은 방사선 조사량, CMC 농도에 따라서 하이드

로겔의 겔화율 및 팽윤도와 같은 기본특성을 측정하였고, UV 및 FE-SEM, XPS

분석을 통해 하이드로겔의 은나노입자 형성정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E. coli 및

S.aureus에 대한 항균성을 확인하였다.

○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 함유 PAA 하이드로겔 개발

-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 수용액에 폴리아크릴산을 넣고 교반 후, 방사선을 조사

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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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산화아연, 염화아연의 농도 및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서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및 팽윤도와 같은 기본특성을 측정하였고, 돼지 구강점막을

이용하여 겔과 점막과의 접착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E. coli 및 S.aureus에 대한

항균성을 확인하였다.

○ 점막부착성 고분자에 의한 약물 가용화 평가

- 점막 부착성 고분자 (폴리카보폴)의 농도를 변화시키고, 온도감응성 고분자 

(폴록사머)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고분자겔을 제조하였다. 온도에 따라서 졸-겔 

전환을 관찰 하였다.

- 일정양의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트 약물을 로딩하여 약물 방출 거동을 측정

하였으며, 돼지 구강점막을 이용하여 점막 부착성을 평가하였다. 세포독성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세포독성을 평가를 수행하였고, SD rat을 이용하여 조직 손상 및

회복효과를 관찰하여 동물 실험을 수행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 구강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 개발
○ PAA 이중구조의 구강점막 제형 제조기술 개발

- 폴리아크릴산을 증류수에 녹이고, 이것을 방사선을 조사한 후, 건조하여 점막

부착층을 제조하였으며, 점막부착층에 약물을 로딩한 후, 건조한 다음, 약물이 보

호될 수 있도록 점막 비부착성을 갖도록 하여 구내염을 치료할 수 있는 이중구

조의 점막제형을 개발하였다.

-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폴리아크릴산의 겔화율은 증가하였으며 동일 조

사량에서는 폴리아크릴산의 분자량이 클수록 겔화율이 증가하였다.

-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점막 접착력 측정결과 5 kGy 조사된 폴리아크릴산과 점

막과의 접착강도는 약 56 kPa의 접착강도를 나타냈으며, 75 kGy 조사된 하이드

로겔의 접착강도는 약 48 kPa의 접착강도를 나타냈으며,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하이드로겔과 점막과의 접착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 점막 부착용 PAA/PEG 하이드로겔 개발

- PAA/PEG 하이드로겔은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겔화율이 증가하였으며,

PEG 함량이 0.5%일 때 까지는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

으나, PEG 함량이 1% 이상이 되면 겔화율이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 PAA/PEG 하이드로겔의 압축강도는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하이드로겔

의 압축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PEG 함량이 증가 할수록

하이드로겔의 압축강도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PEG 첨가로 인하여 하이드로겔의

유연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PEG 함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의 접착강도는 증가하였으나, PEG 함량이

1% 이상 첨가되면 겔의 접착 강도는 감소하였다. 또한,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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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50 kGy 까지는 접착 강도가 증가 하였으나, 70 kGy 이상 에서는 겔의 강도

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 점막 부착용 PVA/PEG 하이드로겔 개발

- PVA/PEG 하이드로겔을 120 ℃의 오븐에서 열처리함에 따라서, 하이드로겔의

결정화도가 겔의 인장강도와 열적 특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순수 PVA 하이드로

겔과 비교하여 PEG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열적 안정성도 증가하였다.

○ 마이크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개발

- Ethyl cellulose를 이용하여 생성된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의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입자의 생성정도와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사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방사선의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의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 PAA 수용액에 비용매를 첨가하여 방사선을 조사하여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방사선의 조사량과 비용매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의 입자

크기는 작아지고, 균일한 입자 분포도를 갖는 것을 입도분석, 제타포텐셜,

FE-SEM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 약물 함유 구강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개발
○ 약물 함유 PAA 하이드로겔의 효능 및 안정성 검증

- 제조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에 AgNO3 수용액에 담지하고 방사선을 조사

하여 겔내부에 AgNPs를 형성시켰다.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겔 내부에

생성된 AgNPs의 양은 증가 하였다.

- E. coli, S.aureus, S. epidermidis, C. albicans에 대한 항균성을 측정 결과, E.

coli와 S. aureus, S. epidermidis의 경우 AgNO3 의 농도가 0.01M에서 모두 강한

항균성을 나타냈으나, C. albicans의 경우는 AgNO3 의 농도가 0.01M, 0.05M에서

는 항균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0.1M 농도에서 항균성이 발현됐다.

- 하이드로겔에 Triamcinolone acetonide를 로딩하여, UV 흡광도를 이용하여 5

시간 이상의 약물 방출 거동을 확인하였다.

- L-929 cell을 CCK-8 assay를 이용하여 세포독성 측정결과 하이드로겔의 농도

가 100 mg/ml 인 경우에도 약 83%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냈으며, 5 mg/ml 농도

의 경우에는 약 95% 이상의 생존율을 나타냈고, 2.5 mg/ml 이하의 농도에서는

100%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어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동물실험 결과 2일차에는 각 처리군 간 크게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트

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하이드로겔 처리시 비교적 염증 반응이 완화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8일차에는 70% 이상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 표면이 회복되면서

상피세포가 재생됨을 확인하였다.

- 임상시험 결과 적용이 쉽고, 환자의 거부감이 없고, 원하는 부위에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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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하고, 점막 접착성이 우수하여 쉽게 탈리되지 않아 장기간 부착 가능하

다.

○ AgNPs 함유 PVA/PEG 하이드로겔 개발

- 하이드로겔에 AgNPs의 생성정도와 입자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FE-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 내부에 AgNPs

의 생성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따른 E. coli 및 S.aureus에 대한 항

균성 측정결과,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겔 내부에 많은 양의 AgNPs가 형

성되어, E. coli, S.aureus 모두 강한 항균성을 나타냈다.

○ AgNPs 함유 CMC 하이드로겔 개발

- AgNPs 함유 CMC 하이드로겔은 CMC 농도 및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서

CMC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CMC 하이드로겔을 AgNO3 수

용액에 1시간동안 담근후 다시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

수록 CMC 하이드로겔 내부에 형성된 AgNPs의 양이 증가되는 것을 UV 및

FE-SEM 이미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CMC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겔 내

부에 생성된 AgNPs의 양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CMC에 함유된 sodium의 함

량이 증가하면서, 은이온의 환원을 촉진시켜 AgNPs의 생성이 증가하였다.

- AgNPs 함유 CMC 하이드로겔의 E. coli, S.aureus에 대한 항균성을 측정 하

였다. 순수 CMC 하이드로겔에서는 항균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방사선 조사량

및 CMC 농도가 증가할수록 강항 항균성이 나타났다.

○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 함유 PAA 하이드로겔 개발

-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의 농도에 다른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확

인 결과 0.08M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은 약 80 % 이상의

겔화율을 나타냈으나, 전체적으로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폴리아크릴산의 겔화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 산화아연과 염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돼지 구강점막과의

접착강도 확인 결과, 염화아연 및 산화아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점막과의 접착강도는 증가하였다. 또한, 0.08 M 의 염화아연이 첨

가된 하이드로겔의 접착강도는 약 55 kPa이고, 산화아연이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접착강도는 42 kPa 정도이다. 동일농도에서는 염화아연이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접착강도가 산화아연의 접착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이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E. coli, S.aureus에 대한 고체

배지를 이용한 항균성 실험 측정 결과 염화아연 및 산화아연의 첨가로 인하여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항균력이 증가하였고, 산화아연보다 염화아연이 첨가

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항균력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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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막부착성 고분자에 의한 약물 가용화 평가

- 효과적인 구강점막 부착형 약물전달체 개발을 위해 온도감응성 고분자인 폴록

사머와 대표적인 점착성 고분자인 카보폴로 구성된 하이드로겔을 전자선 조사에

의한 가교방법을 통해 제조하였다. 폴록사머의 말단을 비닐그룹으로 개질하여 화

학적 가교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하이드로겔 제형의 기계적 물성 및 점막 부착성

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 유변학적 거동과 팽윤 거동이 우수한 D-Pol 20%과 카보폴 1%의 하이드로겔

에 항염증제인 Triamcinolone acetonide을 로딩하여 48시간 까지 지속된 약물 방

출 거동을 확인하였다.

- Triamcinolone acetonide 약물이 함유된 D-Pol 하이드로겔의 동물 실험을 수

행하였다. 생리식염수 (control), 0.1% triamcinolone acetonide 용액 (1% sol’n),

0.1% triamcinolone acetonide 하이드로겔 (1% patch), 약물이 로딩되지 않은 하

이드로겔 (blank patch)을 적용한 후, 1, 2, 5, 8, 11, 15일에 피부의 상처 치유를

확인하였다. 1, 2일차에는 각 처리군 간의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5일

차에는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약물처리시 회복속도가 빨라짐을 확인하였

다. 또한, 8일차에 상처지유를 확연히 관찰할 수 있었으며, 특히 트리암시놀론 아

세토니드 하이드로겔 처리시 가장 작은 상처 크기를 나타냈다.

- Rat의 왼쪽 뺨 안쪽 buccal 부분에 상처를 내고 biopsy punch를 이용하여 지

름 4 mm의 상처를 내고 생리식염수 (control), 0.1% triamcinolone acetonide 용

액 (1% sol’n), 0.1% triamcinolone acetonide 하이드로겔(1% patch), 약물이 로

딩되지 않은 하이드로겔(balnk patch) 적용 후 2, 8일에 조직 재생을 관찰하였다.

2일차에는 각 처리군 간 크게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트리암시놀론 아세토

니드 하이드로겔 처리시 비교적 염증 반응이 완화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8일차

에는 상처 표면이 회복되면서 상피세포가 재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약물

함유 하이드로겔 (1% patch) 처리 시 가장 빨리 조직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Ⅳ. 연구개발활용계획
○ 기술적 측면

- 본 연구팀의 세계수준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기존의 제조방법과는

차별화된 방사선 융합기술이 접목된 구강점막 부착제제 개발을 통한 공정의 단

순화와 효능극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를 통해 제조된 구강 점막 부착제재는 상처 또는 염증 부위에 직접 작

용하므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방사선으로 제조되어 기타 화학물

질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위를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재료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는 고분자 재료이며, 본 연구 개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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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고분자 재료에 방사선을 활용하면 독성 물질 첨가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신 재료 개발의 우수한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 이러한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RT산업의 55%를 점유하는 RT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사선 이외의 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없는 고기능성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 다

양한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적 측면

- 국내 잇몸질환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100-140억원 규모인 페이스트 제품 시

장과 경구용 시장을 합쳐 700-8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15%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만큼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사선을 이용한 구강점막 부착용 약물전달체는 국내외

적으로 전무하므로 그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적 측면

- 방사선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인공관절의 수명연장, 화상/상처 드레싱의 보건

의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약물 전달체 드레싱, 항암약

물전달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인공장기, 의료품을 생산할 수 있어 방사선의

사회적 친밀성을 향시킬 수 있다.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을

제조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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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Development of oral mucosa adhesive for drug delivery system by radiation

Ⅱ.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buccal mucosa is more permeable than skin and less variable between

patients, resulting in lower inter-subject variation. Moreover, a buccal drug

delivery system can be promptly eliminated in the case of toxic side effects by

simply removing the dosage form from the buccal cavity.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formulate various mucoadhesive buccal drug delivery systems,

including tablets, patches, and gels. Mucoadhesive gel formulations have the

potential for localization at the application site to improve and enhance the

bioavailability of drugs because these dosage forms facilitate intimate contact of

the formulation with the underlying absorption surface. This allows modification

of tissue permeability for the absorption of macromolecules, such as peptides

and proteins. Thus, these systems can be used for targeting a drug to a

particular region of the body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Hydrogel has been used in the formulation of topical dosage forms because it

has relatively low toxicity and is able to form mucoadhesive hydrogels in

aqueous media.

Among many synthetic techniques used to form hydrogels, cross-linking induced

by ionizing radiation presents several advantages, especially in cases where the

purity of the product is important. A polymer swollen state undergoes

cross-linking on irradiation yielding a gel-like material. Advantages of radiation

techniques include the unique ability to initiate polymerization and/or

cross-linking reactions without adding toxic chemicals as an initiator and the

presence of unreacted toxic monomer. Polymerization initiators and cross-linking

agents are commonly considered harmful and difficult to remove. Another merit

of the radiation approach is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synthesis and

sterilization in one step, which is performed in the sealed final packaging. In

practice, mucoadhesive polymeric hydrogels have been prepared by irradiation for

the nasal delivery. Thus, gel formulations prepared by irradiation have been

proposed for a number of biomedical applications and can provide suitable

structure and rigidity, low toxicity, and high biocompatibility.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the mucoadhesive hydrogel

for buccal drug delivery by gamma-ray irradiation to improve physical

properties and evaluate the mucoadhesive and releas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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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Development of hydrogel for buccal mucosa adhesion

○ Development of PAA hydrogel having duplex configuration

- Poly(acrylic acid)(PAA) was dissolved in distilled water. This PAA solution

were irradiated by gamma-ray irradiation to make hydrogel. The PAA hydrogels

were coated uniformly with Eudragit RSPO for the protection of drug.

- The properties of PAA hydrogel having duplex configuration such as gel

fraction and swelling behavior were investigated with the content of PAA and

gamma-ray irradiation. The mucoadhesive strength was evaluated by measuring

the force required to detach the formulation from oral mucosa tissue of pigs

using a universal test machine.

○ Development of PAA/PEG hydrogel for buccal mucosa adhesion

- Poly(acrylic acid)(PAA) 7wt% was dissolved in distilled water. PEG was

added into the PAA solution. These solutions were irradiated by gamma-rays to

make a hydrogel.

- The properties of the hydrogel such as gel fraction and swelling behavior,

tensile strength, compressive strength were investigated with the content of

PEG and annealing condition. Also, the mucoadhesive strength was evaluated by

measuring the force required to detach the formulation from oral mucosa tissue

of pigs using a universal test machine.

○ Development of PVA/PEG hydrogel for buccal mucosa adhesion

- Poly(vinyl alcohol)(PVA) powder was dissolved in distilled water using an

autoclave. Poly(ethylene glycol)PEG was preheated at 75 °C, and then added into

the PVA solution. These solutions were irradiated by gamma-rays to make a

hydrogel. The hydrogels were annealed in an oven at 120 °C under nitrogen

atmosphere.

- The properties of the hydrogel such as gel fraction and swelling behavior, gel

strength were investigated with the content of PEG and annealing condition.

○ Development of micro-hydrogel

- The micro-hydrogels of Ethyl cellulose (EC) and PAA were prepared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Ethyl cellulose and surfactant were dissolve in water.

Poly(acrylic acid)(PAA) 7wt% was dissolved in distilled water by us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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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stirrer. They were irradiated by electron beam to make micro

hydrogel. The size and morphology of micro hydrogel were investigated.  

■ Development of hydrogel containing drug for buccal mucosa adhesion

○ Effect and safety evaluation of PAA hydrogel containing drug

- The PAA hydrogel has been dipped into triamcinolone acetonide solution for

1hr.

- In vitro drug release from hydrogels was investigated. Besides, the

antibacterial activities were investigated in detail against S. aureus and E. coli,

S. epidermidis, C. albican. The cytotoxicity of the PAA hydrogel were evaluated

by using CCK-8 assay. The SD rats were experimented in vivo healing

assessment.

○ Development of PVA/PEG hydrogel containing AgNPs

- PVA/PEG were dissolved in deionized water, and then irradiated by a

gamma-ray to make hydrogel. The PVA/PEG hydrogel has been dipped into

0.01M AgNO3 solution for 1hr. After that, the swollen hydrogels were irradiated

by gamma-ray to form AgNPs.

- The characteristics of Ag NPs in the PVA/PEG hydrogels were measured by

UV-Vis, FE SEM, particle size analyzer. Also, the antibacterial activities were

investigated in detail against the Staphylococcus aureus (S.aureus) and

Escherichia coli (E.coli) strains.

○ Development of CMC hydrogel containing AgNPs

- Carboxylmethyl cellulose (CMC) were dissolved in deionized water, and then

irradiated by a gamma-ray to make hydrogel. The CMC hydrogel has been

dipped into 0.01M AgNO3 solution for 1hr. After that, the swollen hydrogels

were irradiated by gamma-ray to form AgNPs.

- The properties of CMC hydrogel containing AgNPs such as gel fraction and

swelling behavior, particle size were investigated with the content of CMC and

gamma-ray irradiation. Besides, the antibacterial activities were investigated in

detail against S. aureus and E. coli.

○ Development of PAA hydrogel containing zinc oxide or zinc chloride

- The characterization of zinc oxide or zinc chloride incorporated into a PAA

hydrogel prepared by gamma-ray irradiation was investigated. The effects of

various parameters such as zinc ion concentration and irradiation dos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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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d and investigated in detail for antibacterial activity. In addition, the gel

content, swelling ratio, and UV–Vis diffuse reflectance spectra of the zinc

particles in the hydrogels were characterized.

○ Development of pluronic F127 hydrogel containing drug for buccal mucosa

adhesion

- To improve physical properties and modulate the mucoadhesive hydrogel

formulation via cross-linking by radiation, hydrogels were prepared using

thermoreversible polymer Pluronic F127 (PF127) and mucoadhesive polymer

carbopol 934P (C934P). As a model drug, naproxen was loaded in the hydrogel

formulation. Sol-gel transition temperatures of hydrogels were measured by the

tube-inversion method. The mucoadhesive potential of each formulation was

determined by measuring the force required to detach the formulation from oral

mucosal tissue. To strengthen the mechanical properties, the formulations were

irradiated using an electronic beam. Drug release from the hydrogels and the

cytotoxicity of each formulation were investigated. The SD rats were

experimented in vivo healing assessment.

Ⅳ. The resul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Development of hydrogel for buccal mucosa adehsion

○ Development of PAA hydrogel having duplex configuration

- The gel fraction increased with the increase in the content of PAA and

irradiatiom dose. The mucoadhesive strength was evaluated by measuring the

force required to detach the formulation from oral mucosa tissue of pigs

using a universal test machine. As the increased irradiation dose, the

mucoadhesive force was increased.

○ Development of PAA/PEG hydrogel for buccal mucosa adhesion

- The gel fraction increased as annealing time increased. The gel strength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PEG content.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e

hydrogels was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annealing time and with a

decrease PEG concentration. The probable reason of this result is that the

presence of PEG normally increases the elasticity of the gel due to the

plasticizing effect. As the contents of PEG increased from 0.25 to 0.5%, the

mucoadhesive force was increased, except for the formulation with 1%.

○ Development of PVA/PEG hydrogel for buccal mucosa ad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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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ffects of PEG content and annealing of PVA hydrogels were

observed. The gel fraction increased as the content of PEG decreased and

annealing time increased. The degree of swelling decreased with increasing

PEG content and decreasing annealing time. Also, the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increased with the PEG concentration and annealing time.

○ Development of micro-hydrogel

- The PAA micro-hydrogel have nearly a perfect sphere. Also, the average

particle size decreased with an increasing irradiation dose due to the intra-

and inter-crosslinking. As the electron beam irradiation dose increased, the

absolute values of zeta potential increased.

■ Development of hydrogel containing drug for buccal mucosa adehsion

○ Effect and safety evaluation of PAA hydrogel containing drug

- The PAA hydrogel having duplex configuration have been investigated for

inhibiting the growth of S. aureus and E. coli, S. epidermidis, C. albican on solid

growth media. The antibacterial tests indicated that the hydrogels had good

antibacterial activities.

- Triamcinolone acetonide was released constantly from the gel formulations at

37°C and could reach 100% at about 6 hour. 

- The cytotoxicity of the PAA hydrogel were evaluated by using CCK-8 assay.

The PAA hydrogels were considered not to be cytotoxic.

- The PAA hydrogels displayed the eminent healing result from the animal

tests and clinical trials.

○ Development of PVA/PEG hydrogel containing AgNPs

- The characteristics of Ag NPs in the PVA/PEG hydrogels were measured by

UV-vis, FE SEM, Particle size analyzer. The UV-vis analysis indicated that the

concentration of Ag NPs was enhanced by increasing of radiation dose from 1

to 10 kGy. Ag NPs had smaller sizes and shapes with an increasing radiation

dose.

○ Development of CMC hydrogel containing AgNPs

- The intensity of the absorption band of AgNPs increases significantly and

shift to the blue (from 440 to 420 nm) with increasing the irradiation dose up to

5 kGy. The absorption spectra became much narrower, and intense UV spectra

of the samples shows that smaller-diameter Ag NPs were obtained at larger

radiation doses. Ag NPs had smaller sizes and shapes with an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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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dose. The CMC hydrogel containing AgNPs have been investigated for

inhibiting the growth of Staphylococcus aureus and Escherichia coli strains in

liquid as well as on solid growth media. The antibacterial tests indicated that

the hydrogels containing Ag NPs have a good antibacterial activity.

○ Development of PAA hydrogel containing zinc oxide or zinc chloride

- Zinc chloride or zinc oxide based hydrogels have an effect on inhibiting and

killing gram-positive S.aureus bacteria and gram-negative E.coli bacteria. Also

the hydrogels containing a higher zinc concentration exhibit a much stronger

inhibition effect, which confirms that the antibacterial activity is from the zinc

particles not the PAAc composition.

○ Development of pluronic F127 hydrogel containing drug for buccal mucosa

adhesion

- The thermosensitive and mucoadhesive gel formulations were prepared for

buccal drug delivery using PF127 and carbopol. The naproxen-loaded gel

showed a sol-gel transition around body temperature. The gelation temperature

of the formulations was decreased, and mucoadhesive force, defined by

detachment stress, was increased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of carbopol. In

vitro release was sustained with the addition of carbopol. Cross-linking the

polymer gel by irradiation showed increased mechanical strength and

mucoadhesive force without major changes in in vitro release properties or cell

viability.

- A naproxen-loaded thermoreversible gels showed a good sol-gel transition

property and mucoadhesiveness could have potential for development as a more

convenient and effective means of treating oral disease with low toxicity.

- From the animal tests, the PAA hydrogels were proved to have the eminent

healing effect.

Ⅳ. The utilization plan for the developed techniques

○ Technical aspects

- Radiation-based preparation of functional polymer materials can play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various materials required for the various

industrial fields such as biomedical, electrical and electronic, nano, display, etc.

- In addition, the radiation techniques will considerably contribute to the

synthesis of new biomaterials world-wid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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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al aspects

- The oral drug delivery systmes (DDS) is to cure gingival disease as well

as inflamation in mouth. It is expected that a new market wiil be created in

the field of DDS for oral mucosa.

- Paste-type drug domestic market for gingival disease treatment is predicted

to be about 10-14 billion won and its oral drug is estimated to be about 70-80

billion won.

- Recently, the growth rate for 3 years are 15% because of moving to aged

socity.

- The radiation-induced functional polymers developed in this project can be

used for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health care (e.g. cosmetics,

pharmaceutics, biomedical, and etc.), energy (e.g. fuel cell, hydrogen storage,

and etc.), electrics and electronic engineering (e.g. transistor, display, and

etc.), composites, etc. and thus its market size is considered to be huge.

○ Social aspects

- Radiation fusion technology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diation technology and the society and providing the better

understanding opportunity to the public about the radiation.

- The new radiation technology related to the next generation technologies

such as biomaterial, cosmetics, environment, and etc can contribute to

constructing the infra structure for the domestic production using radiation.

- The developed technology can revitalize the radiation industry and

contribute to opening the new fields of the radi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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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현대인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경변화에 의해 구강내 염증이 많이 발생한

다. 구강내 염증은 점막의 발적, 종창, 자극통, 연하통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에는 농성

및 미란이 있다. 시판중인 구내염 치료제제는 일시적인 통증완화와 치료효과를 나타낸

다. 따라서 지속적인 약물의 전달과 입안의 침과 각종 세균으로부터 염증 부위의 보호

를 위한 기능성 약물전달 제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인간의 구강 내 번식된 세균은 한 종류의 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균 상호간

에 견제 및 침에 의하여 번식이 억제되어 있다가, 피로 등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올

경우, 구강내 염증이 발생하여 구내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내염은 구강점막(혀, 잇몸,

입술과 볼 안쪽 등)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의 총칭으로서 '입안염'으로 불리기도 하며,

염증이 발생된 부위에 음식물이 접촉되면 통증이 유발되는 등의 환자생활에 불편함이

증가한다.

구내염의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강 내

상처로 혀나 뺨, 입술을 깨물었을 경우와 뜨거운 음식에 입안을 데었을 경우, 코가 막

혀 입으로 숨을 쉬게 되어 입안이 건조하게 될 경우, 치아의 손상 또는 치아보조기구로

인한 입안의 상처로 발생하며, 또한 음주, 흡연, 충치 등으로 구강의 위생상태가 불결한

경우에 생긴다. 그리고 구강 외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알레르기성 비염, 약물사용,

흡연, 비타민 결핍, 호르몬 변화, 빈혈, 임신, 스트레스, 자가 면역질환, 감염 등으로 인

해 면역억제 상태로 또 감기에서부터 암, 에이즈 등으로 인해 면역체계가 약해진 경우

에 발생한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잇몸 속 세균의 독성 물질이 혈류를 타고 자궁주변으로 이동하

거나, 혈관 속에서 면역반응을 일으켜서 자궁수축 물질을 조기에 다량 생산하게 되어서

조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학계에서는 잇몸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조산이 전체

조산의 18% 정도로, 흡연 또는 알콜섭취에 비해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구강 점막 부착용 약물전달체의 경우 카라야고무, 카복시메틸세룰로오스, 하이드록시메틸

세룰로오스, 카보폴 등과 소염제를 혼합하여 구내염 치료용 패취제 제조에 관한 방법이

있으나, 점착력이 약하고, 입안의 침에 의해 구강 점막에서 쉽게 탈리되는 단점이 있다.

기존의 화학적 기교법에의해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화학적 가교와 같은 독성의 화합

물을 첨가하여 고온/고압하에 열경화를 통해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고, 독성 화합물을

제거해야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방사선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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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하이드로겔 제조법은 독성의 화합물 첨가없이 고분자용액에 단순히 방사선 조

사만으로 가교와 멸균과정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독성의 화학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이며 단시간에 처리가

가능한 방사선 가교 기술을 이용하여 접착성이 우수하고 장시간 부착에도 쉽게 탈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적달 할 수 있는 방사선 이용 구강점막 부착용 약물전달체 하이

드로겔 개발 하였다.

나. 경제·산업적측면

- 구강 약물 전달체는 구강내 염증 뿐만 아니라 잇몸질환을 치료하는 기능을 수

반하는 약물 전달체의 기능이 있어 제약업계의 새로운 시장개척 및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잇몸질환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100-140억원 규모인 페이스트 제품 시장

과 경구용 시장을 합쳐 700-8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15%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만큼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구강점막 부착용 겔로도 활용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을 제

조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어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RT 산업의 55%를 점유하는 RT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법보다 방사선을 이용함으로서 고품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관련 산업이 RT산업의 주요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다. 사회․문화적 측면

- 방사선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구강점막 부착용 겔뿐만 아니라, 인공관절의 수

명연장, 화상/상처 드레싱의 보건 의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국민 보건과 직

결되는 약물 전달체 드레싱, 항암약물전달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인공장기,

의료품을 생산할 수 있어 방사선의 사회적 친밀성을 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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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개발 최종목표

○ 고분자의 방사선 가교에 의한 점막 부착 제제 제조 및 물성 평가

1) 방사선 이용 점막 분착용 고분자 가교기술 개발 (2종 이상)

2) 가교에 따른 점막 부착성 비교 평가 (부착력 45 kPa 이상)제조 기술 개발

○ 다양한 약물의 방출 거동 연구

1)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약물 로딩 및 방출거동 평가

2) 항생제 및 항균제를 이용한 약물 로딩 및 방출 거동 평가

○ 약물이 로딩된 점막 부착용 약물 전달체의 효과 검증

1) 동물 실험을 통한 구내염 치료 효과 검증

2. 연구개발의 범위

가. 방사선이용 구강점막 부착용 약물 전달체 제조기술 개발

(1) 방사선 이용 점막 부착용 고분자 개발

- 2종 이상

- 점막 부착력 45 kPa 이상

(2) 마이크로 하이드로겔 합성

- 2종이상

- 하이드로겔 크기 1mm 이하

(3) 점막 부착용 약물 전달체 제조기술 개발

- 점막 부착력 45 kPa 이상

- 3종 이상의 약물 로딩법 개발

- 4시간 이상 약물 방출 거동 평가

- 3종 이상의 균주 실험

- 세포 독성 평가 (세포 생존율 80% 이상)

- 동물 실험을 통한 효능 평가 (염증 저감 효과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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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 방사선 화학반응을 공업적으로 이용한 분야는 고분자 재료가 많은데, 그 이유는

고분자재료의 조사나 합성공정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

하기 때문이다. 실용화되어 있는 조사공정 프로세스는 고분자 화합물의 가교반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가교 전선, 자동차 타이어, 플라스틱 단열재,

열수축성 튜브, 고분자 휴즈, 초내열성 섬유, 코팅경화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기술에 있어, 미국의 경우는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Raychem사, 타이어 메이커, 단열폼제조회사, 다수 대학 등이 기술 개

발 및 상용화를 위해 선봉에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원자력연구소 (다카사기 방사

선화학연구소)와 민간 회사가 연구/개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일본 다카사기 방사

선화학연구소는 약 200명의 연구인력을 주축으로 세계 방사선 연구의 중추기관 역

할을 하고 있다.

- 방사선 가교기술을 이용한 상처/화상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완전히 성

장기에 접어들었고, 궤양치료제, 약물전달체, 조직배양용 스카폴드, 인공피부확장제,

인공장기 등의 합성기술은 개발과정에 있다.

- 현재 선진국의 하이드로겔 개발현황 및 응용분야를 보면, 화상 상처 등의 치료

용, 기저귀 등의 위생용품, 의료용 전극, 세포 배양용, 유방성형재료, 소프트콘택트

렌즈 등에 사용되고 있고 점차 그 응용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우수한

생체 적합성으로 인해 약물전달체(DDS; self-regulating, auto-feedback 등), 세포치

료제, 유전자 전달체(gene therapy) 등의 의료분야에 있어 새로운 접근 방법의 '스

마트‘ 하이드로겔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니치반(Nichiban)사는 JAEA 다카사키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

아 상처치료용 하이드로겔을 판매 중에 있다.

-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용 하이드로겔 등의 생체재료 개발에 있어 초창기에는 주로

고흡수성 및 멸균을 기반으로 하는 위생용품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약물전달,

조직공학용 지지체, 면역어세이, 화장품 등 의약학/산업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점막 부착용 전달체로 현재 미국, 일본에서는 카라야고무, 카복시메틸세룰로오스, 하

이드록시메틸세룰로오스, 카보폴 등과 소염제를 혼합하여 구내염 치료용 패취제 제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방법으로 제조한 패취제는 점착력이 약하고, 구강 점막

에서 쉽게 탈리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구강점막에 부착되는 고분자와 비수용성 고분자의 혼합기제를 사용하여 구강내 염증 및

창상에 적용하는 약물전달시스템이 있으며, 구강점막 점착성 고분자로서 하이드록시프로필세

룰로오스, 하이드록시메틸세룰로오스, 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 잔탄검, 카라기난검, 폴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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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알콜, 카보폴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발표하였다.

- 약물 부착층과 지지체로 구성된 제제를 제조하는 것으로 약물층으로는 카보머와 암모니오

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혼합물을 유기용매에 용해시킨 후,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를 첨

가, 건조하여 제조하는 방법을 발표하였으나, 이미 가교된 카보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매에

완전히 용해시킬 수 없어서 구강 점막에서 쉽게 탈리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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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재료의 가공기술은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

는 기술 분야, 예를 들면, 차량용 내열 가교전선, 가교 고분자 발포폼, 열수축성 튜

브, 레디얼 타이어 제조 등을 제조하는데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들 기술은

국내 방사선 재료개발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로 선진국으로 부터 기술 도입하여

제품화한 것이 많다. 다행히 정부가 주도하는 1, 2, 3단계 원자력중장기 연구를 통

하여 방사선 기반연구가 수행되어 현재는 중진국 수준이상으로 발전되었으며, 최근

에는 전통적인 휴즈를 대용할 수 있는 고분자 스위치가 상용화되었고, 화상/상처 치

료용 드레싱 제조기술이 개발되어 식품 의약청에 허가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

다.

- 인체공학용 소재의 개발은 현재 국내에서는 아주 미흡한 상태로 많은 벤처 기업

에서 적은 자본금과 정부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에서는 구강 점막 부착제형이 일부 연구된바 있었지만 상용화 되지 못하였

다.

- 일본의 기술을 이용하여 동화약품공업에서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일종인 트리암시

놀론아세토니드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아프타치가 시판중에 있다. 사용 시간이 짧고

쉽게 염증부위에서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본 연구팀의 세계수준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기존의 제조방법과는 차

별화된 방사선 융합기술이 접목된 구강 점막 부착제제 개발을 통한 공정의 단순화

와 효능극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 또한 본 연구팀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본 연구과제가 체계적으로 수행할 경우

국내 고분자 약물 전달체 분야의 핵심기술에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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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방사선 이용 구강 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

술 개발

1. PAA 이중구조의 구강점막 제형 제조 기술 개발

인간의 구강 내 번식된 세균은 한 종류의 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균 상호

간에 견제 및 침에 의하여 번식이 억제되어 있다가, 피로 등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

이 올 경우, 구강내 염증이 발생하여 구내염이 발생할 수 있다. 구내염은 구강점막

(혀, 잇몸, 입술과 볼 안쪽 등)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의 총칭으로서 '입안염'으로 불

리기도 하며, 염증이 발생된 부위에 음식물이 접촉되면 통증이 유발되는 등의 환자

생활에 불편함이 증가한다.

본 실험에서는 폴리아크릴산을 증류수에 녹이고, 이것을 방사선을 조사한 후, 건조

하여 점막 부착층을 제조하였으며, 점막부착층에 약물을 로딩한 후, 건조한 다음,

약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점막 비부착성을 갖도록 하여 구내염을 치료할 수 있는

이중구조의 점막제형을 개발하였다.

가. 연구 수행방법

- 점막 부착층 하이드로겔 제조

에탄올 또는 증류수에 폴리아크릴산 (분자량 2.5×104, 1.0×106)을 넣고 교반하여, 폴

리아크릴산 수용액을 제조한 후, 페트리디시(직경 3 cm)에 상기 폴리아크릴산 수용

액을 3 mm 두께로 채우고, 이를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봉지한 후 방사선을 조사하

여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60 ℃에서 건조되

었다.

- 약물보호 지지층 제조

에탄올에 폴리메타아크릴산 공중합체(EUDRAGIT RSPO)를 혼합하여 3%의 약물보

호지지층 용액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약물 보호지지층 용액을 건조된 점막 부착층

에 균일하게 10 - 100 um가 되도록 코팅시키고 60 ℃에서 건조시켜 약물 보호지지

층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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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폴리아크릴산 이중구조의 (약물 점막 부착층, 약물 보호층) 구강점막 제형

모식도

- 가교율 측정

조사선량에 따른 분자량별 가교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이드로겔을 직경 10mm원

형으로 절단한 다음 이것을 증류수에 48 시간 동안 침지시켜 가교 되지 않는 부분

은 용해시켰다. 용해되지 않은 부분을 진공 오븐에 넣어 37 ℃에서 48 시간 건조

시킨 후 건조된 겔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겔화율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겔화율(%) = Wd/Wi × 100

- 팽윤도 측정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37 ℃에서 48 시간동안 침지 시킨 후, 꺼내어 겔 표면의 물기

를 닦아준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팽윤되는 겔의 무게(Ws)와 건조된 겔의 무게

(Wd) 차이를 건조된 겔의 무게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냈다.

팽윤도(%) = (Ws-Wd)/(Wi) × 100

그림 2. 팽윤된 상태의 하이드로겔 이미지;

a) 가교율이 낮은 하이드로겔, (b) 가교율이 높은 하이드로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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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착력 측정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직경 1cm로 절단하고 지그(jig)에 접착시키고, 돼지의 입 점막

을 3cm 직경, 길이 3cm로 절단하여 바닥에 고정시켰다. 폴리아크릴산 필름을 바닥

에 고정된 점막에 50g 하중으로 누른 후, 기질 분석기(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systems LTD, Godalming, UK))로 점착력을 측정하였다.

그림 3. 점막 접착력 측정 모식도

나. 결과 및 고찰

폴리 아크릴산의 분자량 및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을 그림 5에

나타냈다. 그림 5에서와 같이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폴리아크릴산의 겔화율

은 증가하였으며 동일 조사량에서는 폴리아크릴산의 분자량이 클수록 겔화율이 증

가하였다. 이는 분자량이 클수록 긴 분자사슬 때문에,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더 많

은 가교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한 하이드로겔보다

증류수를 사용한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이 동일 조사량 및 동일 분자량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10 kGy 이상 조사하였을 때 겔화율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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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폴리아크릴산의 겔화율;

(a) 에탄올로 녹인 폴리아크릴산, (b) 증류수로 녹인 폴리아크릴산

그림 6는 폴리아크릴산의 농도에 따른 겔화율의 변화를 나타냈다. 에탄올을 용매

로 사용한 폴리아크릴산의 겔화율은 고분자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겔화율이 증가하

였지만, 고분자 농도가 7%, 방사선의 조사량이 20 kGy에서도 겔화율은 50%를 넘

지 못했지만, 증류수를 용매로 사용한 폴리아크릴산의 겔화율은 고분자의 농도가

1%, 방사선의 조사량이 10 kGy에서도 거의 100%에 가까운 겔화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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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폴리아크릴산 농도 변화에 따른 겔화율;

(a) 에탄올로 녹인 폴리아크릴산, (b) 증류수로 녹인 폴리아크릴산

그림 7. 폴리아크릴산 농도 변화에 따른 팽윤도; 조사량 5 kGy, 용매 증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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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팽윤도;

폴리아크릴산 함량 5%, 용매 증류수

그림 7은 폴리아크릴산 농도 변화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나타냈다. 폴리

아크릴산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감소하였다. 이는 고분자의

가교밀도 증가로 인하여 고분자 사슬의 mobility를 감소시켜 하이드로겔의 팽윤도

가 감소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폴리아크릴산의 농도가 1%일 경우, 겔화율이

20%미만 (그림 6 (b)) 이어서 30 분 이후에는 겔이 부서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림 8은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나타냈다. 방

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감소하였는데, 이

는 그림 6의 결과와 같이,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이 증

가했기 때문에, 고분자 사슬의 mobility를 감소시켜 하이드로겔의 팽윤도가 감소하

였다.

그림 9는 점막 접착층의 폴리아크릴산의 농도 변화에 따른 하이드로겔과 점막과의

접착강도를 나타냈다. 폴리아크릴산의 농도가 1%일 때 점착강도는 약 60 kPa의

접착강도를 나타냈으며, 폴리아크릴산의 함량이 9%일때의 접착강도는 약 43 kPa의

접착강도를 나타냈다. 즉, 폴리아크릴산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과 점막과

의 접착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10은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점막과의 접착력 측정결과를 나타냈다. 25 kGy 조

사된 폴리아크릴산과 점막과의 접착강도는 약 56 kPa의 접착강도를 나타냈으며, 75

kGy 조사된 하이드로겔의 접착강도는 약 48 kPa의 접착강도를 나타냈으며,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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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과 점막과의 접착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9, 10의 결과로부터, 하이드로겔과 점막의 접착력은 하이드로겔의 겔화율과

반비례함을 알 수 있는데, 하이드로겔의 낮은 겔화율은 고분자 사슬과 점막 생체

분자사이의 결합형성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는 개방성

을 제공하기 때문에 점막과의 접착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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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농도에 따른 하이드로겔과 점막과의 접착강도;

방사선 조사량 5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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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하이드로겔과 점막과의 접착강도;

폴리아크릴산 함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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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막 접착력이 향상된 PAA/PEG 하이드로겔 개발
하이드로겔은 가교화된 친수성 고분자로 그중에서 poly(acylic acid) (PAA) (폴리아

크릴산) 하이드로겔은 초흡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소결합을 통해 고분자 네트웍을

확장시킬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수한 생체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 약

물을 캡슐처럼 둘러싼 상태에서 점막에 장시간 부착되어 천천히 약물을 방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화학적 가교법으로 PAA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기위해서는 사람에게 유해한

화합물을 사용해야 하지만, 방사선 가교법을 사용하면, 방사선 조사만으로 PAA 하

이드로겔 제조 및 멸균가지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poly(ethylene glycol) (PEG)(폴리에틸렌글리콜)는 인체에 무해하고 수분 증발 방지

효과가 우수한 수용성 고분자이며, 생체 적합성과 점착성이 우수한 고분자이다.

본 실험에서는 PAA와 PEG의 우수한 특성을 이용하여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고, 점

막 접착성과 같은 물리적 특성이 향상된 PAA/PEG 하이드로겔을 개발하였다.

가. 연구 수행방법

- PAA/PEG 하이드로겔 제조

증류수에 PAA(분자량 2.5×104, 1.0×106)을 넣고 교반하여, PAA 7wt%수용액을 제

조하였다. 용해된 PAA 수용액에 PEG를 분자량 또는 함량별로 첨가하여 교반 하였

다. 상기 혼합용액을 페트리디시(직경 3 cm)에 3 mm 두께로 채우고, 이를 폴리에

틸렌 필름으로 봉지한 후 방사선을 조사하여 PAA/PEG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60 ℃에서 건조되었다.

- 가교율 측정

하이드로겔의 가교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이드로겔을 직경 10mm원형으로 절단한

다음 이것을 증류수에 48 시간 동안 침지시켜 가교 되지 않는 부분은 용해시켰다.

용해되지 않은 부분을 진공 오븐에 넣어 37 ℃에서 48 시간 건조시킨 후 건조된 겔

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겔화율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겔화율(%) = Wd/Wi × 100

- 팽윤도 측정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37 ℃에서 48 시간동안 침지 시킨 후, 꺼내어 겔 표면의 물기

를 닦아준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팽윤되는 겔의 무게(Ws)와 건조된 겔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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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 차이를 건조된 겔의 무게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냈다.

팽윤도(%) = (Ws-Wd)/(Wi) × 100.

- 접착력 측정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직경 1cm로 절단하고 지그(jig)에 접착시키고, 돼지의 입 점막

을 3cm 직경, 길이 3cm로 절단하여 바닥에 고정시켰다. PAA 필름을 바닥에 고정

된 점막에 50g 하중으로 누른 후, 기질 분석기(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systems LTD, Godalming, UK))로 점착력을 측정하였다.

그림 1. 점막 접착력 측정 모식도

- 압축강도

하이드로겔을 가로 × 세로 × 높이를 10 × 10 × 15 mm의 크기로 자르고 Instron

4443으로 crosshead speed는 10 mm/min로 겔의 50% 수축시의 압축강도를 측정하

였다.

- 점막 점착력 측정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구강내 환경과 동일 조건에서 점막 측정을 위해,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 7.4 용액이 담긴 비이커에 마그네틱바를 넣고 그위에

stainless mesh로 덮어두었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돼지 점막에 부착한 후, 상기

준비 비이커 담가둔후 5 rpm의 속도로 시간별 하이드로겔의 점막 접착성 여부를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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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하이드로겔의 점막 접착력 측정도.

나. 결과 및 고찰

(1) 방사선 조사량 및 PEG 함량에 따른 영향성 평가 (PEG Mn: 10,000)

그림 3은 PAA/PEG 하이드로겔의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을 나

타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PAA/PEG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증가하였다. 이는 감마선 조사가 가교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감마선 조사량이 70 kGy 에서는 약 95% 이상의 높은 겔화율을 나

타냈다. PEG 함량별로는 PEG 함량이 0.5%일 때 까지는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PEG 함량이 1% 이상이 되면 겔화율이 감소되는 경

향을 나타냈다.

그림 3.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AA/PEG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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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AA/PEG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나타냈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마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의 결과는 그림 3의 겔화율의 결과와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

내고 있는데, 감마선 조사로 인한 하이드로겔의 높은 가교밀도로 수분의 함유량이

크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AA/PEG 하이드로겔의 팽윤도

그림 5.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AA/PEG 하이드로겔의 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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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AA/PEG 하이드로겔의 압축강도를 나타냈다. 하

이드로겔을 가로 × 세로 × 높이를 10 × 10 × 15 mm의 크기로 자르고, 겔의 50%

압축시의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하이드로겔의 압축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앞선 겔화율의

결과와 같이, 하이드로겔 내부의 가교밀도 증가로 인하여 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PEG 함량이 증가 할수록 PAA/PEG 하이드로겔의 압축강도는 감소하였

는데, 이는 PEG 첨가로 인하여 하이드로겔의 유연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 7은 PEG 함량 및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AA/PEG 하이드로겔의 하이드로

겔의 접착강도를 나타냈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PEG 함량이 증가할수록 하

이드로겔의 접착강도는 증가하였으나, PEG 함량이 1% 이상 첨가되면 겔의 접착

강도는 감소하였다. 또한,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서 50 kGy 까지는 접착 강도가 증

가 하였으나, 70 kGy 이상 에서는 겔의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의

결과는 PAA/PEG 하이드로겔의 점착성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이드로겔에 적절한

겔화율은 고분자 사슬과 점막 생체 분자사이의 결합형성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는 개방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점막과의 접착력이 증가하

지만, 겔화율이 너무 높게 되면 높은 가교 밀도로 인하여 겔 표면의 끈적한 점착성

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 PEG 함량에 따른 PAA/PEG 하이드로겔의 접착강도

(방사선 조사량 50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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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AA/PEG 하이드로겔의 접착강도 (PEG 함량 0.5%)

하이드로겔을 구강내 환경과 동일 조건에서 점막 측정을 위해,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 7.4 용액이 담긴 비이커에 마그네틱바를 넣고 그위에 stainless

mesh로 덮어두었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돼지 구강 점막에 부착한 후, 상기 준비

비이커 담가둔후 5 rpm의 속도로 시간별 하이드로겔의 점막 접착성 여부를 측정

하였다.

그림 8. PAA/PEG 하이드로겔의 돼지 구강점막 접착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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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EG 함량에 따른 PAA/PEG 하이드로겔의 점막 접착 시간

(방사선 조사량 50kGy).

그림 9는 PEG 함량별 PAA/PEG 하이드로겔의 돼지 구강점막 접착력 측정 결과이

다. 그림 6의 접착강도 측정 결과와 같이, PEG 함량이 0.5% 까지는 PEG 함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의 점막 접착 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PEG 함량

이 0.5%일 때 하이드로겔은 약 60시간 이상 점막에 부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PEG 함량이 1% 이상 첨가된 하이드로겔에서는 약 40시간 정도 점막에 부착되어

접착성이 감소하였다.

(2) PEG 분자량에 따른 영향성 평가 (PEG 함량 0.5%)

그림 10은 PEG 분자량에 따른 PAA/PEG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을 나타냈다. 첨가

된 PEG의 분자량이 증가 할수록 PAA/PEG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증가하였다.

조사선량이 30 kGy일 때 PEG 분자량 300인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약 70% 정도

인데 반해서, PEG 분자량이 10,000 인 경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약 95%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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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화율을 나타냈다.

그림 10. PEG 분자량에 따른 PAA/PEG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그림 11. PEG 분자량에 따른 PAA/PEG 하이드로겔의 팽윤도

(방사선 조사량: 50 kGy)

그림 11은 PEG 분자량에 따른 PAA/PEG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나타냈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PEG 분자량이 증가 할수록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의 결과는 그림 10의 겔화율의 결과와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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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이는 PEG 분자량이 증가로 인한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이 증가하여 높

은 가교밀도로 수분이 겔 내부로 쉽게 침투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2는 PEG 분자량에 따른 PAA/PEG 하이드로겔의 하이드로겔의 접착강도를

나타냈다.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PEG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의 접

착강도는 증가하였으나, PEG 분자량이 10,000 일 때 겔의 접착 강도는 감소하였다.

이의 결과는 PAA/PEG 하이드로겔의 점착성에 PEG 분자량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적정한 분자량은 하이드로겔의 점착성을 향상 시키지만, 어느 이상의 분자량이

되면 겔 표면의 끈적한 점착성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2. PEG 분자량에 따른 PAA/PEG 하이드로겔의 접착강도

(방사선 조사량: 50 kGy)

돼지 구강점막에 PAA/PEG 하이드로겔을 부착하고 구강내 환경과 동일 조건에서

점막 측정을 위해, PBS pH 7.4 용액 안에 하이드로겔이 부착된 돼지 구강점막을

담궈 시간별 하이드로겔의 점막 접착성 여부를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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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PEG 분자량에 따른 PAA/PEG 하이드로겔의 점막 접착 시간

(방사선 조사량 50kGy).

그림 13은 PEG 분자량별 PAA/PEG 하이드로겔의 돼지 구강점막 접착력 측정 결

과이다. 그림 12의 접착강도 측정 결과와 같이, PEG 분자량이 4,600 까지는 PEG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의 점막 접착 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PEG 분자량이 4,600일 때 하이드로겔은 약 90시간 이상 점막에 부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분자량이 10,000 PEG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에서는 약 60시간 정도 점막에

부착되어 접착성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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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 PAA Water

PVA/PAA=9:1 13.5 1.5 85

PVA/PAA=8:2 12 3 85

PVA/PAA=7:3 10.5 4.5 85

PVA/PAA=5:5 7.5 7.5 85

3. 구강점막 접착력 향상을 위한 PVA/PAA 하이드로겔 개발

본 연구에서는 접착력이 향상 된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기 위하여 방사선을 이용하여

고분자들을 가교시켜 제조하였다. 이렇게 방사선을 이용할 경우, 가교율이 높아지고

균일하게 가교 시킬 수가 있다. 이에 우리는 poly(vinyl alcohol) (PVA)과

poly(acrylic acid) (PAA)를 이용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으며, 이 물질들은 수

용성 고분자로써 생체적합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 실험과정

PVA (분자량 85,000~124,00)와 PAA (분자량 5000)를 표 1과 같은 조성으로 85 ml

의 증류수에 넣고 오토클레이브(121 ℃, 20분)를 이용하여 용해시켰다. 용해된

PVA/PAA 용액을 서로 잘 섞일 수 있도록 잘 저어준다. PAV/PAA 용액을 스퀘

어디쉬에 40g씩 넣고 감마선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선량은 50 kGy, 선량율은

10 kGy/hr 이다. 조사완료 된 하이드로겔을 질소를 주입한 120 ℃ 의 오븐에 넣고,

10, 30, 50 분의 조건으로 각각 열처리를 하였다.

표 1. PVA/PAA 하이드로겔의 조성

나. 실험 결과

- 겔화율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정 크기로 자른 후, 무게를 측정

하였다. 측정된 샘플을 정제수가 담긴 100 ㎖ 병에 넣고, 진탕 항온수조(shaking

water bath)에서 37 ℃, 60 rpm으로 72시간 작동시켰다. 이후 병에서 샘플들을 꺼

내어 다시 75 ℃ 오븐에 넣고 일정한 무게에 이를 때까지 건조시킨 후 건조된 겔

무게를 측정하였다. 수화겔의 겔화율은 식(1)에 의해 계산하였다.

겔화율 = (Wd/Wi) ×100          식(1)

상기 식(1) 에서, Wi는 최초 표본의 무게이고, Wd는 추출하여 건조한 표본의 무게

이다.

방사선 조사와 열처리를 통하여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겔화정도를 그림 1에 나타내

었다. 그림 1은 (a) 감마선 조사, (b) 전자선 조사에 의한 겔화율을 나타낸 그림이

다. 그림 1 (a), (b)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방사선 조사와 열처리는 겔화를 높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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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다. 특히, 열처리 시간이 증가는 겔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1 (a), (b)를 비교해 보면, 전자선이 감마선보다 겔

화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PAA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겔 형성정

도는 낮아진다. 이것은 PAA가 PVA와 가교되면서 PAA가 겔 형성에 방해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PAA의 분자량의 변화에 따라서도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2는 함량비가 8:2일 때, PAA의 분자량에 따른 겔화율을 나타낸다. 분자량이 증가함

에 따라 겔화율도 증가함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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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방사선 및 열처리에 따른 PVA/PAA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a)감마선, (b)전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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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AA의 분자량에 따른 겔화율 (PVA/PAA 함량비 8:2)

- 팽윤도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정크기로 자른 후, 무게를 측정했다. 각

각의 표본을 정제수가 담긴 디쉬에 넣고 주기적으로 표본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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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윤도(%) = (Ws-Wd)/(Wi) ×100 식(2)

상기 식(2)에서, Wi는 최초 표본의 무게이고, Ws는 팽윤 된 표본의 무게, Wd는 건

조된 표본의 무게이다. 그림 3 (a), (b)는 각각 감마선 조사, 전자선 조사에 의한 팽

윤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팽윤도는 겔화율과 반대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열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팽윤도는 감소하며, PAA 함량의 증가함에 따라 팽윤도

는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PAA가 수분을 함유하려는 성질이 강하여, PAA 함

량에 따라 증가함에 증가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림 4는 PVA와 PAA의 조성비가 8:2일 때, PAA의 분자량에 따른 팽윤도를 나

타내는 그림이다. 분자량이 증가함에 따라 팽윤도 역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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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방사선 및 열처리에 따른 PVA/PAA 하이드로겔의 팽윤도:

(a)감마선, (b)전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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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AA의 분자량에 따른 팽윤도: (PVA/PAA 함량비 8:2)

- FT-IR 분석

PVA와 PAA의 함량에 따른 결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FT-IR 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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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림 5는 열처리를 하지 않은 표본의 PAA 조성변화에 따른 FT-IR 분석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3,000-3,550 cm-1의 흡수 peak는 hydroxy group 에서의 O-H

stretching 보여주는 peak이다. 이 peak는 함량에 무관하게 비슷한 크기를 보인다.

그러나 acetate group의 C=O, C-O stretching을 보여주는 1,750-1,735 cm-1에서는

PAA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6은 PVA와 PAA가 8:2 비율일 때의 열처리 시간의 변화에 따른 FT-IR

peak 변화를 나타낸다. 우선 O-H stretching을 나타내는 3,000-3,550 cm-1의 영역대

와 C-H 진동 peak를 나타내는 2,840-3,000 cm-1의 영역에서 열처리의 시간이 증가

할수록 peak의 크기가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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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VA/PAA 함량비에 따른 FT-IR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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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열처리 시간에 따른 FT-IR peak 변화. (PVA와 PAA 함량비 8:2)

- TGA (열무게 분석법)

PVA와 PAA의 각각의 조성에 따른 열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TGA 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림 7은 감마선 조사 후, 열처리 하지 않은 하이드로겔에 대한 PAA의 함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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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른 열분해 곡선을 나타냈다. 300 ℃ 일때의 무게변화를 보게 되면, PAA의

함량이 낮을수록 열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370 ℃ 이상이 되면, 오히려

PAA 함량이 높을수록 효과적인 열적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PAA의 함량에 무

관하게 PVA/PAA 하이드로겔에서의 최초 감소 시작온도는 250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PVA와 PAA가 8:2 비율일 때, 열처리 시간에 따른 열무게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열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좋은 열적특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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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VA/PAA 함량비에 따른 TGA 열분해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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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열처리 시간에 따른 TGA 열분해 곡선. (PVA와 PAA 함량비 8:2)



- 48 -

Sample Name Content of PVA Content of PEG
Content of

water

PEG-00 15 0 85

PEG-05 15 5 80

PEG-10 15 10 75

PEG-15 15 15 70

4. PVA/PEG 하이드로겔의 열처리에 따른 영향성 평가

Poly(vinyl alcohol) (PVA) 하이드로겔은 높은 팽윤도와 고유의 특성인 무독성, 우

수한 생체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 콘택트렌즈, 인공관절, 약물전달체 등으로 활용되

고 있다. 그러나 PVA 하이드로겔은 이러한 우수한 특성과 비교하여 약한 기계적

물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poly(ethylene glycol) (PEG)(폴리에틸렌글리콜)는 인체에 무해하고 수분 증발 방지

효과가 우수한 수용성 고분자이며, 생체 적합성과 점착성이 우수하여, 상처 치료제

나 조직 공학용 소재로 응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우수한 생체 적합성 및 높은 팽윤도를 가지는 PVA 하이드로겔의

낮은 기계적 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PEG를 첨가하고 120℃의 온도에서 열처리하

여 열적/기계적 특성 향상된 PVA 하이드로겔을 개발하였다.

가. 연구 수행방법

- PAA/PEG 하이드로겔 제조

증류수에 PVA(분자량 96,000 – 124,000) 15 wt%를 autoclave를 사용하여 120℃의

온도에서 20분간 용해하였다. PEG (Mn 4,600)를 75℃에서 예비 가열한 다음,

PVA 수용액에 넣고 교반하여, PVA 15 wt%수용액을 제조하였다. 용해된 PVA

수용액에 PEG를 함량별로 첨가하여 75℃에서 교반 하였다. 상기 혼합용액을 페트

리디시(직경 3 cm)에 3 mm 두께로 채우고, 이를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봉지한 후

감마선을 50 kGy 조사하여 PVA/PEG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하이드로

겔은 72시간 동안 자연 건조 후, 120 ℃의 오븐에서 질소분위기하에 열처리하였다.

표 1. PVA/PEG 하이드로겔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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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교율 측정

하이드로겔의 가교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이드로겔을 직경 10mm원형으로 절단한

다음 이것을 증류수에 48 시간 동안 침지시켜 가교 되지 않는 부분은 용해시켰다.

용해되지 않은 부분을 진공 오븐에 넣어 37 ℃에서 48 시간 건조시킨 후 건조된 겔

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겔화율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겔화율(%) = Wd/Wi × 100

- 팽윤도 측정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37 ℃에서 48 시간동안 침지 시킨 후, 꺼내어 겔 표면의 물기

를 닦아준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팽윤되는 겔의 무게(Ws)와 건조된 겔의 무게

(Wd) 차이를 건조된 겔의 무게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냈다.

팽윤도(%) = (Ws-Wd)/(Wi) × 100.

- 인장강도 측정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인장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겔을 건조시켜 필름 형태로 만들었

다. 제조된 필름을 만능시험기 (Instron4469)를 통해 ASTM D882에 따라서 측정하

였다.

- 열분석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열적 특성을 알아보기위하여 TGA, DSC 분석을 실시하였다.

TGA는 TA Instrument Q600 을 사용하여 100 – 600℃에서 10℃/min의 승온 속

도로 측정하였다. DSC는 TA Instrument Q100을 이용하여 0 – 300℃의 온도 범위

에서 0℃/min의 승온 속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하이드로겔의 결정화도 (Xc)는 아

래와 같은 수식으로 구하였다.

fHD  : PVA 의 잠열

0HD : 100 % 결정성 PVA의 잠열 (150 J/g)

나.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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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겔의 겔화율과 팽윤도는 약물전달체 및 생체재료로 사용되기 위해 매우 중

요한 물성이다. 그림 1은 PEG 함량 및 열처리 시간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나타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EG 함량이 5%, 10%, 15% 첨가되면 하이드로

겔의 겔화율은 감소하였다. 이는 PVA 사슬 사이에 PEG 사슬이 남아 있기 때문이

다. 반면에, 열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증가하였다. 이는

열처리로 인하여 PVA 하이드로겔의 결정성이 증가하여 겔화율이 증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 PEG 함량 및 열처리 시간에 따른 PVA/PEG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그림 2는 PEG 함량 및 열처리 시간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나타냈다. 하이

드로겔의 팽윤도는 열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이는 그림 1의 결과에서

와 같이 열처리 시간 증가로 인한 하이드로겔의 결정성이 증가하여,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하이드로겔의 가교밀도 증가하여

수분이 겔 내부로 침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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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EG 함량 및 열처리 시간에 따른 PVA/PEG 하이드로겔의 팽윤도

그림 3. PEG 함량 및 열처리 시간에 따른 PVA/PEG 하이드로겔의 인장강도

그림 3은 PEG 함량 및 열처리 시간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인장강도를 나타냈다. 일

반적으로 겔의 인장강도는 겔화율과 비례한다. 하이드로겔의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서 하이드로겔의 인장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림 1의

결과에서 PEG 함량이 증가할수록 겔화율은 감소하였지만, 인장강도는 증가하였다.

인장강도의 향상 원인으로는 열처리 과정에서 PVA -OH기과 PEG -OH 기가 서로

축합반응으로 결합되어 가교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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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EG 함량 및 열처리 시간에 따른 PVA/PEG 하이드로겔의 TGA curves;

(a) 열처리 0 min, (b) 열처리 50 min

그림 4는 PEG 함량 및 열처리 시간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TGA curve를 나타냈다.

100 – 600℃의 온도 범위에서 하이드로겔의 무게 손실율을 측정함으로써, 열적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PEG가 첨가 되지않은 하이드로겔(PEG-00)은 250℃에서 약

10%의 무게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에, PEG가 5%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경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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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에서 10%의 무게 손실이 발생해 하이드로겔의 열적 안정성이 증가하였다(그

림 5(a)). 그림 5(b)는 PVA/PEG 하이드로겔을 120℃에서 50 min 열처리한 하이드

로겔의 TGA curves를 나타낸다. 그림 5(a)의 열처리하지 않은 PEG 함량이 동일한

하이드로겔과 비교하여 열적 안정성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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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열처리 시간에 따른 PVA하이드로겔의 DSC curves (PEG-00)

그림 5는 열처리 시간에 따른 PVA 하이드로겔의 DSD curves를 나타냈다. 그림 1

의 겔화율 결과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PVA 하이드

로겔의 결정화도는 증가하였다. 열처리하지 않은 PVA 하이드로겔의 결정화도는

26.6%인데 반해서, 120℃에서 50 min간 열처리한 PVA 하이드로겔의 결정화도는

32.6%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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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AA 나노겔 제조 기술 개발
나노겔은 친수성 고분자의 가교에 의해 형성이 되며, 하이드로겔의 우수한 생체친

화성, 높은 함수율, 생체분자와 혼성화가 가능한 3차원적인 입체구조, 다양한 바이

오콘쥬게이션을 위한 넓은 표면적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노크기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약물전달체 (DDS, Drug Delivery System)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나노겔을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자가유화확산법, 블록공중합체등을 이용한

마이셀 형성을 통한 방법, 자성을 이용한 방법, 이온성 고분자의 복합체 반응을 이

용한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가교제를 사용함에 따라 가교제의 독성문제

와 가교제의 제거 문제, 가교 반응 시간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가교 방법을 전자선을 이용하여 가교를 하기 때문에 가교제의

독성문제 및 제거 공정이 없으며, 겔의 가교와 멸균이 동시에 가능하고 고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정이 간소화 되어 제조 시간이 적게 필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전자선을 이용하여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고분

자인 폴리아크릴산을 가교시켜 약물전달체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폴리아크릴산 나노

겔을 제조하였다.

가. 연구 수행 방법

- 폴리아크릴산 나노겔 제조

생체적합성 고분자로 폴리아크릴산(PAA, 분자량(Mw) 1,000,000, Wako, Japan)을

사용하였고, non solvent로 hexane을 사용하였다. PAA는 전체 무게의 1 wt%를

hexane(0∼3 wt%)과 3차 증류수(96∼99 wt%)의 함량비에 따라 용해하였다. 상기

수용액을 mechanical stirrer를 사용하여 500 rpm으로 15 시간 교반시켜 완전히 용

해을 시킨 후, 상온에서 square dish에 부은 후 각각 10∼100 kGy 로 전자선을 조

사시켜 PAA 나노겔을 제조하였다.

그림 1. PAA 나노겔 제조 과정

- UV-vis 스펙트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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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 PAA 나노겔을 voltex를 사용하여 3 분 동안 분산을 시키고 12 well plate에

각각 넣은 후 ELISA를 사용하여 37 ℃에서 200 ∼ 900 nm의 흡광도(Observance

Density)를 측정하였다.

- 입자 크기 측정

제조한 PAA 나노겔을 voltex를 사용하여 3 분 동안 분산을 시키고 quart cell에 약

2 ml을 채우고 입도분석기(Particle size analyzer, Delsa nano C, Beckman coulter

Inc.)를 사용하여 marquardt method로 30 ℃에서 측정을 하였다.

- 제타포텐셜 측정

제조한 PAA 나노겔을 voltex를 사용하여 3 분 동안 분산을 시키고 입도분석기

(Particle size analyzer, Delsa nano C, Beckman coulter Inc.)를 사용하여 30 ℃에

서 측정을 하였다.

- FE-SEM 분석

제조한 PAA 나노겔을 voltex를 사용하여 3분 동안 분산시키고 실리콘 웨이퍼 (1

cm x 1 cm) 위에 떨어뜨린 후 진공오븐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12 시간 진공건조시

켜 샘플을 준비하였다. 준비한 샘플을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S-4700, Hitach)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나. 결과 및 고찰

제조한 PAA 나노겔의 생성 및 조사량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ELISA를

사용하여 흡광도(Observance Density)를 측정해 보았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UV-vis 스펙트럼에서 전자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흡광도 값이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PAA 용액에서 나노입자가 생성이 되면서 특정 파장

의 UV를 흡수하여 흡광도 값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흡광도 값이 증가하고 오른쪽으로 이동됨으로서 입자가 더 많아지고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hexane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는

UV-vis 스펙트럼의 차이를 크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 Hexane이 흡광도 값에 영향

을 주지는 않지만 생성된 입자의 특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사선량별 스펙트럼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향성을 찾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 56 -

(a) (b)

(c) (d)

그림 2. PAA 나노겔의 입자 크기 ; PAA 1wt%,

a) Hexane 0 wt%, (b) Hexane 1 wt%, (c) Hexane 3 wt%, (d) Hexane 5 wt%

그림 3은 제조한 PAA 나노겔의 전자선 조사선량과 hexane의 농도에 따라 입자크

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보는 바와 같이 전자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선량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폭이 작아진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PAA 사슬에 라디칼

이 더 많이 생성되면서 intramolecule 반응에 의해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이

다. 또한 hexan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PAA 나노겔의 입자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hexan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PAA에 관련하는 hexane

의 양이 많아져 PAA 분자간의 반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감소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된 나노겔은 하나의 균일한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포도를 이루고 있

는데,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PAA 1 wt%, hexane 1 wt%의 입자 분포도를 보

게 되면 입자 분포도를 통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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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PAA 나노겔의 입자 크기 ; PAA 1 wt%

(a) (b)

(c) (d)

그림 4. PAA 나노겔의 입자분산도; PAA 1 wt%, Hexane 1 wt%,

a) 10 kGy, (b) 50 kGy, (c) 75 kGy, (d) 100 kGy



- 58 -

제타포텐셜(ζ-potential)이란 콜로이드 입자들의 표면 대전량 정도와 액체와의 전위

차를 의미하며, 제타포텐셜의 절대값이 클수록 콜로이드 입자의 표면에 대전량이

커져 콜로이드가 응집되지 않고 안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선량과 hexan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타포텐

셜의 절대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제타포

텐셜이 증가했기 때문에 생성된 입자간의 분산이 잘 되고 응집이 되지 않아 좁은

분포를 가진 작은 나노겔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hexane의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타포텐셜의 절대값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극성용

매인 hexane이 증가함에 따라 나노겔간의 응집 반응을 막는 현상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제조한 PAA 나노겔의 입자 크기 및 이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계방출형 주

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6은 PAC 1 wt%와 hexane 1 wt%

PAA 나노겔의 조사선량 증가에 따른 이미지이다. 보는 바와 같이 전자선 조사선량

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약 500 nm에서 약 150 nm 까지 감소하는 것을

FE-SEM 이미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또한 겔이 둥근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입도분석기를 이용하여 입자크기를 확인해 봤을 때

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5. PAA 나노겔의 제타포텐셜(ζ-potential) ;

PAA 1wt%, Hexane x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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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PAA 나노겔의 FE-SEM 이미지 ;

PAA 1 wt%, Hexane 1 wt% (a) 30 kGy, (b) 50 kGy, (c) 75 kGy, (d) 1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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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thyl cellulose 마이크로겔 개발
마이크로 사이즈로 미립자된 하이드로겔은 저분자 약물 전달체, 올리고핵산염, 펩타

이드등의 전달체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또한, 약물 방출의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구강 점막의 부착성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Ethyl cellulose를 방사선 조사하여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가. 실험과정

Ethyl cellulose 5 %를 9 ml 증류수에 넣고 교반기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1,000 rpm

의 속도로 4시간동안 용해하였다. 동시에 dichlromethane 91 wt%, PVA 4wt%,

sodium dodecyl sulfate (SDS) 5wt%를 역시 교반기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1,000

rpm의 속도로 4시간동안 용해하였다. Ethyl cellulose 수용액과 dichlromethane 혼

합용액을 혼합하여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감마선 조사중

에 혼합용액은 교반기로 1,000 rpm의 속도로 혼합하였다. 방사선 조사후 혼합용액

은 3,000 rpm으로 원심분리 후, 증류수로 세척하는 단계를 3회 반복하였다. 원심분

리된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은 70 ℃에서 10 시간 동안 건조시켜 마이크로 하이드로

겔을 제조하였다.

나. 실험결과

- SEM image

그림 1은 Ethyl cellulose를 이용하여 생성된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의 감마선 조사

량에 따른 입자의 생성정도와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사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방사선의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의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1.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의 SEM 이미지:

(a) 0kGy, (b) 30kGy, (c) 50kGy, (d) 70kGy

- 입자크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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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Ethyl cellulose를 이용하여 생성된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의 감마선 조사량

에 따른 입자의 크기와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저 회절입도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의 SEM 이미지와 같이 방사선 조사량이 커질수록 생성된 입자

의 크기가 작았다.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입자의 평균 직경은 302 μm이고, 50

kGy, 70 kGy 조사한 하이드로겔의 입자의 평균 직경은 각각 245, 217 μ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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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의 입자크기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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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ethyl cellulose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의 점막 부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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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착력

제조된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의 접착력을 확인하기 위해 돼지 구강점막과 표본과의

닿는 점막의 크기를 일정하게 조절한 후 접착정도를 만능시험기(INSTRON 5569)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3은 Ethyl cellulose를 이용하여 생성된 마이크로 하이드로겔의 방사선 조사량

에 따른 접착강도를 나타냈다. 방사선 조사량이 커질수록 하이드록겔의 구강 접착

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결과는, 그림 1, 2에서 방사선 조사량이 커질

수록 입자크기가 작아지면서 입자의 표면적이 증가하여 점막과의 부착력이 증가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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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방사선 이용한 약물 함유 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

개발

1. 약물이 함유된 PAA의 효능 및 안정성 검증

인간의 구강 내 번식된 세균은 한 종류의 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균 상호

간에 견제 및 침에 의하여 번식이 억제되어 있다가, 피로 등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

이 올 경우, 구강내 염증이 발생하여 구내염이 발생할 수 있다. 구내염은 구강점막

(혀, 잇몸, 입술과 볼 안쪽 등)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의 총칭으로서 '입안염'으로 불

리기도 하며, 염증이 발생된 부위에 음식물이 접촉되면 통증이 유발되는 등의 환자

생활에 불편함이 증가한다.

입안은 점막으로 되어 있고, 수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점막에 약물을 효

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점막 부착성이 우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점막

부착성을 갖는 소재가 개발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효과가 미진한 문제가 있

다.

본 실험에서는 폴리아크릴산을 증류수에 녹이고, 이것을 방사선을 조사한 후, 건

조하여 점막 부착층을 제조하였으며, 점막부착층에 약물을 로딩한 후, 건조한 다음,

약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점막 비부착성을 갖추고 약물을 로딩하여 이에 대한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가. 연구 수행방법

- 점막 부착층 하이드로겔 제조

에탄올 또는 증류수에 폴리아크릴산 (PAA) 5wt% 을 넣고 교반하여, PAA 수용액

을 제조한 후, 페트리디시(직경 3 cm)에 상기 PAA 수용액을 3 mm 두께로 채우고,

이를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봉지한 후 10kGy 방사선을 조사하여 PAA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60 ℃에서 건조되었다.

- 약물보호 지지층 제조

에탄올에 폴리메타아크릴산 공중합체(EUDRAGIT RSPO)를 혼합하여 3%의 약물보

호지지층 용액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약물 보호지지층 용액을 건조된 점막 부착층

에 균일하게 10 - 100 um가 되도록 코팅시키고 60 ℃에서 건조시켜 약물 보호지지

층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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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폴리아크릴산 이중구조의 (약물 점막 부착층, 약물 보호층) 구강점막 제형

모식도

- 은 이온 함유 하이드로겔 제조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13 × 13mm로 준비한 후, 미리 준비 된 0.001 – 0. 1 M의

AgNO3용액에 넣고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흔들어 준다. 1시간후 , 표본을 각각 꺼내

어 페트리디쉬에 넣고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봉지한 후 감마선을 이용하여 조사하였

다. 조사선량은 1, 5, 10kGy 이며, 선량율은 1 kGy/hr 이다.

- 스테로이드제 함유 하이드로겔 제조

증류수에 폴리아크릴산을 넣고 교반하여, 폴리아크릴산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이것

을 방사선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고, 이 하이드로겔을 트리암시론아세토니

트 용액(에탄올에 녹인 4%용액)에 1시간 침지하여 약물 로딩하고, 건조하였다.

- 표면 특성 확인

하이드로겔 내부에 생성된 AgNPs의 모폴로지는 전계방사 주사현미경

(FE-SEM)(Hitachi S-4700, Japan)을 통하여 관찰하였으며, 시료 내 수분을 제거하

기 위하여 60℃ 진공오븐에서 3시간 정도 건조한 후 이를 gold coating하여 측정하

였다.

- 항균성 평가

S. aureus, E.coli, S. epidermidis, C. albican 4종류 균에 대한 항균성을 측정하였다.

120 ℃에서 15분간 멸균한 tryptic soy broth에 E. coli 또는 S. aureusli 를 넣어 37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시켰다. 같은 조건에서 멸균한 triptic soy agar를 50 - 5

5℃로 식힌 후 페트리디시 접시 (90 mm × 5 mm)에 부어놓고 상온에 두었다. 배지

가 굳었을 때 tryptic soy broth에서 배양된 균 용액을 10 ㎕씩 가하여 굳어진 배지

의 표면에 고르게 편 후, 하이드로겔을 올려놓고 뚜껑을 파라필름으로 밀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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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37 ℃배양기에 넣어 배양시켰다. 24 시간 후에, 항균제의 확산으로 균주에

대한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생육 저지환 (clear zone)이 생겼다. 생육 저지환의 크기

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120 ℃에서 15분간 멸균한 Nutrient broth 5 ㎖에 S. epidermidis 50㎕ 를 넣

고, 같은 방법으로 멸균한 YM broth 5 ㎖에 C. albicans 50㎕를 넣어 37 ℃배양기

에서 24시간 1차 배양시켰다. 24시간 배양시킨 각각의 균 100㎕를 각각 Nutrient

broth와 YM broth 배지 10㎖에 넣어 37 ℃배양기에서 18h 2차 배양시켰다. 121 ℃

에서 15분간 멸균한 Nutrient agar 와 YM agar를 50 ~ 55 ℃로 식힌 후 페트리디

시 (90 mm × 5mm)에 부어놓고 상온에 두었다. 배지가 굳었을 때 Nutrient broth

에서 배양된 S. epidermidis 균 용액을 10 ㎕씩 가하여 굳어진 Nutrient agar에 고

르게 펴고, YM broth에서 배양된 C. albicans 균 용액을 10 ㎕씩 가하여 굳어진

YM agar에 고르게 폈다. 하이드로겔을 균을 고르게 편 배지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파라필름으로 밀봉한 후, 이것을 37 ℃배양기에 넣어 배양시켰다. 24시간 후에, 항

균제의 확신으로 균주에 대한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생육 저지환(clear zone)이 생겼

다. 생육 저지환의 크기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 약물 방출 평가

항균제 함유 점막 부착층의 약물 방출 평가를 위하여, Phosphate Buffer Saline

(pH 7.4)에서 5시간까지 담가서 팽윤과 동시에 항균제가 방출 되도록 하여 30 - 60

분 간격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약물 방출 거동을 평가하였다.

- 세포독성 평가

PAA 하이드로겔의 세포 독성여부 확인은 L-929 cell을 CCK-8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L-929 cell을 96 well plate에 1⨯ 105 cell/well 이 되도록 분주하고 24

시간 배양하였다. 배양된 L-929 cell에 폴리아크릴산 함량 5%, 방사선 조사량 10

kGy로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24시간동안 배양 후, 세포독성을 측

정하였다.

- 동물 실험

SD rat 6주령의 암컷으로 무게를 잰 후, ketamin 250g/0.5ml씩 주입하여 마취하였다.

마취가 유도된 rat을 수술대에 올려 놓은 후, retractor를 이용하여 rat의 치아를 고정한

후, 양쪽 구강점막에 4mm biopsy punch를 이용하여 상처를 내고, 왼쪽 구강점막은 아무처

리하지 않고 방지하고, 오른쪽 구강점막은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0.1% 용액에 1시간

동안 담지된 PAA 하이드로겔을 적용하였다.

적용후 2, 4, 6, 8일에 상처회복을 관찰하였다. 조직변화는 hematoxylin과 eosin 염

색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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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물 실험 절차도

- 임상 실험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 대학원 구강악 안면외과에서 구내염 발생환자를 대상으로

자원자를 모집하여 임상실험을 실시하였다.

나. 결과 및 고찰

- 그림 3은 PAA 하이드로겔내 은나노입자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계방

출 주사전자현미경(FE-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방사선이 조사되어 질산은

이온이 환원하여 균일한 은나노입자가 (직경 15-500 nm)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질산은 수용액의 농도가 증가 할수

록 하이드로겔 내부에 형성된 은나노입자의 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EDS

(그림 4)분석을 통하여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 내분에 은나노입자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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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질산은 수용액 농도에 따른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에 형성된

은나노입자; (a) 0.0001M, (b) 0.0005M, (c) 0.001M; 폴리아크릴산 함량 5%,

방사선 조사량 10kGy.

그림 4.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에 형성된 은나노입자 분석 EDS 그래프;

질산은 농도 0.001M, 폴리아크릴산 함량 5%, 방사선 조사량 10 kGy.

그림 5는 은 나노입자가 함유된 폴리 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고체배지를 이용한

E. coli와 S. aureus에 대한 항균성 실험 측정 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control

표본에 대해서는 항균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AgNPs이 존재하는 표본에 대해서는

모두 항균성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하이드로겔을 AgNO3에 담근후 방사

선을 재조사 했을 때 방사선의 조사량에 따라서 강한 항균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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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a) E. coli 및 (b) S. aureus에 대한 항균 이미지:

폴리아크릴산 함량 5%, 방사선 조사량 10 kGy, AgNO3 0.01M.

그림 6.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S. epidermidis에 대한 항균 이미지: 폴리아크릴산

함량 5%, 방사선 조사량 10 kGy, AgNO3 0.01M.

그림 6은 은 나노입나자 함유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고체배지를 이용한 S.

epidermidis에 대한 항균성 실험 측정 결과이다. 그림 13의 결과에서와 같이 control

에서는 항균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하이드로겔을 AgNO3에 담근후 방사선을 재조

사 했을 때 방사선의 조사량에 따라서 S. epidermidis에 대한 강한 항균성을 나타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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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Candida albicans에 대한 항균 이미지: (a) AgNO3

0.01M, (b) AgNO3 0.05M, (c)AgNO3 0.1M; 폴리아크릴산 함량 5%, 방사선 조사량

10 kGy.

그림 7은 은 나노입나자 함유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고체배지를 이용한

Candida albicans에 대한 항균성 실험 측정 결과이다. 그림 5, 6의 결과에서 E. coli

및 S. aureus, S. epidermidis에서는 AgNO3 0.01M에서 모두 항균성이 나타났으나,

Candida albicans에서는 AgNO3 0.01M, 0.05M에서 항균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AgNO3 0.1M의 농도에서 강한 항균성을 나타냈다.

그림 8. triamcinolone acetonide가 함유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약물 방출

거동; 폴리아크릴산 함량 5%, 방사선 조사량 10 kGy.

그림 8은 폴리아크릴산이 5% 함유된 수용액을 10 kGy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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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다음, 구강점막에 사용될 약물 모델로 Triamcinolone acetonide를 사용하였다.

Phosphate Buffer Saline (pH 7.4)에서 5시간까지 담가서 팽윤과 동시에 항균제가

방출 되도록하여 30 - 60분 간격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Triamcinolone acetonide의 방출 거동은 60분까지는 급격하게 약물이 방출되었

으나, 그 이후에는 완만히 방출되는 거동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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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세포 독성평가;

폴리아크릴산 함량 5%, 방사선 조사량 10 kGy.

그림 9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L-929 세포에 대

한 독성평가 결과이다. L-929는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의 독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세포로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정청과 외국의 연구소에서 독성 평가시 사용되는

세포주이다. 그림 17에서 보는바와 같이 하이드로겔의 농도가 100 mg/ml 인 경우

에도 약 83%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냈으며, 5 mg/ml 농도의 경우에는 약 95% 이상

의 생존율을 나타냈고, 2.5 mg/ml 이하의 농도에서는 100%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

내어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0, 11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동물 실험 결

과이다. SD rat을 이용하여 양쪽 구강점막에 4mm biopsy punch를 이용하여 상처를

내고, 왼쪽 구강점막은 아무처리하지 않고 방지하고 (control), 오른쪽 구강점막은

제조된 PAA 하이드로겔을 적용하였다. 하이드로겔은 2일간격으로 교체하였다. 그

림 10의 결과에서, 초기 2일간에는 control군과 하이드로겔을 적용한 군의 상처면적

에 큰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치료 4일차부터 control 군과 하이드로겔 군의

상처면적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치료 8일차에 PAA 하이드로겔로 처리한 군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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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면적은 초기 상처면적 대비 약 20 %이하로 감소하여 80% 이상의 상처 치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control 군은 치료 8일차 상처면적은 초기 상처면적 대비 약 50

%이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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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 동물실험결과;

폴리아크릴산 함량 5%, 방사선 조사량 10 kGy.

그림 11.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조직 관찰 결과;

(a) control, (b) PAA 하이드로겔(폴리아크릴산 함량 5%, 방사선 조사량 10 kGy).

그림 11은 동물 실험 과정에서 염증치유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직 재생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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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조직변화는 hematoxylin과 eosin 염색으로 확인하였다. 2일차에는 각 처리

군 간 크게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8일차에는 control 대비 PAA 하이드로겔

적용군에서 상처 면적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12, 13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PAA 하이드로겔의 임상적용 결과이다.

경희대 치의학전문 대학원 구강악 안면외과에 구내염 발생환자를 대상으로 자원자

를 모집하여 임상실험 실시결과 임상적용이 쉽고, 환자의 거부감이 없으며, 원하는

부위에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막 접착성이 우수하여 쉽게 탈리되지

않고 장기간 부착 가능하다는 진단결과를 얻었다.

부착 전 부착 후

그림 12.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PAA 하이드로겔의 임상적용;

폴리아크릴산 함량 5%, 방사선 조사량 10 kGy.

a. 상악 구개부 적용 b. 상악 전치부 적용

그림 13.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PAA 하이드로겔의 구강 부위병 임상적용;

폴리아크릴산 함량 5%, 방사선 조사량 1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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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나노입자 함유 PVA 하이드로겔 개발

 Silver nanopartciles (AgNPs)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화학적 방법과 방

사선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드로겔에서의 AgNPs 제조하기 위

하여 방사선 중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AgNPs이 균일하게 생성

된다는 장점이 있다. 수용성 고분자인 poly(vinyl alcohol) (PVA)를 이용하여 제조

된 하이드로겔은 생체에 적합하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하이드로

겔을 이용하여 AgNPs를 생성한다는 것은 생체 적용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

게 된다.

가. 실험과정

PVA (분자량 85,000~124,00) 15 g을 85 ml의 증류수에 넣고 오토클레이브(121 ℃,

20분)를 이용하여 용해시켰다. 용해된 PVA가 증류수와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준

다. PVA 용액을 스퀘어디쉬에 30g씩 넣고 감마선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선

량은 50 kGy, 선량율은 10 kGy/hr 이다. 조사 완료된 하이드로겔을 상온에서 건조

시킨다. 이렇게 제조 된 하이드로겔을 13 × 13mm로 준비한 후, 미리 준비 된

0.01M 과 0.05M AgNO3용액에 각각 표본을 넣고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흔들어 준

다. 30분 후, 표본을 각각 꺼내어 페트리디쉬에 넣고 감마선을 이용하여 조사하였

다. 조사선량은 1, 3, 5, 8, 10kGy 이며, 선량율은 1 kGy/hr 이다.

나. 실험 결과

- UV/vis spectroscopy

감마선 조사를 마친 각각의 표본을 BioTek®PowerWaveXS를 이용하여 자외선 분

광도를 측정하였다. PVA 하이드로겔의 자외선 분광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

림 1 (a)는 PVA 하이드로겔을 0.01M AgNO3용액에, 그림 1 (b)는 0.05M AgNO3용

액에 30분 동안 침지시킨 후, 감마선을 1, 3, 5, 8, 10 kGy 조사하여 얻은 자외선 분

광 광도 분석 그림이다. (a), (b) 두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

가할수록 AgNPs의 생성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 (a)에서는 조

사선량이 증가하면서 AgNPs의 생성도 증가하지만, peak가 큰 파장대역으로 이동함

을 볼 수 있다. 이것은 AgNPs의 크기에 관련된 것으로써, peak가 큰 파장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AgNPs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0.01M AgNO3용액에

침지시킨 PVA 하이드로겔에서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작은 입자도 생성되어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그림 1 (b)는 AgNPs의 고유 흡수 파장인 430nm

영역에서 크기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입자의 크기는 일정하나, AgNPs의

양이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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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VA 하이드로겔의 자외선 분광 광도:

(a) 0.01M AgNO3용액, (b) 0.05M AgNO3용액

- FE-SEM image

AgNPs의 생성정도와 입자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계방출형 주사전자 현미

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후의 표본의 횡단면을 잘라, 그 표면을 관찰하였

다. 그림 2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AgNPs의 생성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림 1의 자외선 분광도 결과와 같이, 입자크기가 작은 AgNPs도 생성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에서도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AgNPs의 양이 증가됨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VA 하이드겔의 표면 이미지(0.01M AgNO3용액):

(a) 0 kGy, (b) 1 kGy, (c) 5 kGy, (d) 1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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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VA 하이드겔의 표면 이미지( 0.05M AgNO3용액)

: (a) 0 kGy, (b) 1 kGy, (c) 5 kGy, (d) 10 kGy.

- DSC (시차주사 열용량 분석)

AgNO3용액의 농도에 따라 생성된 AgNPs이 PVA 하이드로겔에 미치는 열적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해 TA Instrument Q100을 이용하여 DSC 분석을 하였다. 그림 4

는 각각 농도의 AgNO3용액에 침지시킨 PVA 하이드로겔을 10 kGy로 조사 한 표

본들의 DSC 곡선을 나타냈다. Control 표본은 AgNO3용액에 침지시키지 않은 PVA

하이드로겔을 의미한다. 그림 4에서 AgNO3 용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융온도

가 낮아짐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생성된 AgNPs가 하이드로겔의 결정 형성을

방해하여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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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gNO3용액의 농도에 따른 PVA 하이드로겔의 DSC 분석.

- Antibacterial test (항균성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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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 하이드로겔 안에 생성된 AgNPs의 항균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09CFU(균

총형성단위) 생성된 100ml 액체배지에 표본을 넣고, 시간에 따라 균의 생성을 자외

선 분광기 (SCINCO S-3100)을 통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두 종류에 대해 관

찰하였다. 그림 5, 6은 0.01M AgNO3용액에 표본을 넣고 균의 생성을 측정한 결과

이다.

그림 5은 대장균에 대한 측정 결과이며, 그림 6은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측정 결

과이다. 그림에서 control 표본은 AgNO3용액에 침지시키지 않은 PVA 하이드로겔

이다. 그림에서 보면 control 표본은 AgNPs가 함유되지 않아 균의 생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AgNPs가 존재하는 표본에서는 균이 생성되지 못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림 7, 8의 0.05M AgNO3용액에 침지시킨 표본의 결과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7은 0.05M AgNO3 용액에 침지시킨 표본에 대해

대장균에 대한 측정결과이며, 그림 8은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측정결과이다.

또한, 고체배지를 이용한 항균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함

유 된 고체배지에 대해 각각의 표본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그림은 배

양 후 24시간 후에 측정된 그림이다. 그림 9는 0.01M AgNO3용액에, 그림 10 은

0.05M AgNO3 용액에 각각 침지시킨 표본에 대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

관측한 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control 표본에 대해서는 항균성이 나타나지 않

으나, AgNPs이 존재하는 표본에 대해서는 모두 항균성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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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대장균 생성 측정 결과 (0.01M AgNO3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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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황색포도상구균 생성 측정결과(0.01M AgNO3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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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대장균 생성 측정 결과 (0.05M AgNO3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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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황색포도상구균 생성 측정결과(0.05M AgNO3 용액)

(a) (b)

그림 9.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a)대장균 및 (b)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 이미

지 (0.01M AgNO3 용액)



- 79 -

(a) (b)

그림 10.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a)대장균 및 (b)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 이

미지 (0.05M AgNO3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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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 PEG Water

PEG-00 15 0 85

PEG-05 15 5 80

PEG-10 15 10 75

PEG-15 15 15 70

3. 은나노입자 함유 PVA/PEG 하이드로겔 개발

Silver nanopartciles (AgNPs)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광화학, 전기화학, 산화

등과 같은 화학 방법과 감마선, 이온빔, 극초단파, 초음파, 플라즈마 조사 등과 같은

방사선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드로겔에서의 AgNPs 제조하기

위하여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AgNPs이 균일하게 생성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용성 고분자인 poly(vinyl alcohol) (PVA)과

poly(ethylene glycol) (PEG)를 이용하여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생체에 적합하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 실험과정

PVA (분자량 85,000~124,00) 를 표 1과 같은 조성으로 증류수에 넣고 오토클레이브

(121 ℃, 20분)를 이용하여 용해시켰다. 용해된 PVA 용액에 표 1과 같은 조성으로

PEG (분자량 400)를 넣은 뒤, 두 고분자가 잘 섞일 수 있도록 75 ℃를 유지하면서

저어준다. PAV/PEG 용액을 스퀘어디쉬에 40g씩 넣고 감마선을 이용하여 조사하

였다. 조사선량은 50 kGy, 선량율은 10 kGy/hr 이다. 조사완료 된 하이드로겔을 건

조시켰다.

이렇게 제조 된 하이드로겔을 13 × 13mm로 자른 후, 미리 준비 된 0.05M AgNO3

용액에 표본을 넣고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흔들어 준다. 30분 후, 표본을 각각 꺼내

어 페트리디쉬에 넣고 감마선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선량은 0, 1, 3, 5, 8,

10kGy, 선량율은 1 kGy/hr 이다.

표 1. PVA/PEG 하이드로겔이 조성

나. 실험 결과

- UV/vis spectroscopy

감마선 조사로 인하여 AgNPs가 생성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외선 분광도 분

석을 실시하였다. 각각 조건의 표본들을 BioTek®PowerWaveXS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그림 1 (a), (b), (c), (d)는 각각 PEG의 함량이 0, 5, 10, 15%인 은나노입자

함유 PVA 하이드로겔의 자외선 분광도를 나타냈다.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자외선 분광 광도의 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AgNPs의 함량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PEG함량이 증가할수록 AgNPs의 함량도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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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PEG 함량이 증가할수록 430 nm의 파장에서 흡수성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데, PEG 함량이 많아질수록 팽윤도가 증가되어, AgNO3용액과 PVA/PEG 하이드로

겔이 반응할 때, 더 많은 용액을 흡수하면서 나온 결과로 예상된다.

그림 1.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은나노입자 함유 PVA/PEG 하이드로겔의

자외선 분광도: (a) PEG 0%, (b) PEG 5%, (c) PEG 10%, (d) PEG 15%

- FE-SEM image

AgNPs의 생성정도와 입자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계방출형 주사전자 현미경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는 10 kGy 감마선 조사를 한 은나노입자함유

PVA/PEG 하이드로겔을 PEG 함량에 따라 생성되는 AgNPs를 FE-SEM image 이

다. PEG 함량이 증가할수록 AgNPs의 생성도 증가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자외선 분광도 분석에서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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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은나노입자 함유 PVA/PEG 하이드로겔의 표면

이미지: (a) PEG 0%, (b) PEG 5%, (c) PEG 10%, (d) PEG 15%

- AFM (원자힘 주사 현미경 분석)

그림 3은 원자힘 주사 현미경을 통해 AgNPs의 생성을 관찰하였다. FE-SEM 이

미지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PEG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더 많은 AgNPs가 생

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은나노입자 함유 PVA/PEG 하이드로겔의 AFM

이미지: (a)PEG 0%, (b) PEG 5%, (c) PEG 10%, (d) PEG 15%

- DSC (시차주사 열용량 분석)

PEG의 함량에 따른 PVA 하이드로겔에 생성된 AgNPs이 미치는 열적 특성을 알아



- 83 -

보기 위해 TA Instrument Q100을 이용하여 DSC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는

0.05M AgNO3 용액에 30분동안 침지시킨 PVA/PEG 하이드로겔을 10 kGy로 조사

한 표본들의 DSC 분석을 나타냈다. PEG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PVA/PEG 하이드

로겔의 용융온도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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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VA/PEG 하이드로겔의 DSC 분석.

- Antibacterial test (항균성 실험)

PVA/PEG 하이드로겔에 생성된 AgNPs의 항균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09CFU

(균총형성단위) 생성된 100ml 액체배지에 표본을 넣고, 시간에 따라 생성되는 균을

자외선 분광기 (SCINCO S-3100)를 통해 관찰하였다. 균은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

균 두 종류에 대해 관찰하였다.

그림 5는 대장균에 대한 측정 결과이며, 그림 6은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측정

결과이다. 그림에서 control 표본은 AgNO3 용액에 침지 시키지 않은 PVA/PEG 하

이드로겔이며, 나머지 표본은 AgNO3 용액에 침지시킨 후 0, 1, 3, 5, 10kGy로 조사

한 표본이다. AgNO3 용액과 반응시키지 않은 하이드로겔은 AgNPs가 함유하고 있

지 않아 균의 생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AgNPs가 존재하는 표본에서는

균이 생성되지 못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하이드로겔에 존재하는 AgNPs가 균의

생성을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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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대장균 생성 측정 결과:

(a) PEG 0%, (b) PEG 5%, (c) PEG 10%, (d) PEG 15%.

그림 6.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황색포도상구균 생성 측정 결과:

(a) PEG 0%, (b) PEG 5%, (c) PEG 10%, (d) PE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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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나노입자 함유 PVA/PEG 하이드로겔의 반응시간에 따른 특성

AgNO3용액과 반응시킨 표본에 대해 silver nanopartciles (AgNPs)을 제조하는 방

법 중,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제조방법은 AgNPs가 균일하게 생성된다는 장점이 있

어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여 AgNPs를

생성하였다. 수용성 고분자인 poly(vinyl alcohol) (PVA)과 poly(ethylene glycol)

(PEG)를 이용하여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생체에 적합하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 실험과정

PVA (분자량 85,000~124,00) 15 g을 80 ml의 증류수에 넣고 오토클레이브(121 ℃,

20분)를 이용하여 용해시켰다. 용해된 PVA 용액에 PEG (분자량 400) 5g를 넣은

뒤, 두 고분자가 잘 섞일 수 있도록 75 ℃를 유지하면서 저어준다. 이때, PEG는 미

리 75℃를 유지 해 주어 온도차이로 인한 비섞임이 없도록 해 준다. PVA 용액과

PEG의 혼합과정에서 생긴 기포를 없애기 위해 PVA/PEG 용액을 75 ℃의 항온수

조(water bath)에 담가둔다. 기포가 빠진 PAV/PEG 용액을 스퀘어디쉬에 40g씩 넣

고 감마선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선량은 50 kGy, 선량율은 10 kGy/hr 이다.

조사완료 된 하이드로겔을 건조시켰다.

이렇게 제조 된 하이드로겔을 13 × 13mm로 자른 후, 미리 준비 된 0.01M AgNO3

용액에 표본을 넣고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흔들어 준다. 30, 60, 120분 후, 표본을 각

각 꺼내어 페트리디쉬에 넣고 감마선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선량은 10kGy,

선량율은 1 kGy/hr 이다.

나. 실험 결과

- UV/vis spectroscopy

감마선 조사를 마친 각각의 표본을 BioTek®PowerWaveXS를 이용하여 자외선 분

광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1은 각각 30, 60, 120분 AgNO3용액과 반응한 PVA/PEG

하이드로겔의 자외선 분광도를 보여주고 있다. AgNO3용액과의 반응시간이 증가

할수록 AgNPs의 생성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PVA/PEG 하이드로겔과 AgNO3용액

이 반응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하이드로겔에 침투하는 AgNO3의 양이 증가하고, 그

로 인해 AgNPs가 증가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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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gNO3용액 담지 시간에 따른 PVA/PEG 하이드로겔의 자외선 분광도

- FT-IR 분석

AgNO3용액과의 반응시간에 따라 생성된 AgNPs가 PVA/PEG 하이드로겔의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T-IR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는 AgNO3용액과의 반응시간에 따른 적외선 분광 분석을 보여준다. 그림에

서 3,000-3,550 cm-1의 흡수 peak는 hydroxy group의 O-H stretching 보여주는

peak이다. 이 영역은 반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결합정도가 낮아짐을 보여 주고 있

다. 또한 acetate group의 C=O, C-O stretching을 보여주는 1,750-1,735 cm-1에서는

AgNO3용액과 반응이 있는 표본은 결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C-H 진동 peak를

나타내는 2,840-3,000 cm-1의 영역대에서 역시 반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결합정도

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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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gNO3용액 담지시간에 따른 PVA/PEG 하이드로겔의 FT-IR peak 변화

- DSC 분석

AgNO3용액과의 반응시간에 따라 생성된 AgNPs이 PVA/PEG 하이드로겔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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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DSC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은 AgNO3용액과의

반응시간에 따른 PVA/PEG 하이드로겔 표본들의 시차주사 열용량 분석을 나타낸

다. 그림 3은 AgNO3용액과의 반응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용융온도가 낮아짐을 보

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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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gNO3용액 담지시간에 따른 PVA/PEG 하이드로겔의 DS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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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MC 하이드로겔에서 은나노입자 제조

은(silver) 은 전도성을 갖는 금속으로 항균, 살균, 항곰팡이, 탈취, 원적외선 방출,

대전 방지 등의 복합적인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은은 고가의 귀금속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나노크기로 미립자화

된 은나노입자(AgNPs)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gNPs는 수초 이내에

99%의 살균력과 극도로 향상된 항균, 살균, 항곰팡이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CMC) 하이드로겔은 6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

고 있고, 체액 및 생체조직과 친화성이 있어 구강점막 치료용 약물 전달체의 재료

사용에 적합하다.

가. 실험과정

CMC 20wt%를 80 ml의 증류수에 넣고 centrifugal mixer를 이용하여 CMC를 용해

시켰다. 용해된 CMC 수용액을 감마선으로 50 kGy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

였다. 이렇게 제조 된 하이드로겔을 13 × 13mm로 준비한 후, 미리 준비 된 0.01M

AgNO3용액에 1시간 동안 담지 후, CMC 하이드로겔 내부에 AgNPs를 제조하기 위

하여 감마선으로 1-5 kGy 재조사하였다.

가. 실험결과

(1) 방사선 조사가 은나노 입자 형성에 미치는 영향성 평가

- UV/vis spectroscopy

감마선 조사로 인하여 AgNPs가 생성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외선 분광도 분

석을 실시하였다. 각각 조건의 표본들을 BioTek®PowerWaveXS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그림 1은 CMC 하이드로겔의 방사선 재조사량에 따른 자외선 분광도를 나

타냈다. 감마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420nm 부근의 AgNPs 의 dipole resonance와

연관된 흡수 peak의 intensity 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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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CMC 하이드로겔의 자외선 분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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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SEM image

AgNPs의 생성정도와 입자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계방출형 주사전자 현미

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는 CMC 하이드로겔의 방사선 재조사량에 따라

생성되는 AgNPs를 FE-SEM image 이다. 그림 1의 자외선 분광도의 결과와 같이

AgNO3 용액 담지 후,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샘플의 경우에는 AgNPs가 거의 관

찰되지 않지만,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AgNPs 생성의 증가 현상이 관찰되었

다.

그림 2.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CMC 하이드로겔의 표면 이미지:

(a) 0kGy, (b) 1kGy, (c) 3kGy (d) 5 kGy.

- X선 광전자 분광법 (XPS)

CMC 하이드로겔 내부의 AgNPs의 생성 정도를 더 확인하기 위하여 XPS 분석을

실시하였다.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금속 Ag의 3d의 367ev와 373ev peak의

intensity가 증가 되었으며,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샘플의 경우, Ag의 3d의 peak

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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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CMC 하이드로겔의 XP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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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bacterial test (항균성 실험)

CMC 하이드로겔에 생성된 AgNPs의 항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09CFU(균총형성

단위) 생성된 100ml 액체배지에 표본을 넣고, 시간에 따라 생성되는 황색포도상구

균을 자외선 분광기 (SCINCO S-3100)를 통해 관찰하였다.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CMC 하이드로겔 내부 AgNPs의 생성으로 인하여 균

의 생성이 억제되고 있지만,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은 CMC 하이드로겔은 AgNPs가

생성되지 않아 균의 생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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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황색포도상구균 생성 측정 결과

또한, 고체배지를 이용한 항균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황색포도상구균이 함유 된 고

체배지에 대해 각각의 표본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은 배양 후 24시간 후

에 측정된 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샘플에 대해서는 항

균성이 나타나지 않으나, AgNPs이 존재하는 표본에 대해서는 모두 항균성이 나타

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 이미지:

(a) 0kGy, (b) 1kGy, (c) 3kGy (d) 5 kGy.

(2) CMC 하이드로겔 겔화율이 은나노 입자 형성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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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겔화율

그림 6은 CMC의 감마선조사량에 따른 겔화율을 나타냈다. 감마선의 조사량이 커질

수록 CMC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이 증가했다.

그림 6.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CMC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 팽윤도

그림 7은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CMC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나타냈다. 그림에서와

같이, 방사선이 증가 할수록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감소했다. 이는 겔화율의 결과

와 반비례하는데, 겔화율이 클수록 하이드로겔 내부의 가교밀도 향상으로 겔내부에

수분 함유량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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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CMC 하이드로겔의 팽윤도

- UV/vis spectroscopy

CMC 수용액을 감마선으로 10-90kGy 조사한 후, 제조 된 하이드로겔을 13 ×

13mm로 준비한 후, 미리 준비 된 0.01M AgNO3용액에 1시간 동안 담지 후, C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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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겔 내부에 AgNPs를 제조하기 위하여 감마선으로 5 kGy 재조사하였다.

CMC 하이드로겔에 AgNPs의 생성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외선 분광도를 측정하

였다.

그림 8은 CMC 수용액의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자외선 분광도를 나타냈다. 감마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420nm 부근의 AgNPs의 dipole resonance와 연관된 흡수

peak의 intensity 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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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CMC 하이드로겔의 자외선 분광도

- FE-SEM image

AgNPs의 생성정도와 입자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계방출형 주사전자 현미경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9는 CMC 하이드로겔의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 생성

되는 AgNPs를 FE-SEM image이다. 그림 3의 자외선 분광도의 결과와 같이, 방

사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AgNPs 생성이 감소되었다.

위의 결과는 CMC 하이드로겔의 팽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겔화율이 증가

할수록 팽윤도는 감소하는데, 이는 CMC 하이드로겔을 0.01M AgNO3용액에 1시간

동안 담지하는 동안, AgNO3용액이 하이드로겔 내부로 침투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약물전달체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40% 이상의 겔화율이 나타나야

하므로, AgNPs의 생성을 많이 하면서, 약물 전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CMC 하이드로겔의 적정 방사선 조사량은 50kGy가 적당하다



- 93 -

그림 9.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CMC 하이드로겔의 표면 이미지:

(a) 30kGy, (b) 50kGy, (c) 70 kGy (d) 90 kGy.

(3) CMC 농도에 의한 은나노입자 영향성 평가

CMC 수용액을 감마선으로 50kGy 조사한 후, 제조 된 하이드로겔을 13 × 13mm로

준비한 후, 미리 준비 된 0.01M AgNO3용액에 1시간 동안 담지 후, CMC 하이드로

겔 내부에 AgNPs를 제조하기 위하여 감마선으로 5 kGy 재조사하였다.

CMC 하이드로겔의 농도에 따른 AgNPs의 생성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외선 분

광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10은 CMC 농도에 따른 AgNPs의 자외선 분광도를 나타냈다. CMC 농도가

증가 할수록 420nm 부근의 AgNPs 의 dipole resonance와 연관된 흡수 peak의

intensity 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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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MC 농도에 따른 AgNPs의 자외선 분광도

- FE-SEM image

AgNPs의 생성정도와 입자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계방출형 주사전자 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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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1은 CMC 농도에 따라 생성되는 AgNPs를

FE-SEM image 이다. 그림 11의 자외선 분광도의 결과와 같이, CMC 농도가 증가

할수록 AgNPs 생성이 증가 되는 것이 관찰 되었다.

위의 결과는 비록 CMC 농도가 증가하면서, CMC에 함유된 sodium의 함량이 증

가하면서, 은이온의 환원을 촉진 시켜 AgNPs의 생성이 증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1. CMC 농도에 따른 하이드로겔 내부 AgNPs 생성 이미지:

(a) 10 wt%, (b) 15 wt%, (c) 20 wt%

- Antibacterial test (항균성 실험)

CMC 하이드로겔에 생성된 AgNPs의 항균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09CFU(균총형

성단위) 생성된 100ml 액체배지에 표본을 넣고, 시간에 따라 생성되는 황색포도상

구균을 자외선 분광기 (SCINCO S-3100)를 통해 관찰하였다. Control 샘플은

AgNO3용액에 담지 하지 않은 20 wt% 농도의 순수 CMC 하이드로겔이다. CMC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균의 생성이 억제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의 결과는 그림 11

의 결과에서와 같이 CMC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CMC에 함유된 sodium salt의

영향으로 AgNPs의 생성을 촉진 시켰기 때문에 항균성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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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CMC 농도에 따른 AgNPs 함유 하이드로겔의 하이드로겔의 항균성:

(a) 10 wt%, (b) 15 wt%, (c) 20 wt%



- 95 -

6.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이 첨가된 PAA 하이드로겔 개발

산화아연 (Zinc Oxide)은 일반적으로 금속아연의 증기에 산소 또는 공기를 작용시

켜 얻는데, 이와 같이 얻은 산화아연은 입자가 고와서 아연화 (zinc flower)라고도

부른다.

산화아연은 무기재료 분야에 있어서 유리, 유약, 법랑, 자성페라이트 (magnetic

ferrite) 및 기타 특수 무기재료의 제조 원료로 쓰이며, 열팽창계수를 작게 함으로써

열충격 (thermal shock)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고, 유리의 광택을 향상시키며, 응력

(stress)에 의한 변형에 대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산화아연은 수렴 및 방부,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점막 치료의 약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염화아연 (Zinc chloride)은 염소와 아연의 화합물로 백색의 조해성을 갖는 화학물

이다. 탈수제 ·살균제, 목재의 방부제, 활성탄의 제조, 건전지 재료, 의약품 등으로

사용되며, 납땜의 페이스트 재료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구취제거에 매우 효과적이

어서 각종 구강 청결제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이드로겔은 수상환경에서 수화하는 친수성 고분자로 구성되며, 고분자의 조성

및 제조 조건에 따라 물리화학적 특성 조절이 용이하여 구강 전달용 제형으로 유용

하다. 또한 약물 방출을 제어할 수 있고, 하이드로겔 자체가 부드럽고 유연하여 운

동성이 많은 구강점막에 이용하기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하이드로겔은 친수성 고분자를 가교시켜 제조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학적인 가교법으로는 가교제와 개시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은 가교

후 미반응 화합물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

나, 감마선 또는 전자선과 같은 방사선조사를 통한 가교방법은 유해한 화학 가교제

나 개시제를 사용하지 않아 미반응 잔류물질을 따로 제거할 필요가 없고, 방사선

조사 중 가교와 동시에 멸균처리가 되므로 의료용에 적합한 방법이다. 고분자 시료

가 고체, 액체든 관계없이 가교 처리할 수 있으며, 가교하기 위한 열이 따로 필요하

지 않고 냉각 상태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온도에 관계없이 조사 가능하다는 큰 장

점이 있다. 또한 가교를 위해 오랜 시간 반응시켜야 하는 보통의 다른 제조방법과

는 달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가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방사선의 조사선 세

기만을 조절하여 하이드로겔의 물리적 특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형태를

제한 받지 않고 방사선 조사전 주형물의 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여러 가지로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법은 의료용 재료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매우 유용하

며, 현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폴리아크릴산 수용액에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을 첨가 후, 방사선을

조사하여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이 함유된 하이드로겔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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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수행 방법

- 산화아연, 염화아연이 함유된 폴리 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제조

0 M, 0.004 M, 0.008 M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 수용액에 10% 폴리아크릴산을 넣

고 교반 후, 페트리디시(직경 3 cm)에 상기 수용액을 3 mm 두께로 채우고, 이를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봉지한 후 방사선을 조사하여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이 함유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60 ℃에서 건조되었

다.

- 가교율 측정

조사선량 및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의 첨가에 따른 가교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이

드로겔을 직경 10mm원형으로 절단한 다음 이것을 증류수에 48 시간 동안 침지시

켜 가교 되지 않은 부분은 용해시켰다. 용해되지 않은 부분을 진공 오븐에 넣어

37 ℃에서 48 시간 건조시킨 후 건조된 겔 무게를 측정하였다. 겔화율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겔화율(%) = Wd/Wi × 100

- 팽윤도 측정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37 ℃에서 48 시간동안 침지 시킨 후, 꺼내어겔 표면의 물기

를 닦아준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팽윤되는 겔의 무게(Ws)와 건조된 겔의 무게

(Wd) 차이를 건조된 겔의 무게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냈다.

팽윤도(%) = (Ws-Wd)/(Wi) × 100

- 접착력 측정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직경 1cm로 절단하고 지그(jig)에 접착시키고, 돼지의 구강 점

막을 3cm 직경, 길이 3cm로 절단하여 바닥에 고정시켰다. 폴리아크릴산 필름을 바

닥에 고정된 점막에 50g 하중으로 누른 후, 기질 분석기(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systems LTD, Godalming, UK))로 점착력을 측정

하였다.

- 항균성 평가

120 ℃에서 15분간 멸균한 tryptic soy broth에 E. coli 또는 S. aureus를 넣어 37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시켰다. 같은 조건에서 멸균한 triptic soy agar를 50 - 5

5℃로 식힌 후 페트리디쉬 접시 (90 mm × 5 mm)에 부어놓고 상온에 두었다. 배지

가 굳었을 때 tryptic soy broth에서 배양된 균 용액을 10 ㎕씩 가하여 굳어진 배지

의 표면에 고르게 편 후, 하이드로겔을 올려놓고 뚜껑을 파라필름으로 밀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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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37 ℃배양기에 넣어 배양시켰다. 24 시간 후에, 항균제의 확산으로 균주에

대한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생육 저지환 (clear zone)이 생겼다. 생육 저지환의 크기

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시험관에 배양액 9 ml 를 넣고 E.coli 와 S. aureus 세균액 1 ml를 혼합한 다

음 배양기 안에서 37℃, 150 rpm 의 속도로 흔들면서 24시간 동안 배양 후, 하이드

로겔을 1 g씩 첨가하고 3시간마다 미생물 성장측정장치(SCINCO S-3100)를 이용하

여 흡광도 측정법 (600 nm)으로 세균의 성장 정도를 측정하였다.

나. 실험 결과

그림 1. 산화아연의 함량에 따른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그림 1은 산화아연의 농도에 다른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을 나타냈다.

산화아연의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50 kGy 에서 25 kGy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산화아연이 첨가되지 않고 50 kGy 조사된 폴리아크릴산의 겔화율은 90% 정

도의 겔화율을 나타냈으나, 0.08M 산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의 겔화율은

82% 정도의 겔화율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산화아연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폴리아

크릴산의 겔화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2는 염화아연의 농도에 따른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을 나타냈다.

그림 1의 결과와 같이,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50 kGy 에서 25 kGy 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염화아연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겔화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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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염화아연의 함량에 따른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그림 3. 산화아연, 염화아연 첨가에 따른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그림 3은 산화아연과 염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같은 농도에서는 산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

릴산의 겔화율이 염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의 겔화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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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산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팽윤도; 25 kGy

그림 5. 산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팽윤도; 50 kGy

그림 4, 5는 산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팽윤도를 나타냈다.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산화아연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증가하였는데, 이는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결과와 반비례한다. 하이드로

겔의 겔화율이 증가할수록 고분자 사슬의 mobility를 감소시켜 하이드로겔의 팽윤

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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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염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팽윤도; 25kGy

그림 7. 염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팽윤도; 50 kGy

그림 6, 7은 염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팽윤도를 나타냈다. 그림 4, 5의 산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 팽윤

도 결과와 같이,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염화아연의 함량이 증

가 할수록 증가하였다. 또한, 산화아연과 염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

겔의 팽윤도를 비교해보면, 방사선 조사량이 25 kGy에서 산화아연이 0.08 M 첨가

된 폴리아크릴산의 팽윤도는 80시간 후, 약 900 % 정도의 팽윤도를 나타냈으나, 염

화아연이 0.08 M 첨가된 폴리아크릴산의 팽윤도는 80 시간 후 약 800 % 정도의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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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동일농도, 동일 방사선 조사량에서 산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의 팽윤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겔화율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8은 산화아연과 염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돼지 구강점막

과의 접착강도를 나타냈다. 염화아연 및 산화아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폴리아크릴

산 하이드로겔의 점막과의 접착강도는 증가하였다. 또한, 0.08 M의 염화아연이 첨

가된 하이드로겔의 접착강도는 약 55 kPa이고, 산화아연이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접

착강도는 42 kPa 정도이다. 동일농도에서는 염화아연이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접착

강도가 산화아연의 접착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3의 겔화율 데이터와 비교하

여 하이드로겔 점막과의 접착력은 겔화율과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하이드로겔의

낮은 겔화율은 고분자 사슬과 점막 생체 분자사이의 결합형성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는 개방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점막과의 접착력이 높

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8. 산화아연, 염화아연 첨가에 따른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점막과의

접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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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산화아염 및 염화아연이 함유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E.coli에 대한

항균 이미지; (a)배양 0 hr, (b) 배양 24 hr 후

그림 10.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이 함유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배양 24

시간후 E.coli에 대한 항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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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이 함유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배양 24

시간후 S.aureus에 대한 항균 이미지

그림 9, 10, 11은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이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대장균과 황색포도

상구균에 대한 고체 배지를 이용한 항균성 실험 측정 결과이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이드로겔을 고체배지 표면에 도말 하여 37 ℃배양기에 24시간 배양후,

항균제의 확산으로 균주에 대한 우수한 항균효과를 나타냈다.

그림 10은 대장균에 대한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

겔의 항균이미지를 나타냈다. 염화아연 및 산화아연의 첨가로 인하여 폴리아크릴

산 하이드로겔의 항균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산화아연보다 염화아연이 첨가

된 폴리아크리산 하이드로겔의 항균력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그림 11은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산화아연 및 염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항균이미지를 나타냈다. 그림 10의 결과와 같이, 염화아연 및 산화아

연의 첨가로 인하여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항균력이 증가하였고, 산화아연보

다 염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항균력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그림 12는 109 CFU(균 총 형성단위) 생성된 100 ml 액체배지에 표본을 넣고, 시간

에 따라 생성되는 균을 자외선 분광기(SCINCO S-3100)를 통하여 황색포도상구균

의 생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ntrol 표본 및 염화아연

및 산화아연이 첨가되지 않은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경우, 균의 생성이 자유

롭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에 염화아연 및 산화아연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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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 할수록 균의 생성을 강하게 억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체 배지 실험결과와 동일하게 산화아연보다 염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 하

이드로겔의 항균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산화아연 및 연화아연이 함유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의

황색포도상구균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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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강점막 부착성 고분자를 이용한 약물의 가용화 및 서방화

Poloxamer의 온도감응성을 기초로 상전이가 가능한 하이드로겔 제형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또한, 궁극적으로 점막부착형 제형설계를 위해 제약분야에 대표적인 점착성

고분자로 많이 응용되고 있는 카보폴(carbopol)을 도입하였다. 카보폴940은

polyacrylate를 가교시켜 제조된 것으로, 낮은 농도로도 높은 점도를 나타낼 수 있

어 용액에 첨가하여 레올로지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첨가하는

카보폴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점착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르

기닌에 의한 가용화 효과와 더불어 카보폴의 이러한 점착성을 온도 감응성 하이드

로겔 제형에 부여함과 동시에 약물의 방출특성 조절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가. 연구 수행 방법

Amphotericin B (AmB)를 완전히 용해시키기 위해 dimethyl sulfoxide (DMSO)를

용매로 사용하여 표준액을 제조 한 후, 아르기닌의 농도변화에 따른 AmB 용해도

향상 정도를 관찰하였다. 용매로는 증류수를 사용하였고, 각 시료에 대해 아르기닌

이 각각 0.1, 0.2, 0.5, 1 M이 되도록 제조하였다. 제조한 아르기닌 용액에 AmB를

과량으로 넣어준 후, AmB와 아르기닌이 충분히 용해되도록 3일간 상온에서 교반하

였다. 3일 후, AmB 포화용액을 3,0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가라앉은 침전

물을 제외한 상등액 부분에서 0.8-0.9 mL를 syringe로 취하였다. 용해되지 않은 약

물을 제거하기 위해 0.45㎛ syringe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나. 실험결과

(1) Amphotericin B의 가용화 및 하이드로겔 제조

- AmB의 용해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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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mphotericin B의 검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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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의 농도를 계산하기 위한 검량선은 UV-spectrophotometer로 측정한 흡광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AmB를 완전히 용해시키기 위해 dimethyl sulfoxide (DMSO)

를 용매로 사용하여 표준액을 제조하였다. AmB를 DMSO에 용해하여 농도 1, 5,

10, 25 ㎍/mL의 표준액을 제조한 후, UV spectrophotometer로 측정한 흡광도를 이

용하여 검량선을 얻었으며 그림 1의 검량선을 얻었다. 검량선의 직선회귀식은

y=0.0489x+0.0265(R2=0.9991)이었고, 이후의 농도 산출에 사용하였다.

- 아르기닌에 의한 AmB의 가용화.

증류수에 각각 0.1, 0.2, 0.5, 1 M의 아르기닌을 포함한 수용액에 과량의 AmB를 용

해시켜 얻어진 샘플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흡광도를 AmB 의 검량선 식(그림 1)

에 대입하여 농도를 산출하고, 아르기닌의 농도에 대하여 AmB의 용해도를 그림 2

에 도시하였다.

피하조직 및 전신 진균증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나 용해도가 낮아 응용이 제한적이

었던 AmB의 용해도가 첨가된 아르기닌의 농도에 비례하여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AmB자체의 수용액 내 용해도는 1㎍/mL로 매우 낮았으나, 본 가

용화 실험 범위 내에서는 아르기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mB의 용해도가 직선

적으로 증가하였다. 1 M 아르기닌을 첨가한 경우 AmB의 용해도는 약 2.6 mg/mL

로서 증류수에서의 AmB의 용해도에 비해 약 2,600배 증가하였다. 아르기닌은 단백

질의 정제과정에서 단백질의 엉김현상(aggregation)과 단백질-단백질 및 단백질-표

면 간의 상호작용을 억제하는데 이용되었다. 이러한 아르기닌의 작용 메커니즘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물 분자구조에 대한 영향, 아미노산의 side chains 및

peptide bonds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단백질과의 우선적 상호작용 등에 의한 영향으

로 제시되었다. AmB의 용해도 실험결과로서, 아르기닌이 고분자량의 단백질 뿐 아

니라, 저분자량 소수성 약물인 AmB의 가용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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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르기닌 첨가에 따른 amphotericin B의 용해도

- 졸-겔 상전이 다이어그램

P 407의 농도를 20, 25, 30% (w/v)로 변화시켰을 때의 상전이온도, AmB

(1mg/mL)가 함유된 P 407의 상전이온도, 1 M의 아르기닌이 AmB와 함께 함유된

경우의 상전이온도를 inverting법으로 측정하였다. Inverting 법으로 상전이온도를

측정할 때, 겔의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를 관찰해야 하므로 온도계를 겔에 직접 넣

고 측정하여 국소적인 범위의 온도만을 측정할 때 보다 상전이온도의 오차를 줄이

려 하였다.

그림 3은 AmB와 아르기닌을 함유한 20% w/v농도의 고분자 수용액을 각각 10,

37, 60°C에서 관찰한 그림이며, 온도증가에 따라 전형적인 졸-겔-졸 상전이 현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수용성 Ploxamer 407 용액의 졸-겔 상전이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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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르기닌 첨가 유/무에 따른 Ploxamer 407 의 졸-겔 전이 곡선.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P 407 의 상전이온도는 고분자의 농도와 소수성 약물인

AmB의 약물의 첨가 유무에 따라 각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용화제인

아르기닌의 첨가는 상전이온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다. 또한, 점착성 향상을 위

한 부형제를 첨가하였을 경우 졸-겔 상전이온도가 각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약물이 함유되지 않은 P 407 수용액의 경우 농도증가에 따라 졸-겔 상전이온도

가 약간 낮아졌고, 겔-졸 상전이온도는 반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

전이온도는 약물의 첨가에 의해 모든 농도에서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20% 고분자수용액은 28°C 에서 졸-겔 상전이를, 60°C 에서 겔-졸 상전

이를 보였으나, AmB를 첨가한 경우 20%는 23°C 에서 졸-겔 상전이, 57°C에서 겔-

졸 상전이를 나타내었다. 상전이온도가 다소 낮아지는 현상은 소수성 약물의 존재

가 고분자 사슬들의 소수성 상호작용을 더욱 증진시킨 결과로 사료된다. Marchetti

등은 소수성 약물인 lidocaine을 첨가했을 때 졸-겔 상전이온도가 낮아진다는 유사

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아르기닌이 추가로 함유된 경우에는 각각 25.8°C 에

서 졸-겔, 58°C 에서 겔-졸의 상전이를 보여주듯이 다시 이러한 상전이온도가 높아

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AmB의 가용화제로 사용된 아르기닌이 고분자수용액의 상전

이온도 상승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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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카보폴 첨가에 따른 Ploxamer 407 의 졸-겔 전이 곡선.

점착성 고분자인 카보폴을 첨가한 경우에도 상전이온도 변화에 대한 경향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첨가된 카보폴의 농도증가에 따라 상전이온도 영역이 다소 확장

되었다(그림 5). 카보폴의 높은 점성이 고분자 수용액의 졸-겔 상전이온도를 다소

낮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 높은 온도에서는 겔 구조의 안정성을 높여 겔-졸 상전이

온도를 높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P 407은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Poloxamer 중에

서 가장 독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 AmB와 아르기닌을 함유한 P 407 하이드로

겔 제형은 20% w/v농도 이상에서 실온(20°C 이하)에서는 졸 상태이나 체온인

37°C 에서는 겔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in-situ forming 하이드로겔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 In vitro 약물방출 특성

봉입되지 않은 free drug상태의 AmB, 1 M의 아르기닌에 용해된 AmB, 그리고 1

M 아르기닌과 20% P 407에 용해된 AmB 제조한 후 아르기닌과 P 407이 AmB의

방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림 6 에서와 같이 free drug상태의 AmB는 직

선형의 약물 방출을 나타내었으나, 2주간 7% 미만의 매우 적은 약물방출량을 나타

내어 용해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물의 방출이 용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

다. AmB의 용해도 개선 효과가 뛰어난 아르기닌을 첨가한 경우 용액상태에서

AmB의 방출은 1일 이내에 약 50%가 방출되는 burst effect를 나타내었고, 2주간

약 65%의 누적 방출량을 나타내어 약물의 용해도 개선을 통하여 방출이 향상됨을

보여주었다. 초기의 빠른 방출은 아르기닌으로 인한 가용화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

로 판단되며, 이후 2주간 관찰되는 느린 방출 거동은 가용화제 또한 약물과 함께

membrane에서 방출되어 점차적인 희석으로 인한 가용화 효과의 저하에 기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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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료된다. 약물과 아르기닌이 모두 함유된 농도 20%의 P 407 하이드로겔은 초

기 12시간 까지는 아르기닌 용액의 경우보다 초기 burst 방출현상 감소시키면서 지

속적인 약물 방출과 함께2주간 약 85%의 약물이 방출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6. 아르기닌과 P 407의 첨가에 따른 AmB의 약물 방출 거동 (In vitro)

그림 7.카보폴 첨가에 따른 AmB의 약물 방출 거동 (In vitro)

그림 7에서 비교된 바와 같이, 카보폴은 점착성으로 인해 농도에 비례하여 약물 방

출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카보폴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2주간 약 85%의

약물이 방출되었으나, 카보폴 0.1%와 0.2%를 첨가한 경우 2주간의 약물 방출은 각

각 73%와 64%였다. 이러한 결과는 카보폴의 첨가로 겔 matrix의 밀도 및 가교구조

를 강화로 인해 약물의 확산 속도가 저하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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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강점막 부착성 폴록사머 하이드로겔 제조 및 약물전달특성 분석

점막부착형 약물전달기술은 점막을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서 다른 경로

를 통한 투여에 비해 체내에서 약물의 잔류시간을 증가시키고 약물이 흡수되는 막

과의 접촉을 향상시킴으로써 약물의 흡수율을 개선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점막을

수단으로 한 제제의 조성을 변화시켜 약물의 방출량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경구투여와 달리 약이 체내에서 가수분해되어 소실되거나 간 초회 효과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약물분해에 의한 효율감소를 피할 수 있다. 점막부착성은 고분자가 점

막과 접촉하면서 점막의 주성분인 뮤신과 결합이 이루어지고, 접촉면 사이에서 사

슬들 간에 수소결합과 같은 약한 화학적인 결합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져서 형성된

다. 따라서, 고분자가 점막에 효과적인 점막 부착성을 갖기 위해서는 고분자 분자

구조 내에 수소결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수산화기나 카르복실기 또는 아민기 같은

친수성 기능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고분자 사슬이 점막 내부로 확산되어

점막과 적절한 얽힘이 일어날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구강, 눈, 비

강, 질, 항문 및 위장관 등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점막 중 구강

은 자주 움직여야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구강점막은 상대적으로 각질화가 이루어지

지 않은 구조이며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약물의 흡수가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약물을 투여하거나 제형을 제거하기가 쉽다는 장점이있다. 이러한 구강점막을 통해

약물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제형은 일단 입 안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작고

제형 자체가 부드럽고 유연해야 한다. 또한 제형의 점막부착력이 우수하고, 사용하

기 간편하며 또한 약물방출을 조절할 수 있는 제형이 바람직하다.

Poloxamer는 친수성 고분자인 poly(ethylene oxide)(PEO)와 소수성 고분자인

poly(propylene oxide)(PPO)로 구성된 비이온성의 PEO-PPO-PEO 삼중 블록공중합

체로서 대표적인 온도감응성 하이드로겔로 알려져 있다. 일정 농도(약 18 wt%) 이

상의 poloxamer 수용액은 상온에서는 낮은 점도의 용액 상태(sol)이지만,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PPO와 물 분자와의 상대적으로 약한 수소결합이 깨지면서 PPO 블록

들간의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한 마이셀 구조를 형성하고, 이러한 마이셀 구조의 이

차적인 회합 및 packing에 의해 겔(gel)의 형태로 변하는 가역적 졸-겔 상전이 현

상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Poloxamer는 PEO와 PPO의 조성비와 분자량에 따라 다

양하게 나뉘는데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poloxamer 중에서도 poloxamer 407은 분

자량이 약 12,600이며 낮은 독성과 높은 용해능을 가지며 약물방출 특성이 뛰어나,

다양한 약물전달 제형의 조성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oloxamer의 점착성과 온도감응성을 기초로 한 구강점막용 점막부

착성 하이드로겔 제형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물리적 가교 구조의 하이드로겔이 가

진 약한 물리적 안정성과 기계적 물성을 방사선 가교를 통해 극복하였으며, 또한

점막부착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표적인 점착성 고분자인 카보폴을 첨가하여 점막부

착성과 모델 약물인 naproxen의 방출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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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수행 방법

- Diacrylated Poloxamer(D-Pol)의 합성

건조된 Pol (12.6 g, 1 mmol) 을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넣고 수분을 제거하기 위

하여 80 ℃에서 24시간 진공 건조시켰다. 건조시킨 후 질소 기류 하에서 35 mL의

benzene을 넣고 완전히 녹인 후 triethylamine(0.41 mg, 4 mmol)을 용액에 조금씩

떨어뜨린 후 70 ℃로 가열하였다. 충분히 섞인 후에 benzene 10 mL에 희석시킨

acryloyl chloride(0.36 mg, 4 mmol)을 넣어주었다. 75 ℃에서 4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반응용액을 원심분리기를 이용해서triethylamine-hydrochloride를 걸러내어 제거

하였다. 걸러진 반응용액을 과량의 n-hexane에 침전시켜 수거한 후 3일 동안 진공

건조 시켰다.

- 합성분석

합성된 diacrylated poloxamer의 화학적 조성과 치환율은 1H NMR(JNM-AL400

spectrometer, Jeol Ltd, Akishima,Japan)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시료 용매로는

CDCl3를 사용하였다. 또한 합성 전과 후의 분자결합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

하여 FTIR (MAGNA 560 spectrometer,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KBr pellet

을 만들어 시편을 제조하였으며, 500∼4000 cm-1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 졸-겔 상전이 온도 측정

다양한 농도의 Pol과 D-Pol의 수용액을 제조한 후 온도변화에 따른 졸-겔 전이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inverting법으로 상전이 온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는 Pol 또는

D-Pol을 18, 20, 25, 30 wt% 농도로 각각 준비하였다. 시료는 4 ℃의 냉장온도에서

24시간 이상 보관하여 용액이 투명해질 때까지 충분히 용해시킨 후, 항온 수조를

이용하여 15 ℃에서부터 전이 온도를 측정하였다. 상온 이상의 온도부터는 히팅 블

록(Barnstead International, U.S.A., 2000-1)으로 온도를 0.5 ℃씩 올려가며 80 ℃까

지 확인하였으며, 한 시료에 대해 3회 측정을 통해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 유변학적 거동

고분자 수용액의 온도에 따른 유변학적 거동을 온도 조절이 가능한 rotating

rheometer(Bohlin Advanced Rheometer, Malvern Instruments, UK)를 이용하여 관

찰하였다. 고분자 수용액의 농도를 각각 18, 20, 25, 30 wt% 수용액으로 준비하였

다. 평행하게 놓인 두 개의 플레이트(20 mm)을 이용하여 10 ℃에서 80 ℃까지 온

도를 올리며 고체적 거동의 elastic modulus(G‘)와 액체적 거동의

viscousmodulus(G″ )를 측정하였다. Frequency는 1 Hz로 하였으며, constant

stress는 25 Pa로 하였다. 또한 G′와 G″가 교차되는 지점을 수용액이 졸(sol)에서

겔(gel)로 상전이 되는 온도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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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막부착성 하이드로겔의 제조

증류수에 Pol 또는 D-Pol(20, 23wt%)와 naproxen(0.1 wt%)을 완전히 용해시킨

후, 점착성 분자인 카보폴의 양에 따른 특성분석을 위하여 카보폴의 양을 0, 0.5, 1,

2 wt%로 다르게 녹여서 여러 농도 조건의 시료를 준비하였으며 각 시료의 조성비

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준비한 각 반응 용액을 petri dish(35×10 mm)에 3 mL씩

담고 뚜껑을 덮은 후 전자선 가속기(UELV-10∼10S, Russia,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orea,dose rate: 0.1 kGy/s)를 이용하여 각 시료 당 25

kGy의 전자선을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합성하였다.

- 하이드로겔의 팽윤 실험

방사선 조사로 점착성 하이드로겔을 합성한 후 40 ℃의 vacuum oven에서 3일간

충분히 건조시켰다. 일정한 크기의 디스크 모양의 시료를 pH 7.4의 PBS에 각각 담

가 팽윤도를 측정하였다. 담그기 전에 건조된 시료의 무게를 재고 담근 후에는 주

기적인 시간 간격을 두고 무게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실온에서 진행되었으며 팽윤

비는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Swelling ratio＝(Ws-Wd)/Wd

Ws :팽윤된 하이드로겔의 무게

Wd : 건조된 하이드로겔의 무게

시료를 취하였을 때 흘러내리는 물을 제거하고 무게를 측정하여 팽윤된 하이드로겔

의 표면과 내부에 과잉으로 축적된 물의 무게에 의한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여 하이

드로겔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시료는 각 조건마다 3개씩 측정하여 무게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점막부착성 측정

점막부착력은 점막과 하이드로겔을 접촉시킨 후 떼어낼 때 필요한 힘인 인장강도

를 측정한 값으로 평가하였다. 점막부착 실험을 위한 점막은 돼지의 구강에서 채취

하여 사용하였다. Pol와 D-Pol로 제조한 여러 조성비의 시료의 부착성을 측정하였

다. 또한 시료의 팽윤된 정도가 부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D-Pol로

제조한 시료만을 각 농도조건마다 3가지 상태 즉, (a) 고분자의 수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조한 상태의 xerogel, (b) 수화가 진행된 상태의 하이드로겔, 그리고 (c) 충

분히 수화된 상태의 하이드로겔로 분류하여 준비하였다. (a)는 방사선 조사 후 시료

를 진공오븐에 5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 준비하였고, (b)는 방사선 조사로 제조한

즉시의 상태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c)는 시료를 증류수에 담가 평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팽윤시켰다. 점착성 측정은 Instron(5569 premium 800series)을 이용하였으

며 하이드로겔 시료를 스테인리스 원형 실험대에 접착시키고, 원형 실험대 위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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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게 놓인 고정대에 구강점막을 10 mL 일회용 syringe에 끼워 고정시킨 후 실험

을 수행하였다. 이 때 초기 접촉시간은 5분으로 하였으며, 각 농도 조건마다 5번씩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냈으며, 한번 측정했던 시료와 점막은 폐기하고 새로운

시료와 점막으로 교환한 후 측정을 진행하였다.

- In Vitro 약물방출 특성 평가

약물 방출 평가를 위해 Pol과 D-Pol로 제조된 하이드로겔 제형을 molecular

porous membrane tube 내에 넣고 방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MWCO 3500의

membrane에 naproxen을 함유하는 하이드로겔 시료를 넣은 후 40 mL의 PBS가 든

conical tube에 준비한 membrane을 넣었다. 37 ℃ 항온조 (SI-300, Lab

Companion, 한국)에 시료를 넣고 방출시험을 수행하였다. 하이드로겔 시료는 각 20

wt% 의 Pol 또는 D-Pol에 0, 0.5, 1 wt%의 카보폴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정해진

시간 간격에 따라 약물이 들어있는 membrane을 tube에서 빼내어 새로운 PBS 40

mL가 들어있는 conical tube로 옮겨서 다음 측정 시간까지 방출 시험을 계속하였으

며, 이전 conical tube의 검액을 취하여 23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약물의 방

출량을 산출하였다.

- In Vitro 약물방출 특성 평가

하이드로겔의 세포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간 구강암 세포인 KB cell을 배양하여

준비하였다. 시료로는 약물이 로딩된 하이드로겔, 약물이 로딩되지 않은 하이드로

겔, 방사선 가교된 하이드로겔을 RPMI 1640 배지에 1:10 w/v의 비율로 37℃에서

24시간 동안 용출시켰다. 각 용출액을 KB cell이 배양된 96-well plate에 가해준 다

음,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24시간 후, MTT 용액 (0.5 mg/ml)을 0.1 ml씩 각

well에 가해준 다음 37℃에서 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formazan crystal을 용해시키

기 위해 MTT solubilization 용액을 가해주고, 30분간 교반 후 23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용출액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세로에서 얻은 흡광도 값을 100% 기

준으로 하여 세포 생존(cell viability)을 평가하였다.

- 동물실험

상처회복에 미치는 하이드로겔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SD 랫드의 등쪽 피부와

구강점막에 하이드로겔을 적용해 보았다.

a. 등쪽 피부에 하이드로겔의 적용

Rat의 등쪽을 면도한 후, biopsy punch를 이용하여 지름 6 mm의 상처를 내고 피

부를 들어내고, 생리식염수, 0.1% triamcinolone acetonide 용액, 0.1% triamcinolone

acetonide 하이드겔, 약물이 로딩되지 않은 하이드로겔을 3일간 적용하였다. 적용후

1, 2, 5, 8, 11, 15일에 상처회복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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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구강 점막에 하이드로겔의 적용

Rat의 왼쪽 뺨 안쪽 buccal 부분에 biopsy punch를 이용하여 지름 4 mm의 상처

를 내고 생리식염수, 0.1% triamcinolone acetonide 용액, 0.1% triamcinolone

acetonide 하이드로겔, 약물이 로딩되지 않은 하이드로겔을 2일간 적용하였다. 적용

후 2, 8일에 조직 재생을 관찰하였다. 조직변화는 hematoxylin과 eosin 염색으로 확

인하였다.

표 1.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화학조성

나. 결과 및 고찰

(1) 방사선 조사에 의한 폴록사머 (P 407)과 카보폴 하이드로겔 제조 

그림 1은 P 407의 졸-겔 상전이 온도를 나타냈다. P 407과 카보폴의 함량에 따라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고 졸-겔 상전이 온도를 측정한 결과, 약물이 탑재되지 않은 P

407의 졸-겔 상전이는 P 407과 카보폴의 농도 증가에 따라 상전이온도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그림 1a). 또한, 약물이 탑재된 P 407의 졸-겔 상전이는 약물에 의해 졸

-겔 상전이온도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인 정도의 감소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림 1b).

그림 1. P 407의 졸-겔 상전이 온도: (a) drug free, (b) drug-lo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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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 407의 점막점착력에 대한 카보폴의 영향

점막에서 약물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 점막 점착력이 중요하다. 그림 2는 P

407의 점막점착력에 대한 카보폴의 영향을 나타냈다. P 407과 카보폴의 함량에 따

라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고 점막점착력을 측정한 결과, P 407과 카보폴의 농도 증가

에 따라 점막점착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P 407이 23%, 카보폴이

4%인 경우에는 너무 점도가 높아 균질하게 제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막점착력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림 3은 P 407 하이드로겔의 나프록센 약물방출 실험 결과이다. 그림 3 (a)에서

P 407의 농도가 20%일때 나프록센의 방출은 8시간까지 100%정도 이루어졌으나,

15분에 초기 burst 현상이 나타났다. P 407의 농도가 23% (그림 3(b)) 일 경우. 8

시간까지 약 80%의 약물이 방출되었고, 0.3%이상의 카보폴 사용시 burst 현상이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3~4% 카보폴 사용은 약물방출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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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 407 하이드로겔의 나프록센 약물방출 실험 결과;

(a) P407 20%, (b) P407 23%

그림 4. P 407 하이드로겔의 점막접착성 평가; (a) P407 20%, (b) P407 23%

그림 4는 P 407 하이드로겔의 방사선 가교에 의한 점막 접착성을 나타냈다 P 407

20% (그림 4(a))과 P 407 23% (그림 4(b)) 모두 방사선 가교 이전보다 점막점착력

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P 407 23%, 카보폴 3%를 사용하여 제조한 하이드로

겔의 점막접착력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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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조사에 의한 폴록사머 (P 407) 하이드로겔의 개질

Poloxamer는 어느 온도와 농도 이상이 되면 스스로 마이셀 구조를 형성하여 겔이

되고, 그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다시 졸이 되는 가역적인 온도 전이성을 가

진다. 그러나 이러한 온도 전이성에 의해서만 형성된 poloxamer 겔을 구강점막에

붙이게 되면, 체온에 의해 일시적으로는 겔의 형태를 나타내지만 물리적 안정성이

취약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으로 겔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화학적

가교를 유도할 수 있는 diacrylatedpoloxamer (D-Pol)를 사용하여 하이드로겔의 기

계적 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Poloxamer를 acryloyl chloride와 반응시켜

poloxamer의 PEO 양 말단을 비닐그룹으로 치환시켰다. FTIR로 구조 분석을 해본

결과, Pol의 IR spectrum에서는 볼 수 없었던 acrylate의 카보닐 결합(C=O)의 흡수

파장이 1700 cm-1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 D-Pol이 잘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그림 1(a)). 또한, 1H NMR 로 분석한 결과 Pol의 PPO의 메틸기(-CH3) 피크

는 약 δ=1.4 ppm에서, PEO의 에틸렌(-CH2CH2-) 피크는 약 δ=3.7 ppm에서 관찰

되었으며 그림 1(b)에 나타내었다. 개질된 Pol의 양 말단에 치환된 비닐기는 δ=5.8

∼6.4 ppm 부근 세 개의 작은 피크를 통하여 치환을 확인하였고, PPO의 -CH3와

acrylate 그룹의 비닐기 피크의 proton 면적비를 비교하여 치환율이 약 85% 정도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D-pol 과 Pol의 (a) FT-IR 및 1H NMR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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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Pol 및 Pol 수용액의 졸-겔 상전이 diagram

일반적으로 Pol은 수용액의 농도가 18 wt% 이상일때 졸-겔 상전이 현상을 나타낸

다. Pol와 D-Pol의 농도를 18, 20, 25, 30 wt%로 변화시켰을 때의 상전이 온도를

inverting 법으로 측정한 결과, Pol은 전 농도 영역에서 온도증가에 따라 전형적인

졸-겔 상전이 현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D-Pol의 겔화 온도는 30 wt%는 거의

차이가 없고, 25 wt%은 약 1.5℃, 그리고 25 wt%은 3.3 ℃의 차이를 보여서 반응

전후의 온도가 비슷하였으나, 다시 겔에서 졸로 되는 온도는 25 wt%은 12 ℃정도,

20 wt%은 8 ℃ 정도 개질 전보다 낮은 온도에서 상전이 현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

다. 18 wt%의 D-Pol 수용액은 온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겔이 되는 상전이 현상을

보이지 않고 졸상태를 유지하였는데, 양 말단의 acrylate 치환그룹이 마이셀 구조

형성 및 packing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D-Pol의 30wt%

수용액은 겔은 되었으나, 80 ℃에 이르는 높은 온도에서도 졸이 되지 않고 계속 겔

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이는 말단에 있는 비닐그룹이 온도 증가로 인해 발생한 열

에 의해 가교구조를 형성하여 졸이 되는 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화학적 겔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개질 전후의 상전이 현상

을 비교한 결과, D-Pol이 상전이 되는 영역이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120 -

그림 7. 농도에 따른 Pol의 elastic moduls (G') 과 viscous modulus (G'') 변화;

(a) 18 wt%, (b) 20 wt%, (c) 25 wt%, (d) 30 wt%

그림 8. 농도에 따른 D-Pol의 elastic moduls (G') 과 viscous modulus (G'') 변화;

(a) 18 wt%, (b) 20 wt%, (c) 25 wt%, (d) 3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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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8은 온도 증가에 따른 졸-겔 상전이 거동을 elastic modulus(G′)와

viscous modulus(G″)로 평가하였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elastic modulus와

viscous modulus가 함께 서서히 증가하다가 어느 온도가 되면 elastic modulus와

viscous modulus가 교차되는 지점이 생기고, 그 이후 고체성 유변학적 성질인

viscous modulus가 더 커지게 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또한 두 그래프의 교차 지

점을 졸에서 겔로 상전이가 일어나는 온도로 평가하였다.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Pol 수용액의 농도가 18, 20, 25, 30 wt%로 증가함에 따라 상전이 온도는 32.1,

28.8, 23.9, 20.5 ℃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vial inverting 방법으로 측정한 졸-겔 상

전이 온도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개질 시킨 D-Pol 수용액의 경우

같은 농도조건에 따라 46.7, 33.4, 25.2, 21.3 ℃의 상전이 온도를 나타내었으며, 상전

이를 나타내는 온도가 개질 전보다 다소 상승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8).

개질 후에도 온도 증가에 따른 겔 형성을 확인하였고, 개질 전 후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diacrylation이 용액의 상전이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점막 부착성 하이드로겔의 제조

Pol 또는 D-Pol(20, 23 wt%)와 카보폴(0, 0.5, 1, 2 wt%) 함량을 달리한 수용액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화학적 가교가 유도된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점착성 고분자

인 카보폴의 함량이 하이드로겔의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여러

농도의 시료를 제조하고자 하였으나, 2 wt% 이상의 농도는 카보폴의 높은 점성 때

문에 수용액이 물리적으로 균일하게 섞이지 않아서 카보폴 농도는 최대 2 wt%까지

준비하였다. Pol 수용액으로 제조한 겔은 방사선을 조사한 후에도 일정한 형태를 가

지지 못하고 용액과 같이 흐르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화학적 가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교를 위한 라디칼이 형성되기 어려운

고분자 구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Pol의 말단에 비닐기를 도입시킨

D-Pol은 말단의 비닐기가 방사선에 의해 쉽게 라디칼을 발생시켜 공유결합을 형성

하고 결과적으로 화학적 가교가 이루어져 일정한 형태를 가지며, 기계적 성질과 물

성이 향상된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방사선을 이용한 가교 방법은 화학적 가교

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하이드로겔 제조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반응을 위한

열이 필요치 않으며 단시간에 반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응 중에 시료가 손상될

확률이 낮고, 사용하는 주형에 따라 여러 형태의 하이드로겔을 제조할 수 있었다.

점착성 고분자인 카보폴이 하이드로겔 팽윤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D-Pol의 농도는 20 wt%로 고정한 상태에서, 카보폴의 함량을 0, 0.5, 1, 2 wt%로

달리하여 합성한 하이드로겔을 실온의 pH 7.4의 PBS에서 팽윤 거동을 알아보았으

며 그 결과를 그림 9에 나타냈다. 측정 결과, 카보폴을 전혀 함유하지 않은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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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겔의 팽윤도가 17.7정도로 가장 높았으며 카보폴을 0.5 wt% 함유한 하이드로겔도

유사한 팽윤도를 보였다. 또한 카보폴 1 wt%와 2 wt% 함유된 하이드로겔은 이보

다 좀 더 낮은 팽윤도를 보였는데, 이는 카보폴의 함량이 높을수록 고분자 사슬간

얽힘(chain entanglement) 이 증가하여 물리적 가교도의 증가에 따른 팽윤도의 감

소로 사료된다.

그림 9. D-Pol 하이드로겔을 함유한 카보폴의 팽윤도

그림 10. Pol 및 D-Pol 하이드로겔을 함유한 카보폴의 점막 접착력

하이드로겔이 가진 점막부착성을 평가하기 위해 돼지 구강 점막에 대한 부착력을

측정하였다 (그림 10). Diacrylation 반응 전의 Pol과 반응 후의 D-Pol 농도를 20,

23 wt%로 고정한 후 각각의 카보폴 함량을 0, 0.5, 1, 2 wt%로 달리하여 총 8종류

시료를 준비하였다.

개질시키기 전 Pol로 제조한 하이드로겔은 화학적 가교가 거의 형성되지 않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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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그 중 가장 큰 점착성을 보인 Pol 23 wt%, 카보폴 2 wt% 시료 조차 6.24

kPa의 매우 작은 값을 보였고, 하이드로겔 내에서 분리가 일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말단 개질 후의 D-Pol로 제조한 하이드로겔의 부착성은 모두 90 kPa 이상

의 점착성을 가졌으며 크게는 120 kPa까지도 보였고, 하이드로겔과 구강점막 간 계

면에서 분리가 일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10에서 말단을 개질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해 가교가 잘 형성되어 하이드로겔의 물리적 강도와 탄성이 향상되었으

며, 더불어 개질 전에 비해 점착성이 약 40배 증가된 결과로부터 점막부착성이 획

기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Pol의 농도가 23 wt%인 시료는 20 wt%의 시

료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경향은 보였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또한, 카보폴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카보폴의 우수한 점착성에 의해 하이드로겔의 점착성이 증가하

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가장 높은 고분자 농도로 이루어져 가장 큰 점착성

을 가질 거라 예상했던 D-Pol 23 wt%, 카보폴 2 wt%로 구성된 하이드로겔은 오

히려 점착성이 크게 감소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고농도의 D-Pol과 카보폴이 높

은 점성으로 인해 용액 내에서 균일하게 섞이지 않아 불균일한 시료가 제조된 것으

로 사료되어, 점착성 향상을 위한 카보폴 함량은 2 wt% 미만이 적당할 것으로 생

각된다.

그림 11. 팽윤 상태에 따른 점막과의 접착력

또한, 하이드로겔의 팽윤 정도에 따른 점착성의 변화를 알아보았다(그림 11). 하

이드로겔의 팽윤은 고분자의 수화와 관련 있으며, 고분자가 수화된 정도는 부착력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D-Pol로 제조한 하이드로겔을 (a) 고분

자의 수화가 되지 않은 건조한 상태의 xerogel, (b) 수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

의 하이드로겔, 그리고 (c) 충분히 수화된 상태의 하이드로겔, 총 3가지 상태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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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여 측정하였으며 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b)의 경우가 가장 우수한 점착

성을 나타내었다.

(a)의 xerogel 시료는 고분자의 수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고분자와 점

막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한정적이라 낮은 점막부착성을 보인 것으로 사료되고, (c)

는 하이드로겔의 팽윤이 평형에 도달한 상태로서 내부와 표면의 과도한 수분이 고

분자와 점막 간 상호작용 및 수소결합의 형성에 방해가 되어 점막점착성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b)의 경우 고분자 사슬의 수화로 유동성이 확보되어 점막과 수소

결합 같은 원활한 상호작용에 의해 90 kPa에서 120 kPa까지의 우수한 점막부착성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하이드로겔을 구강점막에 부착시킨 후 부착시간

이 흐름에 따라 팽윤이 진행되며 팽윤이 어느 일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점착성이

최대가 되고, 그 이상의 팽윤이 이루어진 후에는 과도한 고분자의 수화와 표면의

수분에 의해 점착성이 다시 점차 감소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2. (a) Pol (2o wt%) 및 (b) D-Pol (20 wt%) 하이드로겔이 함유된 카보폴의

약물 (naproxen) 방출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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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 또는 D-Pol의 20 wt% 수용액에 naproxen 을 용해시키고 카보폴을 0, 0.5, 1

wt% 조건으로 첨가하여 제조한 하이드로겔 시료로 화학적 가교와 카보폴의 첨가가

naproxen의 방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림 12 (a)는 Pol로 제조한 하이드

로겔의 방출거동을, 그림 12 (b)는 D-Pol의 하이드로겔 방출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교가 잘 일어나지 않은 Pol 시료와 가교된 시료인 D-Pol, 두조건 모두 초기상태

에서도 약물의 burst effect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Pol의 온도감응성에 의해 체온

에서는 마이셀 구조를 이루며 겔을 형성하는 특성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카보폴

이 첨가되지 않은 Pol 시료는 8시간동안 95% 이상의 약물이 방출됨을 보였으나,

D-Pol 시료는 약 87%의 방출거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Pol의 말단 개질로 인해 하

이드로겔 매트릭스의 밀도가 강해졌으며, 가교구조의 강화로 인해 약물의 확산 속

도가 저하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카보폴은 자체적인 점착성으로 인해 농

도에 비례하여 약물 방출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12 (b)에서 알 수

있듯이, 카보폴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8시간동안 약 87%의 약물이 방출되었지만,

대부분 방출은 4시간 이내에 거의 이루어졌다. 카보폴 0.5 wt%와 1 wt%를 첨가한

경우 8시간동안의 약물방출은 각각 약 83%와 78%이었으며, 약물방출의 반감기가

3.5시간 전후로서 관찰시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방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카보폴의 첨가로 인해 하이드로겔 매트릭스의 밀도가 강화되었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서방성 방출 거동 을 갖도록 D-Pol과 카보폴로 제조한 겔을 상처

부위에 부착 후, 약 8시간 마다 반복적인 교체를 통해 약물을 투여한다면 지속적인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3은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약물이 함유된 D-Pol 하이드로겔의 동물 실

험결과이다. rat의 등쪽 피부에 6 mm의 상처를 내고, 생리식염수 (control), 0.1%

triamcinolone acetonide 용액 (1% sol’n), 0.1% triamcinolone acetonide 하이드로겔

(1% patch), 약물이 로딩되지 않은 하이드로겔 (blank patch)을 적용한 후, 1, 2, 5,

8, 11, 15일에 피부의 상처 치유를 확인하였다. 1, 2일차에는 각 처리군 간의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5일차에는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약물처리시 회

복속도가 빨라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8일차에 상처지유를 확연히 관찰할 수 있었으

며, 특히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하이드로겔 처리시 가장 작은 상처 크기를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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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약물이 함유된 D-Pol 하이드로겔의 동물

실험결과

그림 14.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약물이 함유된 D-Pol 하이드로겔의 구강점막

부착 후 조직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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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는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약물이 함유된 D-Pol 하이드로겔의 구강점막

부착 후 조직 관찰 결과이다. Rat의 왼쪽 뺨 안쪽 buccal 부분에 biopsy punch를

이용하여 지름 4 mm의 상처를 내고 생리식염수 (control), 0.1% triamcinolone

acetonide 용액 (1% sol’n), 0.1% triamcinolone acetonide 하이드로겔(1% patch), 약

물이 로딩되지 않은 하이드로겔(balnk patch) 적용 후 2, 8일에 조직 재생을 관찰하

였다. 조직변화는 hematoxylin과 eosin 염색으로 확인하였다. 2일차에는 각 처리군 

간 크게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하이드로겔 처리시 

비교적 염증 반응이 완화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8일차에는 상처 표면이 회복되면

서 상피세포가 재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약물 함유 하이드로겔 (1% patch)

처리 시 가장 빨리 조직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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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점막 부착용 고분자 개발

- 방사선을이용한구강점막용부착제제 8종개

발

- 점막부착용하이드로겔가교율 80% 이상

30 100 국외논문 1건

점막 부착력 평가

- 점막 부착력 45 kPa 이상

-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한 은나노 입자

함유 하이드로겔 황색포도상구균에 대

한 항균효과 우수

20 100

마이크로 하이드로겔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마이크로 하이드로겔 2종

개발 (ethyl cellulose, polyacrylic acid)

-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제조된

마이크로 하이드록겔의 입자크기 가 작

아지고, 입자 분포도 좁아짐

- 평균 입자크기 100 μm 이하.

20 100 특허출원 1건

점막 부착성 고분자에

의한 약물방출 서방화

- 암포테리신 B, L-아르기닌, 점착성 고

분자 및 온도감응성 고분자를 포함하는

용해도 개선 및 방출속도 제어능을 갖

춘 하이드로겔 제형개발..

- 구강내 약물 방출 2주간 85% 누적 방

출 통한 약물 용해도 개선.

30 100

특허출원 1건,

특허 등록 1건,

국내논문 1건

총계 100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방사선 가교에 의한

이중구조의 구강점막

제형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하여 폴리아크릴산 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에 약물보호지지층

으로 폴리메타아크릴산 공중합체를 코

팅하여 이중구조의 구강점막 제형 개

발.

-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가교율 90 % 이

30 100
특허출원 1건,

국외논문 1건,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제1절 목표달성도
1. 1차년도 연구목표

2. 2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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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및 30,000% 이상의 팽윤도 확인함.

- 폴리메타아크릴산 공중합체로 구성된

약물 보호 지지층의 경우 고분자 농도

및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서 점막과의 접

착성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함.

점막 부착력 및 분해성

평가

- 폴리아크릴산으로 구성된 점막 부착층

하이드로겔의 구강점막과의 접착력 60

kPa 이상의 우수한 접착력 확인.

- 구강내부와 동일조건인 Phosphate

Buffer Saline (pH 7.4)에서 5시간 이상

의 우수한 분해 잔류시간 확인.

20 100 국내논문 1건

방사선에 의해 개질된

고분자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하여 수렴 및 방부, 항균

기능을 가지고 구취제거에 효과적인 산

화아연 및 염화아연이 첨가된 폴리아크

릴산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개발.

- 가교율 80 % 이상 및 80 kPa이상의

우수한 점막 접착력을 확인하였으며,

E. coli 와 S. aureus 에 대한 우수한 항

균력을 확인.

- Diacrylated poloxamer에 점착성 분자

인 카보폴을 혼합하여 점막 부착성 하이

드로겔 제조기술 개발

- poloxamer의 말단을 비닐 그룹으로 개

질함으로써 화학적 가교 구조를 도입하

여, 기계적 물성 및 점막 부착성을 크게

향상시킴. (점막 접착력 130 kPa 이상,

elastic modulus 100kPa 이상)

20 100
국내 논문 1건

국외 논문 1건

약물로딩 및 방출 거동

평가

- 폴리아크릴산 수용액에 질산은

(AgNO3) 첨가 후, 방사선을 조사하여 은

나노입자가 함유된 폴리아크릴산 하이드

로겔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여 E. coli 와

S. aureus에 대한 우수한 항균력 확인.

- 폴리아크릴산 하이드로겔 제조후,

스테로이드성 항염제인 트리암시론아세

토니트 용액을 성공적으로 로딩 함.

- Diacrylated poloxamer와 점막 부착성

고분자 카보폴을 용해 시킨 후, 비스테로

이드성 항염제인 naproxen을 완전히 용

해 시켜, 전자선을 조사하여 하이드로겔

을 합성 함.

- 스테로이드성 함염제 트리암시론아세

토니트 용액이 첨가된 폴리아크릴산 하

30 100 국외논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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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로겔의 5시간 동안 90%의 약물이

방출되는 거동을 확인함.

총계 100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약물 방출 거동 평가

- 유변학적 거동과 팽윤 거동이 우수한

D-Pol 20%과 카보폴 1%의 하이드로겔

에 항염증제인 Triamcinolone acetonide

을 로딩하여 48시간 까지 지속된 약물

방출 거동 확인

20 국외논문 1건

항균성평가

- E. coli, S.aureus, S. epidermidis, C.

albicans에 4종에 대한 우수한 항균성 확

인

20
특허출원 1건

국내논문 1건

동물 실험효능평가

- Rat의 왼쪽 뺨 안쪽 buccal 부분에

biopsy punch를 이용하여 지름 4 mm의

상처를 내고 생리식염수 (control), 0.1%

triamcinolone acetonide 용액 (1% sol’n),

0.1% triamcinolone acetonide 하이드로

겔(1% patch), 약물이 로딩되지 않은 하

이드로겔(balnk patch) 적용 후 조직 재

생을 관찰.

- 2일차에는 각 처리군 간 크게 유의차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트리암시놀론 아

세토니드 하이드로겔 처리시 비교적 염

증 반응이 완화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8일차에는 70% 이상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 표면이 회복되면서 상피세포가 재

생됨을 확인.

30

약물 전달체 성능 및

안정성 평가

- L-929 cell을 CCK-8 assay를 이용하

여 세포독성 측정결과 PAA 하이드로겔

의 농도가 100 mg/ml 인 경우에도 약

83%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냈으며, 5

mg/ml 농도의 경우에는 약 95% 이상의

생존율을 나타냈고, 2.5 mg/ml 이하의

농도에서는 100%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

내어 독성이 없음

- Pol과 D-Pol로 제조된 하이드로겔 제

30

3. 3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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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구강점막세포인 KB cell에 대하여 

방사선 가교 전후의 하이드로겔을 적용

하여 MTT 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의할 

만한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음.

- 경희대 치의학전문 대학원 구강악 안

면외과에 구내염 발생환자를 대상으로

자원자를 모집하여 임상실험 실시.

- 임상적용이 쉽고, 환자의 거부감이 없

으며, 원하는 부위에 선택적으로 적용 가

능

-점막 접착성이 우수하여 쉽게 탈리되지

않고 장기간 부착 가능

부착 전 부착 후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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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RT 산업의 55%를 점유하는 RT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법보다 방사선을 이용함으로서 고품질의 제

품 생산이 가능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관련 산업이 RT산업의 주요 기

술로 자리잡고 있다.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구강점막 부착용 겔로도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

을 제조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어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

여할 수 있다.

- 생체 재료는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위를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목적

으로 사용되는 재료임. 의료용 재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는 고분자 재

료이며, 이것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개질하여 여러 가지 화학적 기능을 도입

할 수 있으며, 관, 필름, 섬유, 겔 등으로 가공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 이러한

생체 재료는 신체와 접촉하므로 독성이 없고, 신체의 거부반응을 최소화하는

성질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데, 방사선을 활용하면 독성 물질 첨가를 최소화

할 수 있어서 신 재료 개발의 우수한 도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본 연구를 통하여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구강 부착용 하이드로겔을 세계 최

초로 합성하였으며, 동물 실험과 임상실험을 통하여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크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다양한 약물전달체, 인공 연골등을 개

발하는 원천 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제2절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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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측면

- 본 연구팀의 세계수준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기존의 제조방법과

는 차별화된 방사선 융합기술이 접목된 구강점막 부착제제 개발을 통한 공정

의 단순화와 효능 극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를 통해 제조된 구강 점막 부착제재는 상처 또는 염증 부위에 직접

작용하므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방사선으로 제조되어 기타 화

학물질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실용화과제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기존 화학적 가교법에 의해 제조된 제

품과 비교검증 절차와 전임상과 임상단계를 거쳐 안정성 및 효능에 대한 2차

검증을 실시하여 기술 상업화가 가능ㅎ 라 것으로 기대된다.

-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위를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

는 의료용 재료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는 고분자 재료이며, 본 연구 개

발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분자 재료에 방사선을 활용하면 독성 물질 첨가를 최

소화할 수 있어서 신 재료 개발의 우수한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적 측면

- 국내 잇몸질환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100-140억원 규모인 페이스트 제품

시장과 경구용 시장을 합쳐 700-800 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15%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만큼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사선을 이용한 구강점막 부착용 약물전달체는 국내

외적으로 전무하므로 그 경제적 이득은 막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적 측면

- 방사선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인공관절의 수명연장, 화상/상처 드레싱의 보건

의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약물 전달체 드레싱, 항암

약물전달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인공장기, 의료품을 생산할 수 있어 방사

선의 사회적 친밀성을 향시킬 수 있다.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점막 부착용 하이드로겔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을 제조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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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제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연구 수행을 위하여 수집한 연구 논문 및 특허 다수

○ 외국 전문가 국내 방문시 지참한 연구 논문 및 발표 자료 다수

○ 국제학회에서 참가하여 수집한 초록집 다수
∙ Asian conference on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2010(AsianNANO

2010) 학회 참석 (박종석, 2010년 10월, 일본 동경)

: 기능성 나노입자에 관련된 논문 발표, 나노재료, 생체재료를 이용한 생체공학

적 응용, 다기능성 나노입자에 대한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Nanotech conference ＆ expo 2011 학회 참석 (박종석, 2011년 6월, 미국 보스

턴) : 기능성 나노입자에 관련된 논문발표, 나노재료, 생체재료를 이용한 생체공

학적 응용, 다기능성 나노입자에 대한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 3rd ABMC (THE 3RD ASIAN BIOMATERIALS CONGRESS) 학회참석 (박

종석, 2011년 9월, 대한민국 부산) : 생체재료를 이용한 조직공학적 응용에 대한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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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전문기관의

수정․보완요구사항
수정․보완요구사항 반영내용 요약

적용

페이지

1

임상시험에 대해 새로운 

실적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으나, 상용화 

및 실용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함

-상용화 및 실용화를 위한 추가 검증 단계로서 줄기세포의 

소재 내 분화와 관련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추가 연구 종료 후 시제품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p. 133

2

방사선 가교/그라프트 

기술에 대한 내용 보강 

필요

- 본 과제의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인공피부의 제조기술은 

가교와 멸균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방사선 조사량의 조절

만으로 효과적이고 재현성 있는 인공피부 모델의 개발이 

가능하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물실험 대체용 피부

는 물론 화상 및 상처 치료용 인공피부 등에 이용이 가능

함.

p. 33, 140, 

141

3

최종보고서에 

연구성과의 활용 계획 

및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필요함

- 공동연구중인 화장품 회사들을 대상으로 시제품 발송 후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

해 시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제품화 전략을 세울 계획임.

p. 133, 141

4

다른 방법으로 만든 

고분자 재료와 비교 

실험 필요

-기존의 방법으로 수행된 생체활성인자 고정화법에 있어서, 

특히 EGF 고정화는 합성된 PCL-PEG-NH2 기반 나노섬

유에서 연구되었으나, EGF의 고정화율은 약 0.01%미만이

었음(참고; Biomaterials 29(2008) 587-596).            

 

- 그러나 본 과제에서는 EGF가 약 50-85%의 수율로 고정

화되었으며, 젤라틴은 약 20%이상의 고정화율을 나타내어 

방사선 기반 고정화 기술이 타 방법에 비해 보다 높은 수

준의 표면 개질능을 나타냄

p. 132-133

5
임상 실험 후 

기술이전이 필요함

- 추가 검증연구 및 시제품의 임상 실험이 종료되면 적극적

인 기술이전 설명회 및 홍보를 통해 ㈜제닉, ㈜에코산업 

등의 화장품 회사에 개발된 기술을 이전할 계획임.

p. 133

붙임 수정․보완요구사항 반영내역

▣ 과제명 : 방사선이용 다기능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제조기술 개발

▣ 주관연구기관(책임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윤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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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1-0030589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09.10.01~

2012.09.30

단 계

구 분
1/1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방사선융합기술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방사선 융합 고성능 생체모사용 소재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방사선 이용 다기능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제조 기술 개발

연 구 책 임 자 임윤묵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 18명

내부: 3명

외부: 15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 175,000 천원

기업 : 100,000 천원

계 : 275,000 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 18명

내부: 3명

외부: 15명

총연구비

정부 : 545,000 천원

기업 : 300,000 천원

계 : 845,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공업환경연구부

참여기업명 제닉(주)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충남대학교 연구책임자 : 김소연

요 약 보고서면수

○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고분자 및 천연/합성고분자 복합체

기반의 지지체의 개발은 물론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제조기술을 확립하였음. 특히,

개발된 인공피부용 지지체의 표면 특성 개선기술과 세포 흡착 및 증식능을 조절할 수

있는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기능기들의 도입 및 도입량 조절이 가능해짐.

○총 8종의 인공피부용 고분자 지지체를 개발하였으며, 80% 이상의 높은 겔화율과 기계적

물성, 80% 이상의 생체적합성 및 150% 이상의 세포 흡착율과 세포 증식능을 가지는 지

지체를 개발하였음.

○성체줄기세포의 분화유도기술 개발을 통한 인공피부 모델 형성을 위해 성체줄기세포의

피부세포 분화여부 판단을 위한 인볼루클린 발현에서, EGF/젤라틴 복합고정화시 약

2-3배 높은 인볼루클린의 발현으로 피부세포로의 분화가 촉진되고 있음은 물론 복합고

정화 물질의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였음.

○인공피부 모델의 피부독성, 부식, 주름개선, 미백 등 화장품에 대한 시험법 평가 결과,

본 과제에서 개발된 인공피부용 지지체는 약물 및 화장품 시험용 인공피부 모델로 활용

이 가능함을 입증하였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어
방사선 가교, 방사선 그라프트, 인공피부, 세포지지체, 전기방사,

나노섬유, 조직공학

영 어
Radiation crosslinkling, radiation grafting, artificial skin,

cell-scaffold, electrospinning, nanofiber, tissu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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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 이용 다기능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제조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유럽(EU지역)에서 2009년 3월부터 동물실험에 의한 화장품의 안전성 확인시험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동물을 쓰지 않는 신속하고 신뢰성 높은 대체법 개발과 동물

대체시험법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EU의회는 “동물의 복지가 인간의 허영에

우선한다” 며 2009년부터 유럽 내 27개국에서 동물실험을 통해 만든 화장품의 생산

과 판매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EU의회는 동물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 완제품은

물론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 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고, 유럽대체실험검증센터

를 세워 민간에서 개발되는 대체실험법의 인가를 맡기고 있다. 이에 유럽은 물론

선진국에서는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지체 제조 기술 및

세포 배양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화상상처치료용 등의 목적으로 인공피부를 개발하고 있으나,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인공피부 개발은 전무하며, 이러한 생체 모사용 소재의 개발에 있어

방사선을 이용하는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유일하며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지금 ‘인공피부’ 개발 전쟁 중에 있으며, 뉴욕타임스

는 “인공피부 개발이 화장품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랐

으며, 과학자들이 이 연구에 열광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시점에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피부의 개발 기술은 우리나라의 조

직공학 및 생체재료 분야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물실험으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나 실험동물 구입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기술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동물실험 대신으로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의 안전성을 확인

하고 신뢰성 높은 대체법을 추구하기 위해 다기능성 인공피부를 개발하기 위해 방

사선 기술을 이용한 세포배양용 고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과 전기방사 기술을 이용

하여, 생분해성이 우수한 천연고분자와 물리적 특성이 우수한 합성고분자로 이루어

진 다공성의 3차원 가교구조를 가진 고분자 인공피부의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인공

피부 모델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본 과제의 성공적인 결과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생체활성물질을 도입하여 생물학적

기능성을 높이는 연구가 완료되면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개발이 완료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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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방사선을 이용한 세포 배양용 지지체 제조 기술 개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다공성의 3차원 가교구조를 가진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천

연고분자와 물리적 특성이 우수한 합성고분자로 이루어진 고분자 인공피부를 제조

하여 이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 방사선 가교/그라프트를 이용한 3차원 다공성 세포 지지체 제조

- 천연고분자를 이용한 다공성 세포 지지체의 제조

- 천연고분자와 합성고분자로 이루어진 고분자 지지체의 제조

○ 전기방사를 이용한 천연/생분해성 고분자 나노섬유 지지체 제조

- PLCL/MC 세포지지체의 제조

- Gelatin-AAc-PLCL 세포 지지체의 제조

- RGD immobilized AAc-PLLA 세포 지지체의 제조

■ 인공피부 모델 형성 기술 개발

다공성의 3차원 가교구조를 가진 고분자 인공피부의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피부세

포배양 기술과 융합하여 인공피부 모델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In

vitro 실험을 통하여 효소반응에 대한 생분해성 속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교

도, 성분 조성비 등의 영향인자 특성을 조사하여 적절한 생분해 속도를 갖는 고분

자 인공피부를 제조하였다. 또한,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로서의 유용성을 검토하

기 위한 투과특성을 고분자 인공피부의 가교도, 구성 성분비 및 solute의 특성에 따

라 측정하였다.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한 생체 친화성 필름형 지지체 제조 기술 개발

- 감마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지지체의 특성 조절

- 전자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지지체의 특성 조절

○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생분해성 지지체의 특성 분석과 피부 세포 배양 기술

개발

- 세포 흡착능 평가

- 지지체에 따른 세포 흡착 형태 분석

- 지지체에 따른 세포 증식율 평가

○ 인공피부 모델 형성 기술 개발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합성

- 천연/합성고분자 복합체 인공피부의 생분해성 평가

- 천연/합성고분자 복합체 인공피부의 in vitro상에서 약물방출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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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합성고분자 복합체 인공피부의 in vitro상에서 투과특성 평가

■ 인공피부 모델의 특성 평가

제조된 고분자 인공피부의 생체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공피부와 인공피부의 분

해산물에 대한 세포독성 실험을 실시하였고, 제조된 고분자 인공피부의 피부세포의

점착력 및 세포증식에 관한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동물실험 대

체용 인공피부 제작을 위한 최적 방사선량 결정 후 아크릴산 크라프트 조건을 확립

하였다. 생체활성물질로써 피부세포 증식 및 분화에 영향을 주는 EGF와 세포 흡착

및 증식에 영향을 주는 젤라틴을 복합 고정화함으로서 EG-AP 지지체를 개발하였

다. EG-AP에서 성체줄기세포의 흡착 및 증식을 분석하였으며, 피부세포로의 분화

를 평가하였고, 화장품 시험법을 적용하여 제작인 인공피부를 이용한 화장품 소재

의 평가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다.

○ 천연/합성고분자 복합 지지체 제조를 위한 최적 방사선량의 결정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한 전기방사 나노섬유 지지체의 기능성 부여

- 생체활성물질 고정화 및 고정효율 최적화

○ 형성된 인공피부의 형태학/조직학적 (H&E, MTT, Immunostainning 등) 세포

성장 평가

- 인공피부에서의 성체줄기세포 흡착 분석

- 인공피부에서의 성체줄기세포 증식 분석

- 복합고정 기술 개발 및 세포 흡착/증식 분석

○ 성체줄기세포의 분화유도 평가

- 성체줄기세포의 피부세포 분화 평가

○ 화장품에 대한 시험법 모델 평가

- 화장품 독성평가

- 화장품 피부 부식 평가

- 주름 개선 평가

- 미백 특성 평가

Ⅳ. 연구개발결과

■ 방사선을 이용한 세포 배양용 지지체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 가교/그라프트를 이용한 3차원 다공성 세포 지지체 제조

- 화학 가교제 대신 방사선 가교/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고분자 기반의

3D 다공성 세포 지지체인 water-soluble chitosan/alginate/gelatin(WAG)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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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를 개발하였다.

- 개발된 WAG 지지체는 아미드/에스테르 결합으로 연결된 공극구조를 가짐으

로써 우수한 기계적 강도 및 수분 안정성(37 ℃, 인산염 완충용액에서 5일

이상 형태 유지됨), 80% 이상의 세포 부착성, 200 kPa 이상의 압축강도로 우

수한 물성을 나타내었다.

- 또한, 방사선 가교/그라프트를 이용한 천연/합성 고분자 기반의 3D 다공성

세포 지지체인 hyaluronic acid/chondroitin sulfate/PVA(HA/CS/PVA),

hyaluronic acid/chondroitin sulfate/PAAc(HA/CS/PAAc) 지지체 2종을 개발

하였다.

- 합성된 천연고분자 유도체 HA/CS는 FT-IR, NMR을 통해서 구조를 확인하

였고, 제조된 HA/CS/PVA, HA/CS/PAAc 지지체는 70% 이상의 가교율,

80% 이상의 함수율로 우수한 물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효소농도 및 조성비

에 따른 지지체의 생분해속도 조절을 위한 지표를 수립하였다.

○ 전기방사를 이용한 천연/생분해성 고분자 나노섬유 지지체 제조

-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천연/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나노섬유 세포 지지체인

poly(L-lactide-co-caprolactone/marine collagen(PLCL/MC), gelatin/acrylic

acid/PLCL(Gelatin/AAc/PLCL), RGD/acrylic acid/poly(L-lactic

acid)(RGD/AAc/PLLA) 지지체 3종을 개발하였다.

- 개발된 PLCL/MC, Gelatin/AAc/PLCL, RGD/AAc/PLLA 세포 지지체는 4.5

MPa 이상의 인장강도, 80% 이상의 세포 부착/생장률과 방사선 조사선량 50

kGy 까지도 안정한 지지체 형태와 수분안정성을 나타내었다.

■ 인공피부 모델 형성 기술 개발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한 생체 친화성 필름형 지지체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 그라프트/전기방사 기술을 이용하여 평균 섬유 직경은 700 nm 이하

의 생체 친화성 필름형 지지체인 Poly(L-lactide)(PLLA), Poly(L-lactide-co-

ε-caprolactone)(PLCL) 지지제 2종을 개발하였다.

- 감마선/전자선을 이용하여 생분해성 지지체의 표면개질조건을 확립하여, 감

마선을 이용한 아크릴산 그라프트시 감마선 15 kGy 이하에서 80% 이상의

그라프트율을 달성하였고, 전자선을 이용한 아크릴산 그라프트시 전자선 20

kGy 이하에서 TBO 흡착량 400 μmol/mg 이상을 달성하였다.

- 특히, 지지체의 표면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기술 개발로, 지지체 표면에

카르복실기, 아민기 등의 기능기 도입 및 도입량의 조절이 가능하여 히드록

실기와 아민기 도입율 30% 이상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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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생분해성 지지체의 특성 분석과 피부 세포 배양 기술

개발

- 지지체 표면의 친수성 조절을 통한 세포 흡착 및 증식능을 조절할 수 있는

자체기술 개발하였다. 이러한 지지체 표면 개질의 특성에 따른 세포 흡착 형

태 분석 및 세포 증식율을 평가해본 결과, 세포 흡착율은 150% 증가하였고,

흡착된 세포의 장기간 증식능을 평가해본 결과, 7일간 150% 이상의 성장률

이 관찰되었다.

○ 인공피부 모델 형성 기술 개발

- 천연/합성고분자 복합지지체인 HACS/PVA, HACS/PAAc의 가교도 및 성분

비 조절을 통한 생분해 속도를 조절하여, hyaluronidase 분해효소 적용 초기

부터 14일까지 분해속도를 조절하였다.

- 지지체의 조성비 및 약물 특성에 따른 영향인자의 조절을 통한 적절한 약물

방출 profile과 kinetics 재현하여, 10% 이상의 약물 봉입량 및 방출량 조절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약물분자량이 300 이하(theophylline)인 약물의 경우 약물

방출율은 95% 이상이었고, 약물분자량이 300 이상(cefazoline)인 약물의 경우

약물방출율은 80% 이상이었다.

- 약물투과실험 장치인 Frantz cell을 이용하여 지지체의 solute permeation 특

성 분석 및 각 영향인자의 조절을 통한 투과율 조절 실험 결과, 약물분자량

이 300 이하(theophylline)인 약물의 경우 85% 이상의 약물 투과율을 나타내

었고, 약물분자량이 300 이상(cefazoline)인 약물의 경우 60% 이상의 약물 투

과율을 나타내었다.

■ 인공피부 모델의 특성 평가

○ 세포배양 지지체 제조를 위한 최적 방사선량 결정

- 전기방사기술을 이용해 PLCL 나노섬유 지지체의 최적 제작조건(나노섬유 직

경 700 nm)을 확립한 후 감마선 조사량 및 아크릴산 농도 최적화를 통해 아

크릴산이 도입된 PLCL 나노섬유형 지지체를 개발하였다(아크릴산 도입율:

0.1-1.2 mM/mg 나노파이버).

- 세포증식 및 피부분화 촉진 생체활성물질인 EGF를 도입하여 표면 특성 분석

을 통해 EGF의 도입을 평가하였으며, ELISA 방법을 통해 EGF의 도입효율

을 평가하였다. EGF 반응 농도별로 10 ng/mL에서는 약 8 ng/mesh, 100

ng/mL에서는 78 ng/mesh, 200 ng/mL을 반응했을 경우 175 ng/mesh로 모

든 조건에서 약 80%에 육박하는 EGF 고정화율을 확보하였다.

○ 형성된 인공피부의 형태학/조직학적 세포성장 평가

- 제작된 인공피부에 성체줄기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의 흡착 경향을 형광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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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분석하였다. 배양 7일 후 배양된 성체줄기세포의 aspect ratio는 1일차

의 1.12, 1.27, 1.33에서 2.5, 2.7, 2.6 (각각 E-AP 10 ng, 100 ng, 200 ng)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

- EGF가 농도별로 도입된 E-AP 지지체 (10 ng-200 ng) 위에서의 성체줄기세

포의 증식은 모든 E-AP가 1일차에서 PLCL 대비 약 1.1배의 흡착율을 보여

주었으나, 7일간의 배양 후 E-AP_200 ng는 지속적으로 세포증식을 촉진하여

약 120%의 세포증식율을 보여주었다.

- EGF외에 세포흡착 및 증식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성 생체활성물질로 젤라틴

을 추가 고정 하였으며, 젤라틴은 EGF와의 중첩없이 약 200 ug/mesh가 고

정되었다(EG-AP). 또한, EG-AP지지체에 성체줄기세포를 배양한 결과 1일차

에서 PLCL 대비 약 1.4배(PLCL: 0.119) 높은 세포 흡착율을 보여주었으며, 3

일차, 7일차에서 더욱 확대되어 각각 약 1.7배, 2.4배의 높은 세포 증식율을

보여주었다. 세포증식 여부는 형광현미경에서도 7일 간의 배양 후 세포가 지

지체 전부를 완전히 뒤덮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성체줄기세포의 분화유도 평가

- 성체줄기세포의 피부세포 분화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지체위에서 14일간 배

양한 후 피부세포 분화 마커인 인볼루클린(involucrin)을 면역형광염색을 실

시하였다. EGF의 영향으로 EGF의 발현은 E-AP와 EG-AP에서 AP 지지체

보다 약 2-3배 높은 인볼루클린의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피부세포로의

분화가 촉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화장품에 대한 시험법 모델 평가

- 화장품에 사용되어왔던 항균제를 대상으로 EG-AP 지지체위에서 세포를 배

양한 후 향균제도 농도별 독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살리실산, 포름알데히드,

메틸파라벤을 처리하였으며, 화장품 개발 가이드 라인을 충족하는 결과를 획

득할 수 있었다.

- 화장품 원료의 피부부식 평가에서도 대표적인 피부부식성 물질인 포타슘하이

드록사이드를 3분, 60분 처리했을 때 EG-AP는 정확하게 세포증식이 50%이

상 감소함으로서 EG-AP가 피부부식 평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 주름 개선 효과의 평가를 위해 주름 개선 물질인 EGF수용액을 추가 처리한

후 주름개선 마커인 세포의 콜라젠 발현율을 비교해 본 결과, EG-AP에서

성장한 성체줄기세포에서 100 ng/mL EGF를 처리했을 때 약 140%의 콜라젠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10 ng/mL 일때는 130%, 1 ng/mL을 처리했을 경우 약

120% 콜라젠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지지체에 고정화된 EGF는 성체줄기세포의 피부세포 (keratinocyte)로의 분화

를 촉진했지만, EG-AP에서 멜라닌이 거의 검출되지 않은 것을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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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anocyte로의 분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scorbic acid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신규합성되는 멜라닌의 농도가 증가하는

데 이는 인체 피부 대체용 인공피부는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기술적 측면

- 각종 스킨케어용 마스크, 화장품 및 약물 평가를 위한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

피부는 물론, 피부 궤양, 화상, 재활, 외상 등의 치유에 필요한 피부 이식이 필

요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생인공피부 개발을 위한 응용 기술로도 활용

함.

- 생체적용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본 연구개발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의료

기기 산업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물론, BT-RT 융합기술 기반 구축을 통한 선

진기술의 선점과 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본 연구과제의 기반기술인 방사선 융합기술은 천연고분자의 가교기술은 안전

소재개발 이외에 타 분야의 보건위생용 흡수제를 비롯한 생활용품의 생산에도

활용함.

○ 경제적 측면

- Cell based artificial skin은 매우 고가이므로 비용 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본 기술 개발 결과를 토대로 한 인공피부의 국산화로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자 함.

- 본 연구결과는 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국내외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새로

운 산업의 창출은 물론 선진 경제 대국으로 진입을 도모하는 데 활용함.

- 로레알의 에피스킨, 맷텍의 에피덤과 같은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를 개발

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품 시장인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사회적 측면

- 원자력 기술(RT)과 생명공학기술(BT)을 연계하여 기술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인체적용 안전소재를 홍보함으로써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에 기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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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Development of multi-functional artificial skin for substitution of animal test by

radiation

Ⅱ.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european commission has presented its yearly report on "alternative

methods to animal tests in the field of cosmetics"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The cosmetics directive prohibits animal testing in the EU of

finished cosmetic products since 2004 and animal testing of ingredients of

cosmetic products has been prohibited since 2009. A marketing ban is also in

place which prohibits selling in the EU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ingredients

which have been tested on animals irrespective of the place of the testing after

March 2009.

Many scientists and governments say that animal testing should cause as little

suffering as possible, and some argue that alternatives to animal testing need to

be develope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skin is conductive to reduce the high

expenses for animals and minimize the ethical problems due to animal testing.

Therefore considerable effort have been made to develop artificial skin for

animal testing alternatives and numerous promising techniques are currently

being developed to fabricate the artificial skin scaffold in europe and developing

countries. In Korea, artificial skin is being developed for burn wound healing,

but not for the replacement of animal experiments.

Therefore, in this project, we newly developed the polymeric artificial skin with

good biocompatibility and physical property by using radiation technique. The

radiation is recognized as a very suitable tool for the formation and modification

of those functional biomaterial. The radiation process has various advantages

such as easy process control, possibility of combining the formation and

sterilization in one step, no necessity to add any initiators and crosslinkers

possibly harmful and difficult to remove.

In this respect, we focused on the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rtificial

skin model composed of biocompatible natural polymer and synthetic polymer

with high mechanical property for alternative tests to animal experiments. In

addition, our developed multi-functional artificial skins were characteriz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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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itutes for animal tests such as toxicity, whitening, wrinkle improvement,

skin cauterization and skin sensitivity.

Further additional studies for increasing of biological functionality is completed,

our successful outcomes in this project could be expected to useful alternative

method for animal experiments.

Ⅲ.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Development of three dimensional (3D) scaffolds for cell culture by radiation

In this study, we designed the porous artificial skin scaffolds composed of

biocompatible natural polymer and synthetic polymer with high mechanical

property with 3D network structure and evaluate their physicochemical

properties.

○ Fabrication of 3D porous scaffolds by radiation crosslinking/grafting

- Fabrication of 3D porous scaffolds composed of biocompatible natural

polymer

- Fabrication of 3D porous scaffolds composed of biocompatible natural

polymer and synthetic polymer

○ Fabrication of 3D porous scaffolds composed of biodegradable natural

polymer by electrospinning method

- Fabrication of PLCL/MC 3D porous scaffolds

- Fabrication of Gelatin-AAc-PLCL 3D porous scaffolds

- Fabrication of RGD immobilized AAC-PLLA 3D porous scaffolds

■ Development of artificial skin model

In this study, to evaluate the feasibility as a artificial skin model for alternative

tests to animal experiments, the permeation properties of polymer artificial skin

were investigated depending on the crosslinking density, composition and solute

properties. Aldo, we investigated the enzymatic degradation kinetics of polymeric

artificial skin and their influence factors such as crosslinking density and

composition of polymer matrix.

○ Preparation of biocompatible film type scaffolds by radiation grafting

- Controlling the characteristics of biodegradable scaffolds by gamma 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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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ling the characteristics of biodegradable scaffolds by electron beam

○ Development of cell culture technique for biodegradable scaffolds using

adult stem cells

- Evaluation of cell attachment for biodegradable scaffolds

- Evaluation of cell morphology for biodegradable scaffolds

- Evaluation of cell proliferation rate for biodegradable scaffolds

- Development of artificial skin model through cell culture

○ Development of artificial skin model

- Fabrication of natural/synthetic polymer based HA/CS/PVA and

HA/CS/PAAc hydrogel by radiation

- Evaluation of biodegradablity of polymer artificial skin

- Evaluation of in vitro drug release characteristics for natural/synthetic

polymer based artificial skin

- Evaluation of in vitro permeation characteristics for natural/synthetic

polymer based artificial skin

■ Characterization and evaluation of artificial skin model

The cytotoxicity test of polymeric artificial skin and its degradation materials

were performed to confirm their biocompatibility and the adhesion and

proliferation properties of cells on the synthesized polymeric artificial skin were

investigated. Ideal radiation doses and acrylic acid grafting condition on the

substrates also were optimized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skin replacing

animal experiment. EG-AP scaffolds as artificial skin for replacing animal

experiment model were developed by co-immobilizing EGF and gelatin as

essential bioactive molecules to regulate skin development including

differentiation and cell adhesion and proliferation. Furthermore, adherent

properties and proliferation of the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were

investigated, and differentiation to skin constitutes also induced on the scaffolds.

Finally, actual function of our artificial skin, EG-AP scaffolds, was evaluated

whether it can play a role to measure the properties of raw materials used in

the development of cosmetic products using the cosmetics development guideline.

○ Optimization of ideal radiation doses for development of natural/synthetic

polymer-based multi-functional scaffolds

- Functionalization of electrospun nanofibrous meshes using radiation-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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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fting technology

- Immobilization of bioactive molecules and optimization of immobilizing

yield of bioactive molecules

○ Evaluation of cellular activity on the artificial skin

- Investigation of adherent profile of the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 Investigation of proliferation of the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 Development of co-immobilization technology of the bioactive molecules

and analysis of adhesion and proliferation of the hMSC on the

multi-functional scaffolds

○ Skin development of hMSC on the EG-AP scaffolds

- Scaffold-based skin differentiation induction

○ Evaluation of testing methods of cosmetics

- Evaluation of raw materials toxicity for the cosmetics

- Skin corrosion test for the cosmetics

- Investigation of wrinkle-care materials effect on the artificial skin

- Investigation of whitening materials effect on the artificial skin

Ⅳ. The resul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Development of three dimensional (3D) scaffolds for cell culture by radiation

○ Fabrication of 3D porous scaffolds by radiation crosslinking/grafting

- 3D Porous natural polymer-based water-soluble chitosan/alginate/gelatin

(WAG) scaffold was developed by using radiation crosslinking/grafting

techniques instead of chemical reagent. The WAG scaffold has excellent

mechanical strength by having amide/ester bond, moisture stability in

phosphate buffer solution (37 ℃, for 5 days), cell adhesion (> 80%) and

compressive strength (> 200 kPa).

- In addition, 3D porous natural/synthetic polymer-based scaffold was

developed by using radiation crosslinking/grafting techniques. The

structures of hyaluronic acid/chondroitin sulfate/PVA (HA/CS/PVA) and

hyaluronic acid/chondroitin sulfate/PAAc (HA/CS/PAAc) scaffolds were

confirmed through FT-IR and NMR. These scaffolds have excellent gel

fraction rate of over 70% and water content of more than 80%. In

addition, biodegradation rate index was established by controlling the

enzyme concentration and composition onto the scaff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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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brication of 3D porous scaffolds composed of biodegradable natural

polymer by electrospinning method

- 3D Porous natural/biodegradable polymer-based nanofibers

poly(L-lactide-co-caprolactone/marine collagen (PLCL/MC), gelatin/acrylic

acid/PLCL (Gelatin/AAc/PLCL), RGD/acrylic acid/poly(L-lactic acid)

(RGD/AAc/PLLA) were developed by electrospinning having excellent

tensile strength of 4.5 MPa or more, more than 80% of cell

adhesion/growth rate and radiation stability until 50 kGy of radiation dose.

■ Development of artificial skin model

○ Preparation of biocompatible film type scaffolds by radiation grafting

- Biocompatible film type scaffolds with average fiber diameter 700nm

were developed with poly(L-lactide)(PLLA), poly(L-lactide-co-ε

-caprolactone)(PLCL) using electrospinning technique and radiation

technology.

- Optimal surface modification conditions using gamma-ray or

electron-beam irradiation technology were achieved. Approximately 80%

of AAc grafting yield was obtained under 15 kGy of gamma-ray

exposure, and adsorption of TBO to AAc-grafted mesh prepared by

electron-beam (20 kGy) was 400 μmol/mg.

- Especially, as a alternative technology for enhancing surface property of

the scaffolds, carboxylic acid group and amine groups were introduced

and controlled their introduction yield, and further introduction of hydroxyl

group and amine groups were modulated exhibiting approimately 30% of

introduction yield.

○ Development of cell culture technique for biodegradable scaffolds using

adult stem cells

- Alternative control technology was developed for regulating surface

hydrophilicity which can affect cell adhesion and proliferation. The results

of cell adhesion analysis and proliferation of the cells on the hydrophilic

scaffolds prepared by radiation technology exhibited that adhesion

property of the cell on the mesh was increased to 150%, and long-term

proliferation of the adherent cells was also achieved to 150% enhanced

proliferation for 7 days of culture.

○ Development of artificial ski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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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nzymatic degradation kinetics of polymeric artificial skin,

HA/CS/PVA and HA/CS/PAAc scaffolds were established by controlling

of their influence factors such as crosslinking density and composition of

polymer matrix. When the drug molecular weight was less than 300

(theophylline), the drug release rate was more than 95%, and the drug

molecular weight was more than 300 (cefazoline), the drug release rate

was more than 80%. In the solute permeation experimental results, when

the drug molecular weight was less than 300 (theophylline), the drug

permeation rate was more than 85%, and the drug molecular weight

was more than 300 (cefazoline), the drug release rate was more than

60%.

■ Characterization and evaluation of artificial skin model

○ Optimization of ideal radiation doses for development of natural/synthetic

polymer-based multi-functional scaffolds

- Functionalization of electrospun nanofibrous meshes using radiation-based

grafting technology

- After optimizing eletrospining condition of PLCL nanofibrous meshes

(average fiber diameter: 700 nm), acrylic acid (AAc) grafted PLCL

fibrous meshes were developed by optimizing gamma-ray irradiation

doses and AAc concentration (AAc grafting amounts: 0.1-1.2 mM/mg

nanofiber).

- After EGF immobilization, which is essential bioactive molecules

regulating cell proliferation and skin differentiation, introduction of EGF

was analyzed by surface analysis and immobilization yield of EGF was

calculated by ELISA. The immobilized amounts of EGF on the scaffolds

were 8, 78, and 175 ng/mesh as 10, 100 and 200 ng/mL EGF solution

reacted, the immobilization yield in the all experiments was higher and

reached approximately 80%.

- Immobilization of bioactive molecules and optimization of immobilizing

yield of bioactive molecules

○ Evaluation of cellular activity on the artificial skin

- The adherent profile of the hMSC on the scaffolds was investigated by

analyzing fluorescent images. After 7 days of incubation, aspect ratio of

adherent hMSC was increased to 2.5, 2.7, and 2.6 as compared with initial

aspect ratio at day 1 (E-AP 10 ng: 1.12, 100 ng: 1.27, 200 ng: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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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ddition, the proliferation of hMSC on the scaffolds with different EGF

amounts (10 to 200 ng/mL) was approximately 1.1-times increased,

consequently, E-AP_200ng scaffolds successfully regulated the proliferation

of hMSC for 7 days of culture exhibiting approximately 120% of enhanced

proliferation.

- Development of co-immobilization technology of the bioactive molecules

and analysis of adhesion and proliferation of the hMSC on the

multi-functional scaffolds

- As a additional bioactive molecule to regulate cellulare behavior on the

scaffolds, gelatin was further immobilized, approximately 200ug/mesh of

gelatin was immobilized without overlapping EGF (EG-AP). In addition,

after hMSC seeding and incubation on the EG-AP scaffolds, adhesion of

hMSC was 1.4-times increased than those on the PLCL scaffolds at day

1. Those differences were increased at day 3 and 7, which were about

1.7-times and 2.4-times greater, respectively. The enhanced proliferation

of the cells on the EG-AP scaffolds also observed under fluorescent

microscopy exhibiting that all of the cells cultured on the EG-AP

scaffolds for 7 days completely covered the scaffolds without empty

space.

○ Skin development of hMSC on the EG-AP scaffolds

- To prove skin differentiation of hMSC, involucrin, as a representative

marker for skin differentiation, were stained after 14 days of incubation.

The expression of involucrin on the scaffolds was approximately 2-3

times increased than those on the AP scaffolds exhibiting that skin

differentiation may be facilitated by immobilized EGF.

○ Evaluation of testing methods of cosmetics.

- To evaluate toxicity of raw materials for cosmetics, representative

antimicrobial agents were treated to hMSC-cultured EG-AP scaffolds. A

variety of concentration of salicylic acid, formaldehyde, and

methyl-paraben were used, all of sample showed reduced cell viability

corresponding to each concentrations indicating that our novel artifical

skin was acceptable to evaluate toxicity of raw materials for cosmetics.

- For the evaluation of skin corrosion of raw materials for cosmetics,

different concentration of potassium hydroxide as a major corrosive

materials were treated to hMSC-lived scaffolds, cell viabilit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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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d down to under 50% after 3 minutes and 19% after 60 minutes

of treatments, which proved that novel artifical skin was useful to

evaluate skin corrosion.

- Investigation of wrinkle-care materials effect on the artificial skin

- Investigation of wrinkle-care materials effect on the artificial skin was

performed by measuring newly synthesized collagen. After 24 hours of

wrinkle-care materials treatment (EGF solution), collagen expression or

secretion was measured by ELISA. As 10 and 100 ng/mL of EGF were

further treated, collagen expression was increased up to 130 and 140%,

respectively. Additionally, when only 1ng/mL of EGF was treated the

expression of collagen was 1.2-times greater than those of non-treated

groups. Therefore, our artifical skin seems to be proper to evaluate

wrinkle-care materials effect as like animal model.

- In the investigation of whitening materials effect on the artificial skin,

EG-AP scaffolds did not regulate melanogenesis after hMSC culture.

However, melanin synthesis was promoted after ascorbic acid treatment,

which can be used to develop artifical skin for replacing real himan skin

graft after further investigation.

Ⅴ. The utilization plan for the developed techniques

○ Technical aspects

-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for the above development

of biocompatible artificial skin model with good physical property by

using radiation technique to be useful for the future biology, cosmetics

and pharmaceutical research

○ Economical aspects

- Cell based artificial skin is very expensive, so the marginal cost in terms

of the localization of this technology develop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rtificial skin, so as to contribute to the cost savings.

-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meet the demand at home and abroad

through the convergence of technology and the creation of new industries

and to promote entry into one of the largest economies in the advanced

course, take advantage of that.

- Episode of L'Oreal skin, bonus and epi maettek animal testing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skin in the cosmetics market in Europe,

the biggest in the world can enter the instrument maryeon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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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aspects

- Nuclear Technology (RT) and biotechnology techniques (BT) in

conjunction with the superior human applying gisulseong and

affordability by promoting the safety of nuclear technology for national

understanding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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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방사선 이용 다기능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제조 기술 개발

가. 기술적 측면

- 유럽(EU지역)에서 2009년 3월부터 동물실험에 의한 화장품의 안전성 확인시험

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동물을 쓰지 않는 신속하고 신뢰성 높은 대체법 개발

과 동물대체시험법 확립이 시급함.

- EU의회는 “동물의 복지가 인간의 허영에 우선한다” 며 2009년부터 유럽 내 27

개국에서 동물실험을 통해 만든 화장품의 생산과 판매를 전면 금지함. EU의회

는 동물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 완제품은 물론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까지 금

지 대상에 포함시켰고, 유럽대체실험검증센터(ECVAM)를 세워 민간에서 개발

되는 대체실험법의 인가를 맡김.

- 무엇보다, 실험동물의 사용에 있어 동물 애호가와 동물학대방지운동 시민단체

들의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는 현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본 과제는 동물

실험대신으로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뢰성 높은 대체법

을 추구하기 위한 다기능성 인공피부 개발로 특히, 방사선 이용 세포배양용 고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은 현재까지 전무한 기술로 기술적 선점과 우위확보가

매우 시급함.

- 선진 각국은 21세기 신기술의 대명사인 생명공학기술(BT)과 타 기술이 연계한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신기능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

고 있음. 반면 국내의료기술은 대부분 국외의 선진연구 기술을 모방하는 단계

의 수준으로 이러한 핵심 원천기술의 부재로 인하여 그 기술력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됨.

- 세포 조직공학(cell and tissue engineering)은 손상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조직,

장기의 세포를 일부 채취하여 생체적합성 및 생체기능성을 갖는 고분자 재료

(지지체)를 이용해 체외에서 배양한 다음 인체 내에 이식함으로써 조직이나 장

기를 복원, 재생 또는 대체하는 기술임. 이 기술은 대표적인 혁신기술 분야로써

이 기술을 이용하여 생체 조직의 대체품을 만들어 이식함으로써 우리 몸의 기

능을 유지, 향상, 복원을 위한 목적으로 과학자, 공학자에 의해 끊임없이 시도

되고 있는 분야임. 그 중, 인공피부 분야는 현재 바이오 인공 장기의 실용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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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분야임.

- 인공피부는 큰 화상이나 외과수술시 결손이 있는 창상에 적용되고 재료로는 합

성 고분자 또는 천연고분자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는 체액의 증발을 막고

콜라겐 등의 친세포성 단백질로 구성하여 새로운 혈관과 결합조직의 재생을 유

도하고, 인체 세포가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여 본래의 피부로 재

생을 유도함.

- 인공피부로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는 실리콘 가아제, 가교 폴리비닐알코올 스

폰지 특수 섬유, 또 이와 같은 특수직물에 특정 단백질을 피복한 것, 실리콘,

피브린 셀룰로오스 막 등이 있으나 생체와의 거부반응, 기계적 성질 및 밀착성

의 결여 등의 문제점으로 인공피부로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

- 조직공학에 사용되는 생체 분해성 고분자는 콜라겐, 키토산, 젤라틴, 하이아론

산 과 같은 천연고분자와 폴리락트산, 폴리글리콜산, 폴리카프로락톤 및 이들의

합성고분자가 사용되는데 천연물은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반면 기계적 강도 및

분해속도조절이 어려운 단점이 있고, 합성고분자는 비교적 물성의 조절이 용이

함.

- 인공피부 모델은 피부의 생물학, 약리학 및 독성학 등을 연구하는데 이용되었

고 장차 동물실험의 대체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타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보다 첨가제 등의 사용이

필요없어 친환경적이고, 단시간에 처리가 가능하여 저에너지 소비 공정임. 또한

고체 상태나 저온에서도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방사선 기술은 21세기 사회의 기반이 되는 기술 중의 하나라

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방사선 기술에 기반을 둔 인공피부 제조 기술 개발이 매우 필요한 시점

이라고 판단됨.

- 또한 본 연구팀은 생체소재 연구에 기반을 둔 기초 의과학 분야, 즉 면역학, 생

리학, 생화학, 병리학 및 의공학분야 간의 긴밀한 공동연구체계가 구축되어 있

어 체계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함. 특히, 본 연구팀은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하이드로겔(상처치료용,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피부미용용, 약물 전달

체, 조직공학용 등) 개발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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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바이오 생체조직공학 제품의 시장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중 대부

분이 바이오 생체 조직공학 제품을 통하여 공급될 것이므로 조직공학 분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음. 더구나 계속 고령화되어 장기기증자의 격감도 예상

됨. 따라서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은 반드시 자국에서 해결 되어야 함.

- 인공피부는 대표적인 조직공학 모델로써 다학제적 공동연구와 장기적/체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함.

- 2002년 연구개발사업비 중 신소재․생체재료․인공장기기술 분야에 140억원,

생체조직 재생기술 및 바이오제품화 등에 36억원을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인프

라조성에 국가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가과학기술

정책과의 관련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정부의 신성장동력, 원자력진흥종합

계획, NTRM, NuTRM 등에 포함되어 있어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일치함.

- 본 연구개발의 성과는 곧바로 유럽 연합 등으로 화장품 수출을 위한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인공피부 개발에 활용될 수 있고, 또한, 의약품은 물론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범위가 매우 넓음.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Biotech 2000,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직공학중점사업, 지

식경제부 일부 R&D 사업을 시작으로 신소재․생체재료․인공장기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함.

- 급속히 성장해가는 관련시장에서의 외국기술 잠식 우려 및 이에 따른 기술적

종속/국가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첨단 원천 기술, 소재, 공정 기술 등의 확

보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늦어 향후 국가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국

내 의료 산업의 위축과 기술적 퇴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과제의 수행

이 절실함.

- 따라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신속히 해결하고 첨단융합기술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 분야의 인프라와 충분한 인적자원 확보, 산업

체의 절대적 투자와 분야의 체계적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됨.

- 특히, 방사선 융합 기술 분야 및 인체공학용 소재 제조 기술 분야는 기술의 특

성상 선진국에서도 첨단 분야로의 응용이 진행되고 있어 기술 이전이 매우 힘

든 분야이므로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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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산업적 측면

-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품 시장인 유럽의 ‘동물실험 금지’ 조치로 인해, 화장품

업계는 비상이 걸려있음(유럽은 매년 234억 달러의 화장품을 수출, 연간 20억

달러를 미국에서 수입 중임).

- 이와 같은 움직임은 유럽 이외 지역으로도 확산될 조짐이며 동물실험을 대체하

는 배양 인공피부의 수요는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뉴욕타임스는 동물실험을 대체할 인공피부를 개발하는 데 막대한 투자가 필요

하지만, 동물실험을 고수하면 4억 5000만 명의 소비자를 가진 유럽시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마지못해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보도함. 세계 최

대 화장품업체 중 하나인 로레알은 대체실험 개발에 현재까지 8억 달러를 쏟아

부었고, 미국 P&G도 2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함.

- 이런 시점에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피부의 개발은 우리나라의 조

직공학 및 생체재료 분야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물실험

으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나 실험동물 구입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이렇듯 대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에 더해 EU정부가 매년 3650만 달러의 연구보

조금을 지급하면서, 인공피부 시장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음.

- 현재 바이오 생체조직공학 제품의 시장성에 대한 추산은 미국에서는 조직, 장

기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과 수술은 연간 8백만 건이며 이로 인해 발생

하는 비용은 연간 1조유로(원화기준 1000조원)에 달하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이중 35% 정도가 바이오 생체 조직공학 제품을 통하여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

고 있어 조직공학 산업분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음. 더구나 계속 고령화

되어 장기기증자의 격감도 예상됨. 따라서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은 반드시 자

국에서 해결되어야 함.

다. 사회․문화적 측면

- 유럽을 비롯 세계 각국은 지금 ‘인공피부’ 개발 전쟁 중에 있음. 뉴욕타임스는

“인공피부 개발이 화장품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랐

으며, 과학자들이 이 연구에 열광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보도함.

- 개발된 의료기기 등의 생물학적 안정성 평가에 있어 국제 규정인 ISO 10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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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welfare requirements (동물복지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르면, 시험

평가에 동물이 이용되는 경우 동물복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

음.

- 이에, 국내 식약청에서는 2008년에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

인”을 구축하여 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평가 자료인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및 성적서

인정 여부 검토, 허가심사 시 생물학적 안전성 자료 심사,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자의 제품설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난달 창업한 ‘이뮤노서치’는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 화장품업체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로레알의 ‘에피스킨’을 화장품 천연 원료 시험에 더욱 적합하도

록 개량하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이렇듯 동물실험 대체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인공피부를 이용한 화장품 실험이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실험

동물 5571마리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EU는 추정함.

제2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개발 최종목표

○ 방사선을 이용하여 독성평가, 미백, 주름개선, 피부부식, 피부감작 등의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다기능 인공피부 제조 기술을 개발함

1) 방사선을 이용한 세포 배양용 지지체 제조 기술 개발

2) 인공피부 모델 형성 기술 개발

3) 인공피부 모델의 특성 평가

2. 연구개발의 범위

가. 방사선을 이용한 세포 배양용 지지체 제조 기술 개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다공성의 3차원 가교구조를 가진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천연고분자와 물리적 특성이 우수한 합성고분자로 이루어진 고분자 인공피부를

제조하여 이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1) 방사선 가교/그라프트를 이용한 3차원 다공성 세포 지지체 제조

- 천연고분자를 이용한 다공성 세포 지지체의 제조

- 천연고분자와 합성고분자로 이루어진 고분자 지지체의 제조



- 27 -

(2) 전기방사를 이용한 나노섬유 지지체 제조 기술 개발

- PLCL/MC 세포지지체의 제조

- Gelatin-AAc-PLCL 세포 지지체의 제조

- RGD immobilized AAc-PLLA 세포 지지체의 제조

나. 인공피부 모델 형성 기술 개발

다공성의 3차원 가교구조를 가진 고분자 인공피부의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피

부세포배양 기술과 융합하여 인공피부 모델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In vitro 실험을 통하여 효소반응에 대한 생분해성 속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교도, 성분 조성비 등의 영향인자 특성을 조사하여 적절한 생분해 속도를 갖

는 고분자 인공피부를 제조하였다. 또한,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로서의 유용

성을 검토하기 위한 투과특성을 고분자 인공피부의 가교도, 구성 성분비 및

solute의 특성에 따라 측정하였다.

(1)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한 생체 친화성 필름형 지지체 제조 기술 개발

- 감마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지지체의 특성 조절

- 전자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지지체의 특성 조절

(2)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생분해성 지지체의 특성 분석과 피부 세포 배양 기술

개발

- 세포 흡착능 평가

- 지지체에 따른 세포 흡착 형태 분석

- 지지체에 따른 세포 증식율 평가

(3) 인공피부 모델 형성 기술 개발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합성

- 천연/합성고분자 복합체 인공피부의 생분해성 평가

- 천연/합성고분자 복합체 인공피부의 in vitro상에서 약물방출 특성 평가

- 천연/합성고분자 복합체 인공피부의 in vitro상에서 투과특성 평가

다. 인공피부 모델의 특성 평가

제조된 고분자 인공피부의 생체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공피부와 인공피부의

분해산물에 대한 세포독성 실험을 실시하였고, 제조된 고분자 인공피부의 피부

세포의 점착력 및 세포증식에 관한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제작을 위한 최적 방사선량 결정 후 아크릴산 크라프

트 조건을 확립하였다. 생체활성물질로써 피부세포 증식 및 분화에 영향을 주는

EGF와 세포 흡착 및 증식에 영향을 주는 젤라틴을 복합 고정화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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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AP 지지체를 개발하였다. EG-AP에서 성체줄기세포의 흡착 및 증식을 분석

하였으며, 피부세포로의 분화를 평가하였고, 화장품 시험법을 적용하여 제작인

인공피부를 이용한 화장품 소재의 평가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다.

(1) 천연/합성고분자 복합 지지체 제조를 위한 최적 방사선량의 결정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한 전기방사 나노섬유 지지체의 기능성 부여

- 생체활성물질 고정화 및 고정효율 최적화

(2) 형성된 인공피부의 형태학/조직학적 (H&E, MTT, Immunostainning 등) 세포

성장 평가

- 인공피부에서의 성체줄기세포 흡착 분석

- 인공피부에서의 성체줄기세포 증식 분석

- 복합고정 기술 개발 및 세포 흡착/증식 분석

(3) 성체줄기세포의 분화유도 평가

- 성체줄기세포의 피부세포 분화 평가

(4) 화장품에 대한 시험법 모델 평가

- 화장품 독성평가

- 화장품 피부 부식 평가

- 주름 개선 평가

- 미백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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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1. 방사선 이용 다기능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제조 기술 개발

- 연구 초기의 인공피부는 상처가 생길 때까지 보호막을 부착하거나 본인의 피부

조직을 이식하는 일시적인 환부 보호를 위한 기술이었으나 최근에는 조직공학

을 이용해 손상을 입은 인체의 조직을 대체하는 기술로 조직의 세포를 배양해

인체의 거부반응을 최소화 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음.

- 생체 적합성 재료를 사용하여 원하는 기능과 구조를 가진 골격을 구성하고, 여

기에 3차원적인 피부세포의 배양을 통해 만들어진 실제 피부에 가까운 살아있

는 생인공피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생인공피부는 피부세포를 채취하

여 그 수를 증식시킨 후 인공피부에 부착하여 조직형성을 시킨 것임. 이식 시

거부반응이 거의 없고 피부의 크기 조절이 가능한 이점을 갖고 있음.

- 현재까지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인공피부는 Bell 팀의 콜라겐

에 피부 조직세포를 접종, 배양시킨 형태, Neumann 팀의 분사 가능한 젤라틴

형태, Kuroyanagi 팀의 폴리(L-로이신) 스폰지 형태 등이 대표적임. 그 외 생

체재료를 재구성 시킨 것에는 게 껍질에서 채취한 키틴을 원료로 만든 부직포

나 필름, 또는 혼합 스폰지 등이 개발되었고, 최근에

PLGA(poly(lactic-co-glycolic acid))와 같은 많은 생체 친화적 합성고분자의

개발로 기계적 강도가 낮다는 천연고분자의 제조공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함.

- 화상환자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피부는 피부조직으로부터 진피층과 표피

층 세포를 각각 분리 배양하고 겔화된 콜라겐과 진피층 세포를 혼합, 수축시켜

인공진피를 만들고 그 위에 표피세포를 계층 분화시킨 완전한 피부임. 하지만

겔화된 피부는 대량생산의 한계로 스폰지 형태의 콜라겐 인공진피를 이용한 인

공피부가 더욱 부상하고 있음.

- 현재 EpicelTM이란 이름으로 공급되고 있는 인공피부는 표피에서 분리한 표피

세포를 3T3 세포 위에 단시간에 대량배양하고 시트형의 배양표피를 제조한 것

임. 그 보다 개선된 인공피부로 콜라겐과 황산 콘드로이친 성분의 혼합스폰지

뒷면에 섬유아세포를 접종하고 표면에는 표피세포를 접종하여 제조한 복합배양

피부가 있으며 이 인공피부는 계층화된 표피세포의 아래에 기저막 성분인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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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 IV와 라미닌이 성공적으로 생성됨을 확인하였음.

-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세포배양법을 발전시켜 인체 피부의 표피와 유사한 표피

조직을 얻을 수 있는 각질형성세포의 삼차원적 배양방법을 이용한 인공피부 모

델을 개발하였음.

- 현재 개발되어있는 인공피부 모델의 대표적 예로는 표피를 제거한 진피 위에서

인체 각질형성세포를 삼차원적으로 배양하는 방법과 섬유아세포가 포함된 콜라

겐 기질 위에서 인체 각질형성세포를 삼차원적으로 배양하는 방법이 있음

(Regnier et. al, 1981; Bell et. al, 1983).

- 선진국에서는 인공피부 모델의 배양조건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인공피부모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표피는 각질층을 포함하여 형태학적으로 인체 피부와 매우

유사하며 생화학적, 기능적으로 실제 피부와 매우 근접해 있음. 특히 삼차원적

배양 피부모델의 경우 콜라겐 기질 내에서 섬유아세포는 단층 배양시보다 형태

학적, 기능적으로 인체 진피의 섬유아세포와 매우 유사함.

- 지난해 프랑스의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이 인수한 ‘스킨에틱’은 ‘RHE’라는 독자

적인 인공피부를 생산하고 있으며, 로레알이 자체 개발한 ‘에피스킨’은 올해 동

물실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인공피부로 유럽 표준을 통과함(그림 1)

그림 1. 로레알의 에피스킨(Episkin)(좌), 스킨에틱의 RHE (In vitro reconstructed

human epidermis)(우) (출처: Daily Mail, Human skin for testing cosmetics is

grown in the lab (newspaper)(좌), www.skinethic.com(우))

- 미국 ‘마텍’에서 개발한 ‘에피덤’은 실제 사람 피부에 비해 너무 민감한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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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조건부 승인만을 받은 상태임 (그림 2)

그림 2. 마텍(Mattek)의 에피덤(EpiDermTM) (출처: www.mattek.com)

제2절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1. 방사선 이용 다기능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제조 기술 개발

- 최근, 보건복지부와 정보통신부에서 IMT-2000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차세대성

장동력사업의 형태로 바이오생체조직공학 장기센터사업과 기능성세포치료단 그

리고 산업자원부에서 차세대성장동력 사업으로 나노산업 (NT)과 생물공학산업

(BT)을 혼합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 그 결과로 2002년 한국 식약청에 허가를 득하여 현재 시판중인 테고사이언스의

홀로덤을 비롯하여, 칼로덤(2004년 승인)이 판매 중에 있음(그림 3).

그림 3. 한국 식약청에서 판매승인된 피부대체 제품

- 이렇듯, 국내에서도 인공피부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 활성

화되어있지 못함. 국내에서는 화상상처 치료용 등의 목적으로 인공피부를 개발

하고 있으나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인공피부 개발은 전무함.

- 인체공학용 소재 개발에 있어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30-50%로 아주 미

흡하고, 다수의 벤쳐 기업에서 적은 자본금과 정부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EU의 REACH 제도에 대한 대응조

차 어려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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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피부 관련 생체 적합성 재료로는 키틴, 키토산, 콜라겐 등이 많이 연구됨.

2001-2002. 9월 중 등록된 특허는 총 140건으로 국가별로는 미국이 108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며, 그 뒤로 영국(10%), 덴마크(5%), 독일(4%)이 차지함.

B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생인공피부와 관련된 특허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표 참조).

표 1. 국내 인공피부 제조기업 및 연구기관 (출처: 김은선 외, KISTI)

- 국내 인공피부관련 특허출원은 2002년 말까지 총 70건이 출원되었으며 창상피

복제가 17건, 인공피부가 27건, 생인공피부가 26건을 차지함. 최근 주목받는 생

인공피부 관련 분야는 외국인이 65.4%(이중 미국출원이 약 2/3 차지)로 높음.

- 인공피부와 같은 생체 모사용 소재의 개발에 있어 방사선을 이용하는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무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그 선두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

고 있음.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분자 재료의 방사선 가교 기술은 현재 세

계적인 기술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다양한 응용성 연구가 시도 중에 있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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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역시 그 응용분야의 폭넓은 확장을 위한 시도임.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재료를 제조 하는 기술은 화학적인 가교제 또는 첨가

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또한

제조된 인공피부용 세포 지지체에 세포 접종 전 방사선 멸균을 통하여 기존의

EO 가스 멸균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주)엠씨티티에서 인체유래 세포 혹은 인체조직모델을 이용한 다양한 인

비트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 연구를 수행중에 있음. 특히 자사 인공피

부모델인 Keraskin을 이용한 피부자극 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연구, 인공각막

모델을 이용한 안자극 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 연구를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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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방사선 이용 다기능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제조

기술 개발

1. 방사선을 이용한 세포배양용 지지체 제조 기술 개발

가. 방사선 가교/그라프트를 이용한 3차원 다공성 세포 지지체 제조

다공성 세포 지지체는 3D상태로서 즉, 특수부위에 의학적 처치를 위한 전달체와

조직을 재생하기 위하여 세포의 부착, 증식 및 분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필히 생체적합성이며 생분해성 및 생체흡수성 소재이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초기에는 세포를 지지할 수 있는 적당한 기계적 물성, 소량의

조직편으로부터 추출, 분리한 세포를 충분한 양으로 배양하는데 적합한 구조와

안정성이 요구되며 특정부위의 조직에서 세포자신이 만들어내는 ECM과 원하는

생물학적인자가 서방화되는 적당한 물리화학적 물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많은 방

법의 기술과 장치들이 다공성 지지체를 만들기 위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전통적

으로 사용되는 지지체 제조 방법은 특수형태의 모양으로 직조를 한다든지 다공유

도물질을 혼합하여 몰드에 넣은 후 이를 녹여내는 것으로 다공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천연고분자 소재로 제조된 다공성 지지체의 기계적 물성 향상을 위해

서 사용되는 가교제는 세포독성으로 인해 지지체의 생체적합성을 저하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키토산, 알지네이트, 젤라틴, 히아루론산 등의 천연고분자 및 그 유도

체, 또는 합성고분자로 이루어진 다공성 지지체를 화학적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

고 방사선에 의해 가교시켜 제조하였고, 제조된 다공성 지지체의 물성과 세포 부

착성을 평가해보았다.

(1) 천연고분자를 이용한 다공성 세포 지지체의 제조

- 실험내용 및 방법

수용성 키토산과 알지네이트 및 젤라틴을 방사선 가교 처리하여 아마이드 결합

또는 에스테르 결합이 형성된 다공성 지지체(WAG)를 제조하였다. 방사선 가교

다공성 지지체의 고분자 사슬간의 가교결합 형성을 FT-IR 분석을 통해 확인하

였고, 처리조건에 따른 표면과 내부의 다공구조를 전자주사현미경(SEM)을 사용

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다공체의 수분흡수도, 압축 강도 등의 기계적 물성과 세

포 부착성을 평가하였다.

수용성 키토산은 그림 1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하고 정제한 후 사용하였다.

수용성 키토산, 알지네이트 및 젤라틴으로 구성된 다공성 지지체(WAG)를 제조

하기 위하여 2% (w/v) 키토산 수용액, 2% (w/v) 알지네이트 수용액,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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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v) 젤라틴 수용액을 각각 제조하여 6:2:2의 부피 비율로 총량이 5 ml가

되도록 혼합하고 고속교반기를 사용하여 13,000 rpm에서 10분간 교반 후 기포를

제거하기 위하여 4 oC에서 12시간 동안 숙성하였다. 혼합 용액 5 ml을 직경 55

mm의 배양접시에 붓고 15, 25, 35, 50 kGy로 방사선 조사시킨 후, -20 oC에서

냉동시켜 동결건조기를 사용하여 5일간 건조하였다.

그림 1. 수용성 키토산의 합성 방법

(가) 다공성 지지체의 압축강도

제조된 WAG 지지체의 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지지

체의 강도는 INSTRON 5569(Instron Co., USA)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압축강도

를 측정하였다. 압축강도 측정을 위한 지지체의 시편 두께는 4.5 ± 0.5 mm이고

지름은 10 mm이었으며 각 조성마다 6개의 시편을 제조하여 측정하였다. 압축강

도 측정 시 크로스 헤드(cross head) 속도는 10 mm/min이였으며, 시편이 50%

변형이 이루어질 때의 값을 측정하였다.

- 실험결과

그림 2(a)는 방사선 가교처리 WAG 다공성 지지체의 단면구조를 주사전자현미

경(SEM)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다공성 지지체의 단면공극의 크기는 약 150-200

μm의 연속적인 열린 구조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공성 지지

체 공극의 열린 구조는 세포의 부착과 증식에 중요한 요소이다. 방사선 가교처

리 다공성 지지체는 아미드 결합 또는 에스테르 결합에 의해 연결된 공극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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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짐으로써 강도가 증가하여 공극의 외벽이 무너지지 않고 동결건조 과정에서도

수축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공극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WAG　다공성 지지체의 수분에 대한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지체

를 37 oC에서 인산염 완충용액에 침지하여 24시간 동안 교반한 후의 형태를 관

찰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b)에 나타내었다.

(a) (b)

그림 2. 제조된 WAG 세포 지지체의 SEM 사진(a)과 실온에서 인산염 완충용액에

침지시켜 24시간 경과 후 형태(b) 관찰

방사선 가교 처리한 WAG 다공성 지지체는 인산염 완충용액 내에서 용해되지

않았고, 24시간 후에도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세포는 다공성 지지체의 내부

벽면에 부착한 후 증식하여 일정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형성되므로,

다공성 지지체는 조직이 형성되면서 생분해될 수 있어야 하나 세포가 부착하고

증식하는 동안 혈액이나 수분에 의해 급격히 분해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WAG 다공성 지지체는 세포가 증식하는 동안 안정한 형태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다공성 지지체의 결합에 대한 FT-IR 분석

그림 3은 방사선 가교처리 WAG 다공성 지지체를 FT-IR 분광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수용성 키토산, 알지네이트 및 젤라틴의 3성분으로 제조된 다공

성 지지체의 스펙트럼에서 1654 cm-1의 아미드 I 피크, 1549 cm-1의 아미드 II,

1406 cm-1의 카르복실기의 신축진동 피크, 1100 cm-1의 에스터 결합 피크 그리

고 1075 cm-1에서 케톤의 신축진동 피크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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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WAG 다공성 지지체를 FT-IR 분광 분석 결과

그림 4는 지지체의 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강도는 압축강도를 이용하여 시편

의 변형이 50% 이루어질 때까지 측정하였다. 제조된 지지체의 압축강도는 약

225 kPa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가교율이 증가하여 지지체

내부에서 강한 망상구조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지지체 강도 역시 높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림 4. 방사선 가교 처리된 WAG 지지체의 압축 강도 측정 결과

(다) 다공성 지지체의 세포 부착성 실험

MeOH로 인하여 actin이 깨지기 때문에 MeOH free formaldehyde를 blocking

buffer로 사용하고 paraformaldehyde(PFA) powder 3.7%를 넣고 덮개를 덮은 후

온도는 60 oC를 유지하면서 녹인다. 2 N NaOH를 5 drops(1 drop/100 ml) 넣고

모두 녹으면, PFA를 식힌 후 10X PBS 50 ml을 넣고 HCl을 이용하여 pH 7.2로

맞춘다. 빛을 차단시키고 여과 후 ice에 넣는다. MG-63 세포 배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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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DMEM) + 10% Fetal Bovine

Serum(FBS) + 1% PBS)를 사용하여 37 oC, 5% CO2 incubator에서 incubation

시킨다. 제조된 WAG 지지체를 25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여 멸균시킨 후, 5 ×

102 cells/scaffold로 세포를 seeding하여 37 oC, 5% CO2 incubator에서

incubation시킨다.

세포 고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 1x PBS (1 ml)로 washing (x3)

∙ 4% MeOH-free formaldehyde (1ml), RT, 10 min incubation

∙ 1x PBS (1 ml)로 washing (x3)

∙ Cytoskeletal (CSK) buffer (1ml), 4 oC, 10 min incubation

∙ 1x PBS (1 ml)로 washing (x3)

∙ Blocking buffer (1 ml), 37 oC, 1 h incubation

∙ 1x PBS (1 ml)로 washing (x3)

Fluorescence 염색은 Hoechst 33285(Nucleic acid stain; blue fluorescent),

Rhodamine-Phalloidin(F-actin stain; red-orange fluorescent), Alexafluoro

488(Vinculin stain; green fluorescent)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 Vinculin antibody (1:100) in blocking buffer, 50-100 ml, 37 oC, 1 h

incubation

∙ 1x PBS (1 ml)로 washing (x3)

∙ Allexafluoro 488 (1:100) + Rhodamine-Phallodin (1:100) + Hoechst 33258

(1:100) in blocking buffer, 50-100 ml, RT, in dark, 1 h incubation

∙ 1x PBS (1 ml)로 washing (x3)

∙ Slide glass에 cover glass를 올리고, mounting buffer를 떨어뜨린 후 cover

glass를 덮고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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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WAG 지지체에 cell seeding하여 fluorescence dye staining한 결과

염색 후 형광현미경 관찰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고, 다공성 지지체의 세포

부착성은 80% 이상이었다.

위의 결과로부터 방사선 가교된 WAG 다공성 지지체는 기존의 화학적인 가교

제의 사용 없이 생체적합성과 기계적 물성이 뛰어난 새로운 조직공학용 지지체

로서 활용이 기대되어 진다.

(2) 천연고분자와 합성고분자로 이루어진 고분자 지지체의 제조

- 실험내용 및 방법

(가) 천연고분자 hyaluronic acid (HA) 유도체 합성

Hyaluronic acid는 연골조직의 세포외기질에서 다량 발견되는 β

-1,3-N-acetyl-D-glucosamine과 β-1,4-D-glucuronic acid로 이루어져 있는 천

연 glycosaminoglycan 고분자의 일종으로 우수한 생체적합성으로 인해 조직공학

과 약물전달시스템 등의 다양한 biomedical applications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epithelial tissue에서 hyaluronic acid의 존재는 keratinocyte의 proliferation를 증

가시킬 뿐 아니라 retinoic acid의 증가 및 피부 hydration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인공피부용 하이드로겔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서는 높은 수용성을 가진 hyaluronic acid를 3차원 구조의 가교 가능한 화학구조

를 갖도록 개질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acr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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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이 치환된 hyaluronic acid의 유도체 합성을 합성하고자 하였다. 우선 1%

의 HA용액(water:acetone=1:1)을 제조한 후 feed ratio를 변화시키면서

triethylamine과 glycidyl methacrylate 천천히 적하하여 60 oC에서 1시간 반응시

킨 후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을 진행시킨다. Glycidyl methacrylate가 치환

된 HA을 과량의 acetone에 침적시키고 다시 물에 용해시키고 침전을 얻는 과정

을 2번 반복한다. 얻어진 생성물을 냉동건조하여 glycidyl methacrylate가 치환된

생성물을 얻는다. 합성 매질, 합성 시간 및 feed molar ratio 조절 등을 통한 합

성조건 최적화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a) (b) (c)

그림 6. HA 유도체의 합성과정; (a) Hyaluronic acid (HA), (b) glycidyl

methacrylate, (c) methacrylated HA

(나) Chondroitin sulfate (CS) 유도체 합성

Chondroitin sulfate는 D-gluronic acid와 N-acetyl galactosamine, sulfate로 이

루어지 sulfated glycosaminoglycan으로서 연골과 결합조직에 함유되어있다. 특

히 CS는 동물모델에서 in vivo anti-inflammatory effect가 보고되었으며 FDA

승인된 화상치료용 피부대체제의 dermal layer의 한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A와 마찬가지로 가교 가능한 화학구조를 갖는 CS유도체를 합성하

기 위해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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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S derivatives의 합성과정

Chondroitin sulfate (0.5 g)를 25 ml 증류수에 녹인 후 feed ratio를 변화시키면

서 methacrylic acid을 천천히 30분 동안 적하시킨다. CS 반응용액에 5 N

NaOH 용액을 pH 8.0에 도달될 때까지 가한다. 실온에서 2시간, 4 oC에서 24시

간 동안 반응시킨다. 반응 혼합물을 차가운 methanol에 침전시키고 여러 번 세

척하는 과정을 거쳐 미반응물을 제거한다. 결과 생성물을 냉동건조하여

methacrylate가 치환된 CS유도체를 제조한다.

(다) HA 및 CS 유도체의 합성 확인

FT-IR과 1H-NMR등의 기기분석을 통한 hyaluronic acid 및 chondroitin

sulfate 유도체의 합성 확인하였다. 또한 hyaluronic acid와 glycidyl

methacrylate, chondroitin sulfate와 methacrylic anhydride의 feed ratio 조절에

따른 substitution degree 등의 합성결과를 분석하였다.

(라) 천연고분자와 합성고분자로 이루어진 고분자 지지체의 제조

생체적합성과 생분해성이 우수한 천연고분자인 hyaluronic acid와 chondroitin

sulfate의 사용과 함께, 천연고분자의 취약한 기계적인 물성을 보완해 줄 수 있

는 합성고분자로 이루어진 다공성의 3차원 가교구조를 가진 고분자 인공피부의

제작하고자 하였다. 합성고분자로서는 방사선 가교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poly(acrylic acid)와 poly(vinyl alcohol)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인

공피부 내의 천연고분자와 합성고분자의 조성비를 조절함으로서 matrix의 분해

속도, 함수율, 기계적 강도 등을 인공피부의 용도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하이드

로겔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표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양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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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를 갖는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또한 방사선 조사량을 조절함으로써

HA/CS 하이드로겔의 최적의 가교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페트리디시에 표 1에

나타낸 조성비를 갖는 용액을 채우고 방사선을 각각 5, 10, 15, 20, 25 kGy로 조

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표 1. Composition of HA/CS-based hydrogels

No. Hydrogel sample
Feed weight ratio (%) crosslinker

PEGDM[HA/CS] PVA PAAc

1 HA/CS/PVA-73 70 30 0 ×

2 HA/CS/PVA-55 50 50 0 ×

3 HA/CS/PVA-37 30 70 0 ×

4 HA/CS/PAAc-73 70 0 30 ×

5 HA/CS/PAAc-55 50 0 50 ×

6 HA/CS/PAAc-37 30 0 70 ×

7 C-HA/CS/PVA-73 70 30 0 ○

8 C-HA/CS/PVA-55 50 50 0 ○

9 C-HA/CS/PVA-37 30 70 0 ○

10 C-HA/CS/PAAc-73 70 0 30 ○

11 C-HA/CS/PAAc-55 50 0 50 ○

12 C-HA/CS/PAAc-37 30 0 70 ○

또한, 비교를 위하여 화학적 가교방법으로 가교제를 사용하여 동일한 조성비의

HA/CS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가교제로 poly(ethylene glycol)dimethacrylate,

개시제로 APS (ammonium peroxydisulfate) 및 가속제로 TEMED

(N,N,N',N'-tetramethylethylenediamine)를 사용하여 질소분위기 하에서 24시간

반응을 진행시켜 화학적 결합에 의해 3차원 가교구조를 갖는 하이드로겔을 제조

하였다(표 1).

(마) HA/CS 하이드로겔의 합성 확인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방사선 조사에 통해 얻어진 다양한 조성비를 갖는

HA/CS 하이드로겔의 합성을 FT-IR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바) 제조된 세포 지지체의 물성 평가

∙ HA/CS 하이드로겔의 방사선에 의한 겔화율 측정

조사선량에 따른 가교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방사선 조사를 통해 얻어진 하

이드로겔 샘플을 건조시켜 크기 5×5 mm의 정사각형 형태로 절단한 다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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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무게를 측정하고 이를 증류수에 48 시간 동안 침지시켜 가교되지 않은 부

분을 용해시켰다. 용해되지 않은 부분을 진공 오븐에 넣어 37 oC에서 48 시간

건조시킨 후 건조된 겔 무게를 측정하였다. HA/CS 하이드로겔의 겔화율(gel

content)은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겔화율(%) = (건조된 겔의 무게/처음 사용된 고분자의 무게) × 100

∙ 인공피부용 HA/CS 하이드로겔의 함수율 측정

조직공학적 기술을 이용한 인공피부에 있어 함수율 측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

다. 우선 고분자 matrix에 세포를 seeding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세포의 수와

적당한 배지의 양을 계산하는 데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배지의 양이

너무 많으면 scaffold에 다 흡수 시키지 못하고, 너무 적으면 단위 면적당 세

포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인공피부를 상처부위

에 이식한 후 원래의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삼출액을 흡수하기에 충분한가를

평가할 수도 있다.

제조된 인공피부용 HA/CS 하이드로겔을 5 mm × 5 mm의 크기로 준비하고

무게감소가 없을 때까지 40 oC에서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무게를 정량한다.

정량된 건조 하이드로겔을 37 oC에서 PBS 등과 같은 유사체액과 증류수 중에

중량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침지시켜 다음 식과 같이 HA/CS 하이드로겔의

수분함수율을 측정한다.

함수율(%) = [(팽윤된 겔의 무게-건조된 겔의 무게)/팽윤된 겔의 무게] × 100

(사) 인공피부용 HA/CS 하이드로겔의 swelling kinetics 측정

제조된 인공피부용 HA/CS 하이드로겔을 5 mm × 5 mm의 크기로 준비하고

무게감소가 없을 때까지 40 oC 온도에서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무게를 정량한

다. 정량된 건조 하이드로겔을 37 oC에서 PBS 등과 같은 유사체액과 증류수 중

에 침적시켜 시간의 함수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함수율을 측정한다.

(아) 세포 지지체의 세포 부착성 향상 및 평가

∙ HA/CS 하이드로겔의 생분해성 실험

2차년도의 하이드로겔 생분해성 실험의 예비 실험으로써 다양한 조성비를 갖

는 HA/CS 하이드로겔의 효소에 의한 생분해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우선

hyaluronidase를 사용하여 효소의 dose에 따른 생분해성 특성과 조성비의 변

화에 따른 생분해성을 평가하였다. 5 mm × 5 mm의 크기의 하이드로겔을

PBS 용액 내에서 24시간 동안 함량이 될 때까지 팽윤시킨 후 무게를 측정한

다. Hyaluronidase 0 U/ml, 1 U/ml, 10 U/ml, 50 U/ml, 100 U/ml의 농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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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BS 용액을 제조하여 팽윤된 하이드로겔 샘플을 침지시켜 시간에 따른 중

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때 효소용액은 3일마다 새로운 solution으로 교환

하였다

- 실험결과

(가) 천연고분자 HA 및 CS 유도체의 합성 확인

Glycidyl methacrylate가 치환된 HA 유도체의 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FT-IR과
1H-NMR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8은 HA와 TEA, GM의 feed ratio을 변화시

키면서 합성한 HA 유도체의 FT-IR spectra를 보여주고 있다. 1 g의 HA에 대

해 다음과 같이 TEA와 GM의 첨가량을 변화시키면서 제조하였을 때 TEA와

GM의 feed ratio가 증가함에 따라 glycidyl methacrylate의 치환에 따른 특성 피

크의 intensity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 g의

HA에 대해 각각 5 ml의 TEA와 GM의 첨가하여 합성한 glycidyl methacrylated

HA를 하이드로겔의 합성에 사용하였다.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a) TEA & GM 2.2ml
(b) TEA & GM 3.5ml
(c) TEA & GM 5ml

(c)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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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Hyaluronic acid 유도체의 FT-IR spectra

그림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1H-NMR spectra를 통해서도 glycidyl

methacrylated HA의 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Glycidyl methacrylated HA의

spectrum에서 원래의 HA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1.9 ppm에서 HA의 methyl 특

성피크와 -5.6 ppm와 -6.1 ppm에서 acrylate에서 기인된 특성피크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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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FT-IR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TEA와 GM의 feed ratio를 증가함에

따라 acrylate 특성피그가 상당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Hyaluronic acid와 hyaluronic acid 유도체의 1NMR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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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hondroitin sulfate 유도체의 1NMR Spectra

또한 chondroitin sulfate 용액에 feed ratio를 변화시키면서 methacrylic acid을

가하여 제조된 methacrylated chondroitin sulfate의 1H-NMR spectra 분석하였

다. 그림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methacrylate group에서 기인된 특성피크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 실험에서는 CS 0.5 g에 대해서 20 ml의 MAA를 첨가하여

합성한 methactylated CS를 사용하였다.

(나) HA/CS 하이드로겔의 합성 확인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인공피부 내의 천연고분자와 합성고분자의 조성비를 조

절함으로서 matrix의 분해속도, 함수율, 기계적 강도 등을 인공피부의 용도에 맞

게 조절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기위해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양한

조성비를 갖는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그림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FT-IR

분석을 통하여 하이드로겔의 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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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HA/CS hydrogels의 FT-IR spectra

(다) HA/CS 하이드로겔의 방사선에 조사에 의한 겔화율 측정

천연고분자인 hyaluronic acid와 chondroitin sulfate의 사용과 함께, 천연고분자

의 취약한 기계적인 물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합성고분자로서는 방사선 가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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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알려진 poly(acrylic acid)와 poly(vinyl alcohol)를 사용하여 방사선을

각각 5, 10, 15, 20, 25 kGy로 조사하여 HA/CS 하이드로겔을 합성하였다(표 1).

그림 12. Gelation degree of HA/CS hydrogels; (a) HA/CS/PVA hydrogels and

(b) HA/CS/PAAc hydro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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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량을 조절함으로써 HA/CS 하이드로겔의 최적의 가교조건을 찾고

자 하였다. 다음 그림 12은 하이드로겔의 조성비와 방서선량에 따른 gelation

content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12a는 HA/CS와 PVA로 이루어진 하이드로겔

에 대한 gelation를 나타내며, Figure 12b는 HA/CS와 PAAc로 이루어진 하이드

로겔에 대한 gelation를 나타내었다.

두 가지 타입의 HA/CS 하이드로겔 모두 15 kGy에서 3가지 조성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gelation를 나타내었다. HA/CS/PVA 하이드로겔의 경우 15

kGy에서 약 85-88% 정도의 gelation을 나타내었고 (HA/CS/PVA-73 = 85.8%;

HA/CS/PVA-55 = 87.1%; HA/CS/PVA-37 = 87.7%), HA/CS/PAAc 하이드로

겔의 경우 그보다 높은 약 91-93% 정도의 gelation을 나타내었다

(HA/CS/PAAc-73 = 93.1%; HA/CS/PAAc-55 = 91.3%; HA/CS/PAAc-37 =

92.0%). 그러나 15 kGy 이상의 방사선량을 조사했을 경우 이보다 겔화 정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강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천연고분자 HA와

CS 부분의 부분적인 파괴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라) 인공피부용 HA/CS 하이드로겔의 함수율 및 함수율 kinetics

표 2. Water content of HA/CS/PAAc and HA/CS/PVA hydrogels

No. Hydrogel sample Water PBS

1 HA/CS/PVA-73 97.60 ± 0.0755  94.95 ± 0.1595

2 HA/CS/PVA-55 98.23 ± 0.1420 93.66 ± 0.6887

3 HA/CS/PVA-37 97.18 ± 0.3597 96.23 ± 0.7775

4 HA/CS/PAAc-73 95.92 ± 0.1861 93.16 ± 0.4867

5 HA/CS/PAAc-55 95.51 ± 0.2110 96.43 ± 0.3459

6 HA/CS/PAAc-37 97.92 ± 0.0844 97.84 ± 0.6783

7 C-HA/CS/PVA-73 95.92 ± 0.0924 91.24 ± 0.0289

8 C-HA/CS/PVA-55 94.27 ± 0.0384 86.34 ± 0.4509

9 C-HA/CS/PVA-37 92.20 ± 0.1660 84.91 ± 0.9018

10 C-HA/CS/PAAc-73 93.48 ± 0.1380  90.13 ± 0.1595

11 C-HA/CS/PAAc-55 92.35 ± 0.2297 89.84 ± 0.3501

12 C-HA/CS/PAAc-37 89.74 ± 0.0469 85.40 ± 0.2311

방사선 조사를 통해 제조된 HA/CS 하이드로겔의 distilled water와 PBS에서의

함수율을 측정하였다.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성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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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로겔이 80% 이상의 높은 함수율을 보였다. 수용성 고분자만으로 이루어진

HA/CS 하이드로겔의 특성상 상당히 높은 함수율을 나타내었고 조성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PBS 용액에서의 함수율은 용액 내의 염에 의한 효과에 의

해 증류수에서의 함수율에 비해 다소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화학적

가교제를 사용하여 제조된 같은 조성비를 갖는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여(표 2의

sample No. 7-12), 방사선가교에 의해 제조된 하이드로겔과의 함수율을 비교하

였다.

그림 13. HA/CS hydrogels의 Swelling kinetics; (a) in distilled water, (b) in 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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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비교가 가능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물성을 가지는 하이드로겔의 제조

조건으로 고분자 중량 2.5 g에 대해 500 ml의 PEGDM 가교제를 사용하여 하이

드로겔을 제조했을 때 표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방사선 가교에 의한 하이드겔보

다는 water와 PBS용액 모두에서 다소 낮은 함수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방사선

가교에 의해 제조된 HA/CS 하이드로겔이 화학적 결합에 의해 제조된 하이드로

겔에 비해 다소 가교밀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water와 PBS 내에서 HA/CS 하이드로겔의 swelling kinetics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3에 조성비가 각각 다른 HA/CS 하이드로겔의 시간에 따른 함수율 변화

를 나타내었다. 모든 HA/CS 하이드로겔은 상당히 빠른 swelling kinetics를 나

타내었으며 24시간 이내에 equilibrium state에 도달하였다. 또한 PBS 용액에서

swelling 속도 (그림 13b)가 water보다는(그림 13a) 약간 지연되는 결과를 나타

내었고 이는 앞서의 함수율의 결과와도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마) HA/CS 하이드로겔의 생분해성 실험

2차년도의 하이드로겔 생분해성 실험의 예비 실험으로써 다양한 조성비를 갖는

HA/CS 하이드로겔의 효소에 의한 생분해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14a은

HA의 분해효소 hyaluronidase의 dose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생분해성 특성을 나

타낸 것이다. Hyaluronidase 0 U/ml, 1 U/ml, 10 U/ml, 50 U/ml, 100 U/ml의 농

도를 갖는 PBS 용액을 제조하여 팽윤된 하이드로겔 샘플을 침지시켜 시간에 따

른 중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효소를 사용하지 않은 control group인 경우 6일까지 경과함에 따라 초기의 무

게에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hyaluronidase 용액에 침지시

킨 HA/CS 하이드로겔의 경우 효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분해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14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일한

효소농도 조건에서 (50 U/ml), 하이드로겔의 조성비 중 합성고분자인 PVA의 함

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분해 속도가 점차적으로 줄어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이러한 인자를 통해 HA/CS 하이드로겔의 생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은 예비실험으로써 2차 연도에는 보다 구체적인 생분

해성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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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HA/CS hydrogels의 enzymatic degradation; (a) in distilled water, (b) in

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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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방사를 이용한 천연/생분해성 고분자 나노섬유 지지체 제조

3D 지지체를 디자인하고 제조하는데 있어서 원하는 특성을 생체내에서 부착세포

가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생성하는 세포외기질(ECM) 섬유와 유사하게 형상을 흉

내내는 것이 연구되고 있는데, 가능한 방법이 전기방사법(electrospinning, ESP)이

다. 이 방법은 아주 섬세한 섬유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오래된 방법이

다. ESP는 최근에 지지체의 제조방법의 하나로 정전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개발되

었다. 용액저장장치와 섬유를 모으는 수집판 유니트사이에 전압공급에 대하여 생

성되는 고전압에 의하여 고분자 및 여타 생체재료용액으로부터 방사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섬유 부직포 네트워크의 두께는 수집판에 침착되는 정도에 의존하

며 그리고 2D 또는 3D 구조로 생성되어 약물을 포접시킬 수도 있고 따라서 이들

에 세포를 파중하고 배양하여 원하는 조직으로 재생시킨다. 방사된 섬유의 두께가

세포가 생성해놓은 ECM 섬유의 굵기와 거의 유사하여 ECM을 흉내내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며 또한 적절한 단백질과 신호를 표현하여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표면에 생성된 마이크로/나노 다공크기는 섬유지지체로서의 중요한 특

성 중에 하나이고 적당한 ECM 성분표현을 위한 적절한 세포 성장의 환경을 조정

하여 줄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전기방사는 ESP기기의 세팅과 사용되는 용

매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방사형태가 다공체 또는 직물 짜임새 또는 역으로 비

다공성이며 매끈한 표면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지지체

제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1) PLCL/MC 세포지지체의 제조

- 실험내용 및 방법

합성고분자인 poly(L-lactide-co-caprolactone) (PLCL)과 천연고분자인 marine

collagen (MC)을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세포 지지체를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PLCL은 다른 기능성 고분자에 비하여 점성과 탄성이 매우 좋으며 조직

공학적으로 인공혈관과 인공피부에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생체 친화성 고분자 재

료이며, 천연고분자인 marine collagen은 소에서 추출한 collagen이 아닌, 인체에

무해한 천연 고분자 재료로써 현재 화장품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

다. 이에 따라 상기 두가지 고분자를 전기방사법을 사용하여 생체적합성이 뛰어

난 세포 지지체를 제조한 후 물성을 평가해보았다.

그림 15. PLCL의 합성과 화학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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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L과 MC를 1,1,1,3,3,3-hexafluoro-2-propanol (HFIP) solution에 5 wt%와 3

wt%의 농도로 녹여서 전기방사를 실시하여 섬유의 morphology의 관찰을 통하

여 최적의 배합 조건을 확인하였다. 방사속도, 노즐의 사이즈, 노즐과 collector와

의 거리, PLCL과 MC의 혼합비를 각각 조절하면서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를 통해서 섬유의 직경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각의 조건에

따른 fiber의 직경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림 16. 전기방사를 이용한 PLCL/MC 나노 지지체의 제조과정

- 실험결과

(가) 제조된 세포 지지체의 특성 평가

그림 17에서는 PLCL과 MC의 농도를 3, 5 wt%의 비율로 HFIP에 녹여서 전기

방사를 실시하였을 때의 섬유 직경의 변화를 확인한 그림이다. 농도가 높아질수

록 섬유의 직경의 크기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용액의 표면

장력과 용액의 점도가 전기방사가 이루어질 때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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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고분자 농도 변화에 따른 섬유의 직경의 변화(PLCL/Collagen = 7/3

(w/w), 전력= 10 kV, 방출속도 = 0.001 mL/min, 거리 = 15 cm, 노즐의 크기 = 25

G); (a) 3 wt%, (b) 5 wt%

그림 18에서는 PLCL과 MC의 농도의 비율에 따른 섬유의 형태 및 직경의 변

화를 확인하였다. MC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fiber의 직경이 작아짐을 알 수 있

다. 일반적으로 gelatin과 같은 천연고분자물질과 합성고분자물질을 전기방사하

게 되면 fiber의 직경이 작아진다. 이는 천연고분자들의 경우 전기방사가 잘 이

루어지지 않으며 순수 collagen의 경우에도 전기방사를 실시할 경우에 섬유의

형태로 전기방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스프레이의 형태로 전기방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도 같은 경향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56 -

그림 18. PLCL과 MC의 혼합비에 따른 섬유의 직경의 변화(PLCL/MC의 용액 내

전체농도 = 3 wt%, 전력= 10 kV, 방출속도 = 0.001 mL/min, 거리 = 10 cm, 노즐

의 크기 = 25 G); (a) PLCL/MC = 7/3 (w/w), (b) PLCL/MC = 5/5 (w/w), (c)

PLCL/MC = 3/7 (w/w)

(나) 세포 지지체의 세포 부착성 및 생장율 평가

MeOH로 인하여 actin이 깨지기 때문에 MeOH free formaldehyde를 blocking

buffer로 사용하고 paraformaldehyde(PFA) powder 3.7%를 넣고 덮개를 덮은 후

온도는 60 oC를 유지하면서 녹인다. 2 N NaOH를 5 drops (1 drop/100 ml) 넣고

모두 녹으면, PFA를 식힌 후 10x PBS 50 ml을 넣고 HCl을 이용하여 pH 7.2로

맞춘다. 빛을 차단시키고 여과 후 ice에 넣는다. MG-63 세포 배양을 위해

media(DMEM + 10% FBS + 1% P/S)를 사용하여 37 oC, 5% CO2 incubator에

서 incubation시킨다. 제조된 PLCL/MC 지지체를 25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여

멸균시킨 후, 5 x 102 cells/scaffold로 cells seeding하여 37 oC, 5% CO2

incubator에서 incubation시킨다. 세포 고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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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x PBS (1 ml)로 washing (x3)

∙ 4% MeOH-free formaldehyde (1 ml), RT, 10 min incubation

∙ 1x PBS (1 ml)로 washing (x3)

∙ CSK buffer (1ml), 4 oC, 10 min incubation

∙ 1x PBS (1 ml)로 washing (x3)

∙ Blocking buffer (1ml), 37 oC, 1 h incubation

∙ 1x PBS (1 ml)로 washing (x3)

Fluorescence 염색은 Hoechst 33285(Nucleic acid stain; blue fluorescent),

Rhodamine-Phalloidin(F-actin stain; red-orange fluorescent), Alexafluoro

488(Vinculin stain; green fluorescent)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 Vinculin antibody (1:100) in blocking buffer, 50-100 ml, 37 oC, 1 h

incubation

∙ 1x PBS (1 ml)로 washing (x3)

∙ Allexafluoro 488 (1:100) + Rhodamine-Phallodin (1:100) + Hoechst 33258

(1:100) in blocking buffer, 50-100 ml, RT, in dark, 1 h incubation

∙ 1x PBS (1 ml)로 washing (x3)

∙ Slide glass에 cover glass를 올리고, mounting buffer를 떨어뜨린 후 cover

glass를 덮고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염색 후 형광현미경 관찰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고, 다공성 지지체의 세포

부착성은 8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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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PLCL/MC 지지체에 세포 부착성 실험 결과; a) Nuclei: Hoechest 33258,

b) Actin flaments: Rhodamine, c) Vinculin protein: Alexa Fluoro 488, d) Overlay

(x400)

(2) Gelatin-AAc-PLCL 세포 지지체의 제조

- 실험내용 및 방법

전기방사법은 세포주위의 세포외기질을 흉내내어 적당한 세포주를 직접적으로

세포섬유형지지체에 맞게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사법을 이용하

여 PLCL nanofibers를 제조한 후에, 방사선 조사를 이용하여 acrylic acid

(AAc)를 그라프트시키고, AAc가 그라프트된 PLCL nanofibers에 gelatin을 연결

시켜 gelatin-modified poly(L-lactic acid-co-ε-caprolactone) (PLCL) nanofibers

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gelatin-AAc-PLCL 세포 지지체에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hMSCs)을 이용하여 adhesion, spreading, differentiation, cellular

responses를 살펴보았다.

Gelatin-AAc-PLCL 세포 지지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제조하였고, 그림 1에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 Fabrication of Gelatin-AAc-PLCL substrates

① Electrospinning of PLCL

3 wt% PLCL in DCM, Flow rate: 1 mL/h, Voltage: 17 kV

② Acrylic acid (AAc) grafting on the substrates (AAc-PLCL)

PLCL substrates immersed in AAc solution and exposed to γ-ray

③ Immobilization of gelatin (Gelatin-AAc-PL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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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activating grafted COOH with EDC/NHS, gelatin was

immobilized on the substrates forming amide bond.

그림 20. Fabrication of Gelatin-AAc-PLCL substrates

- 실험결과

(가) 제조된 Gelatin-AAc-PLCL의 물성 평가

그림 21는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제조한 PLCL 지지체와, 방사선 그라프트를 통

해 제조된 AAc-PLCL, gelatin-AAc-PLCL의 표면을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그림 21. 제조된 Gelatin-AAc-PLCL 세포 지지체의 SEM 사진

AAc의 농도에 따라 그라프트된 carboxlic acid groups을 정량한 결과, AAc의

농도에 따라 그라프트율이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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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AAc 농도에 따른 그라프트된 carboxlic acid groups의 정량

전기방사로 제조된 PLCL, AAc-PLCL, gelatin-AAc-PLCL의 기계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AAc의 그라프트율이 높을수록 지지체의 기계적 강도가 높았으며

(그림 23), AAc 농도가 높을수록 gelatin의 고정화율이 높았으며, AAc의 농도가

일정할 때, 낮은 농도의 gelatin일수록 고정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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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제조된 지지체의 기계적 물성 측정 결과

그림 24. AAc 농도에 따른 gelatin 고정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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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elatin-AAc-PLCL 세포부착성 평가

Gelatin-AAc-PLCL substrates에서 Human Mesenchymal Stem Cells의

response를 살펴보았다.

그림 25. DNA contents(24 hrs)

그 결과, Gelatin-AAc-PLCL substrates이 PLCL substrates보다 1.5 folds 높은

DNA contents 값을 나타내었다(그림 25).

그림 26. Fluorescent staining (72 hrs); a. PLCL, b. AAc-PLCL,

c.Gelatin-AAc-PLCL (scale bar: 50 mm)

그림 26에서 보면, PLCL, AAc-PLCL substrates 위의 세포는 narrow

spreading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gelatin-AAc-PLCL substrates에서의 세포

는 well-spread되어 있고, 거의 모든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좋은 기계적 물성을 지닌 생분해성 재료는 손상된 조직의 복원에 유용한 재료

이다. 그러나 세포부착성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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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PLCL nanofiber를 제조하고, 방사선 조사

를 이용하여 gelatin과 AAc를 개질시킨 gelatin-AAc-PLCL 지지체를 제조하였

다. 제조된 gelatin-AAc-PLCL 지지체는 뛰어난 세포부착성과 spreading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를 제조하기 위한 지지체를 제조

하기 위해 전기방사법과 방사선 가교 기술의 높은 활용도를 보여주었다.

(3) RGD immobilized AAc-PLLA 세포 지지체의 제조

- 실험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poly (L-lactic acid) (PLLA)

nanofibrous scaffold를 제조한 후, 방사선 가교를 통해

RGD(arginine-glycine-aspartate) peptides를 고정화하였다. 제조된 RGD

containing peptides immobilized PLLA nanofibrous scaffold를 MC3T3-E1

osteoblast cells을 이용하여 세포부착성 등 cellular responses를 평가해보았다.

RGD immobilized AAc-PLLA 세포 지지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제조하였다.

(가) Electrospun PLLA nanofibrous scaffolds의 제조

Solvent ; Dichloromethane (DCM) + Trifluoroethanol (TFE)

Voltage ; 12 - 14 kV

Flow rate ; 2.0 mL / h

Distance b/w needle and collector ; 10 cm

Needle size; 23 G

(나) Toluidine blue stain 실험

AAc가 그래프트된 PLLA scaffolds에 carboxylic acid groups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toluidine blue 염색을 수행하였다. 그래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염색농도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7).

그림 27. carboxylic acid groups의 양을 확인하기 위한 toluidine blue 염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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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결과

(가) RGD immobilized AAc-PLLA 세포 지지체의 물리적 물성 평가

그림 28에 방사선 조사에 의한 Acrylic acid가 그라프트된 PLLA nanofibrous

scaffolds의 SEM 표면사진을 나타내었다. 5-15 kGy로 조사하였으며, 방사선 조

사에 의해 변형된 구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28. 방사선 조사에 의한 Acrylic acid가 그래프트된 PLLA nanofibrous

scaffolds의 SEM 표면사진

그림 29. 조사선량에 따른 가교율 측정

AAc 농도와 조사선량에 따른 가교율을 측정해 본 결과, AAc의 농도와 조사선

량이 증가함에 따라 AAc의 그래프트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그림 29).

(나) RGD immobilized AAc-PLLA 세포 지지체의 세포부착성 평가

Serum(2, 8 hrs) 포함, 또는 serum(12, 24 hrs)이 없는 조건에서 지지체에

MC3T3-E1 cells(5 x 103 cells/scaffold)을 seeding 한 후, DNA 농도를 측정하

여 cellular adhesion, proliferation을 각각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2, 8, 12,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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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후에 RGD immobilized scaffolds에서 매우 높은 DNA 농도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RGD 단백질이 고정된 AAc-PLLA 세포 지지체에서 시간에 따는 더 높은

세포 생장율과 뛰어난 세포부착성을 나타내었다(그림 30).

(a)

(b)

그림 30. RGD peptides 고정에 따른 세포 부착성(a)과 생장율(b) 평가

(다) RGD immobilized AAc-PLLA 세포 지지체의 MC3T3-E1 cell 염색 결과

Fluorescence 염색은 Hoechst 33285(Nucleic acid stain; blue fluorescent),

Rhodamine-Phalloidin(F-actin stain; red-orange fluorescent), Alexafluoro

488(Vinculin stain; green fluorescen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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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RGD immobilized AAc-PLLA 세포 지지체의 MC3T3-E1 cell염색 결과

Rhodamin-phalloidine은 붉은색의 actin stress fiber를 나타내며, Hoechst는 푸

른색의 nucleus을 나타낸다. PLLA-AAc and PLLA-AAc-RGD scaffolds에 cell

seeding한지 4시간 후에 염색 결과를 살펴본 결과, RGD immobilized scaffold에

서 MC3T3-E1 cells이 보다 넓게 spread된 경향을 나타내었고, 뛰어난 세포 부

착성을 나타내었다(그림 31).

(4) 결론

조직공학이란 환자에서 분리한 세포를 3차원 다공체기능성 매트릭스 즉, 지지체

를 결합시켜서 병든 조직을 수복하거나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포를 분

리한 후에 in vitro 상태에서 대량배양한 후, 세포는 3D 지지체에 파종되어 환자

에게 직접 또는 말기상태에 이식된다. 3D 지지체는 다음과 같은 필요충분조건을

가져야 된다. (1) 생체적합성, (2) 적당한 생분해성/생체흡수성, (3) 적당한 기계적

성질, (4) 이식될 조직에 적합한 직접적인 세포-재료 상호작용을 갖는 생리화학적

물성 및 (5) 손상된 조직의 원래모양을 갖추는데 쉬워야 하며 (6) 주위의 숙주조

직과도 조화, (7) 원하는 대로 다공네트워크 구조의 지지체를 제조하여 영양액의

공급과 확산을 비교적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개발을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 키토산과 알

지네이트 및 젤라틴을 방사선 가교 처리하여 아마이드 결합 또는 에스테르 결합

이 형성된 다공성 지지체(WAG)를 제조하였다. 방사선 가교 다공성 지지체의 고

분자 사슬간의 가교결합 형성을 FT-IR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처리조건에 따

른 표면과 내부의 다공구조를 전자주사현미경(SEM)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또

한 다공체의 수분흡수도, 압축 강도 등의 기계적 물성과 세포 부착성을 평가한

결과, 제조된 지지체의 압축 강도는 200 kPa 이상이었으며, 다공성 지지체의 세포

부착성도 80% 이상의 안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천연수용성 고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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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luronic acid(HA)와 chondroitin sulfate(CS)를 3차원 구조의 가교 가능한 화학

구조를 갖도록 개질을 진행하였다. 천연고분자인 hyaluronic acid와 chondroitin

sulfate의 사용과 함께, 천연고분자의 취약한 기계적인 물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합성고분자로서는 방사선 가교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poly(acrylic acid)와

poly(vinyl alcohol)를 사용하여 다양한 조성비를 갖는 HA/CS 하이드로겔을 화학

적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고 방사선조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또한, 전기방

사법과 방사선 가교를 이용하여 천연고분자/생분해성 고분자 지지체(PLCL/MC,

Gelatin-AAc-PLCL, RGD immobilized AAc-PLLA)를 합성하였으며, 이들 모두

80% 이상의 매우 우수한 세포 부착성과 생장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 기존의 화학적인 가교제의 사용 없이 방사선 가교에 의해 제조된

천연/합성 고분자 지지체(WAG, HA/CS 하이드로겔)와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제

조된 지지체(PLCL/MC, Gelatin-AAc-PLCL, RGD immobilized AAc-PLLA)는

생체적합성은 물론 뛰어난 기계적 물성과 세포부착성 및 생장율을 나타내어 동물

실험 대체용 인공피부를 제조하기 위한 지지체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인공피부 모델 형성 기술 개발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의 개발에 있어서 다공성 또는 필름형 지지체 형태의 구

조물에서의 피부 세포의 원활한 증식 및 활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

라서 세포의 원활한 증식 및 활성 유지 또는 유도를 위해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의 특성을 모사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세포외기질에서

세포의 흡착, 증식, 분화 등을 유도하는 기작은 세포외기질의 구조와 구성 단백질,

그리고 수용성 성장인자들의 보충 여부에 있다. 일반적으로 세포외기질은 나노섬유

형태의 콜라젠 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흡착을 유도하는 피브로넥틴, 비트로넥

틴 등의 단백질이 콜라젠 섬유 복합체에 융합되어 있으며, 다양한 프로테오글리칸

등도 융합되어 세포의 기본적인 성장 및 증식을 유도한다. 인공적으로 이러한 세포

외기질의 구조적 특성 모사를 위해 최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트의 제작 기

술은 전기방사법이다. 전기방사법을 사용하면 용해된 고분자 용액에 고압의 전류를

가하여 tailor corn을 형성하고 전기장을 따라 나노섬유 형태를 갖는 시트의 손쉬운

제작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세포지지체용 고분자로서는 기계적인 특성이 우수한

생분해성 합성고분자의 사용이 보편적이나 이들 합성고분자는 세포의 흡착 또는 증

식을 매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신호의 부족으로 인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표면 개질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로서 표면 분해법을 통해 생분해성 지지체 표면을 분해한 후 높아진

표면의 친수성 및 기능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지지체의 분해로 인해 기

계적 강도의 감소가 동반되는 단점이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플라스마 처리를

통해 지지체 표면에 친수성 및 기능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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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표면의 균일한 특성 조절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개

질된 지지체의 표면은 단백질, 펩타이드, 성장인자 등 다양한 생체활성물질을 도입

시켜 세포의 반응을 조절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나노섬유형 지지체에 생체활성물질의 접합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개발을 위해 다양한 세

포주들 뿐만 아니라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함으로서 기술적으로 우수한 인공피부 개

발 모델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가.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한 생체 친화성 필름형 지지체 제조 기술 개발

(1) 감마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지지체의 특성 조절

방사선 중의 하나인 감마선을 이용하여 생분해성 지지체의 표면 특성을 변화시

켰다. 감마선은 고분자 지지체 표면에 라디칼을 형성시킴으로써 고분자 말단에

이중결합을 갖는 아크릴산이나 아크릴아미드의 그라프트가 가능하며, 유사하게는

플라스마를 이용하여 생분해성 지지체의 표면 특성을 변화시킨 연구가 보고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생분해성 합성고분자를 이용하여 나노섬유형 시트를 제작하고

감마선을 이용하여 생분해성 지지체에 아크릴산을 그라프트 한 후 표면에 카르복

실기 외에 히드록실기, 아민기를 도입한 후 표면 친수성의 변화 및 그라프트율

등을 평가하였다.

- 실험내용 및 방법

(가) 전기방사를 이용한 나노섬유형 시트 제작

생분해성 합성고분자인 poly(L-lactide) (PLLA)와 poly(L-lactide-co-ε

-caprolactone) (PLCL)을 디클로로메탄 (dicloromethan, DCM)과 트리플루오로

에탄올 (trifluoroetanol, TFE)의 혼합 용매에 용해한 후(5-10 wt%), 15-18 kV의

전압을 가하여 전기방사를 실시하였다.

(나) 감마선을 이용한 아크릴산 그라프트

전기방사로 제작된 시트는 70% 에탄올과 증류수로 세척한 후, 1-10 %의 아크

릴산 수용액에 담지하고, 5-15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감마선이 조사된 시

트는 아크릴산 단 분자의 제거를 위해 증류수로 반복 세척하고 상온에서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였다.

(다) 히드록실기와 아민기 도입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시트에 도입된 카르복실기를 이용하여 heterofunctional

물질인 에틸렌디아민과 에탄올아민을 도입하였다. 아크릴산이 도입된 시트는 5

mM EDC/NHS 수용액 (MES buffer, pH 5.5)에 담지시키고, 30분간 교반을 통

해 카르복실기를 활성화하였으며, 즉시 말단에 아민기를 갖고 있는 에틸렌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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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에탄올아민(sodium bicarbonate buffer, pH 8.5)과 3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교반 후 반복 세척을 통해 단 분자를 제거하였으며, 상온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

에 보관하였다.

- 실험결과

(가) 전기방사를 이용한 나노섬유형 시트 제작

전기방사를 통해 나노섬유형 생분해성 시트를 제작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고분자용액의 농도에 따라 나노섬유의 직경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으

며, 고분자의 종류에 따라 섬유 형태가 달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wt%

의 PLCL은 200-1200 nm의 넓은 분포를 갖는 섬유형태가 관찰되었으며(그림

1a), 5 wt% PLCL 1 mm이상의 섬유 직경을 갖는 시트가 제작되었다(그림 1b).

또한, 그림 1c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wt%의 PLLA는 섬유의 직경은 5 wt%

PLCL과 유사하나 섬유가 곧게 뻗어있는 형태를 보여주었으며, 나노섬유 사이의

간격이 PLCL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1. 전기방사된 나노섬유형 시트. a) 3 wt% PLCL, b) 5 wt% PLCL, c) 5

wt% PLLA

 

(나) 감마선을 이용한 아크릴산 그라프트

5 wt%로 농도로 방사된 PLCL 나노섬유형 시트는 1-10%의 아크릴산 수용액

에 담지하고, 5-15 kGy의 조사량에 노출시켜 그라프트를 진행시켰다. 그림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저농도의 아크릴산에서는 조사량에 따른 그라프트가 큰 차이

를 보여주지 않았으나, 고농도일 경우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라프트율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크릴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동일한 조사량

에서 그라프트율이 증가하여 그라프트율은 조사량과 아크릴산의 농도에 따라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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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크릴산과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

감마선을 이용하여 아크릴산을 그라프트 한 후, 나노섬유 형태의 변화를 관찰

하기 위해 다시 전자현미경으로 나노섬유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감마선 조사 후

의 나노섬유형 시트는 나노섬유의 직경 등에는 큰 차이가 없이 감마선 조사 전

과 마찬가지로 200-1200 nm의 나노섬유 직경 분포를 갖고 있었으며, 섬유의 가

닥이 약간 휘어진 듯한 형태를 보이는 것 외에는 큰 차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3)

그림 3. 아크릴산 그라프트 전후의 시트 섬유 형태

(다) 히드록실기와 아민기 도입

카르복실산 이외에 도입된 카르복실기를 이용하여 히드록실기와 아민기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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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EDC/NHS chemistry). 카르복실산은 톨루이딘 블루 염색 또는 반응

(toluidine blue O)을 통해 표면 도입량을 알 수 있으나(그림 4a), EDC/NHS를

통해 에틸렌디아민과 에탄올아민이 도입될 경우 카르복실산의 양은 줄고 해당

도입 물질들의 양의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나노섬유형 시트에 도입된 카

르복실산은 아크릴산 농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에틸

렌디아민과 에탄올아민의 도입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도입

된 아민기의 양을 정량하기 위해 플루오르케민 반응(fluorescamine assay)을 이

용하였고, 반응에 참여한 에틸렌디아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아민기의 양이 증

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4b).

그림 4. 시트에 도입된 기능기 분석. a) toluidine blue O 염색, b) 아민기 정량

또한, 감마선 조사와 heterofunctional 물질들의 도입 전후 표면 기능기 분포를

확인한 결과, 아크릴산이 도입되었을 때 폴리머의 에스테르 본드와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본드가 겹치며 넓은 범위의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에틸렌디아민의 결

합 후 아민 피크가 관찰됨으로서 표면 특성이 변화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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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TR-FTIR 분석

지지체에 세포의 흡착은 다양한 기작으로 이루어지며 세포외기질의 특성이 가

장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분자의 표면 기능기에 따른 다양한 세

포 반응이 이미 다양하게 연구 중이며, 일반적으로 친수성 기능기인 카르복실기,

히드록실기, 아민기가 세포의 표면 친수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세포의 흡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친수성 기능기의 부

재가 단점인 생분해성 합성고분자 지지체에 다양한 기능기를 도입함으로서 높은

수준으로 세포의 흡착 및 증식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인공피부용

지지체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전자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지지체의 특성 조절

최근 감마선과 함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표면 개질의 에너지원으로 전자선의

등장을 주목할 만하다. 전자선은 주로 반도체의 제조공정에서 고해상도의 마이크

로 또는 나노 패턴의 형성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다양한 디자인의

패턴에서 세포의 흡착이나 증식을 조절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자선

의 고에너지량으로 고분자 기질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정밀한 에너지선량의

조절이 필요해 고분자 분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선은 감마선과 마찬가지로 표면 라디칼 형성을 통해 원하는 물질의 표면 그

라프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수한 세포 친화력을 갖는 지지체의 제작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는 전자선을 이용하여 나노섬유형 생분해성

합성 고분자 지지체의 특성을 개질하였다.

- 실험내용 및 방법

(가) 전기방사를 이용한 나노섬유형 시트 제작

생분해성 합성고분자인 poly(L-lactide) (PLLA)와 poly(L-lactide-co-ε

-caprolactone) (PLCL)을 디클로로메탄 (dicloromethan, DCM)과 트리플루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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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trifluoroetanol, TFE)의 혼합 용매에 용해한 후 (5-10 wt%) 15-18 kV

의 전압을 가하여 전기방사를 실시하였다.

(나) 전자선을 이용한 아크릴산 그라프트

전기방사된 시트는 70% 에탄올과 증류수로 세척한 후 1-10%의 아크릴산 수용

액에 담지하고, 전자선을 조사하였다. 전자선 조사를 위해 ELV4-electron

accelerator(energy 10 MeV, beam power 570 kW)를 사용하였으며, 전자선의

전류량은 0.05 mA이었고, 조사량은 1-20 kGy이었다. 전자선 소스와 시료간의

거리는 약 50 cm였으며, 시료의 이동속도는 10 m/min이었다. 전자선 조사된 시

트는 아크릴산 단분자의 제거를 위해 증류수로 반복 세척한 후 상온에서 건조하

였으며,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였다.

- 실험결과

(가) 전자선 조사량 및 아크릴산 농도에 따른 나노섬유 시트의 형태 변화

전자선을 이용하여 아크릴산을 그라프트 한 후 나노섬유 형태의 변화를 관찰하

기 위해 전자현미경으로 나노섬유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전자선 조사 후의 나노

섬유형 시트의 나노섬유의 직경은 저농도의 아크릴산에서는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10 wt%에서 20 kGy로 조사한 시료의 경우 PLCL 및 PLLA 모두 나

노섬유 직경의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그에 따른 다공도의 감소를 보여주었다. 이

는 높은 수준의 그라프트로 인해 섬유의 직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아크

릴산의 도입된 것으로 보이며, 고농도의 아크릴산 및 높은 조사량은 시트 형태

의 유지를 위해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6).

그림 6. 전자선 조사 후의 나노섬유 지지체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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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선을 이용한 아크릴산 그라프트율 분석

전기방사된 PLLA와 PLCL 나노섬유 시트는 아크릴산 수용액에 담지시킨 후,

최대 20 kGy의 조사량으로 그라프트를 진행시켰다. 그라프트율의 변화는 톨루이

딘 블루 염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농도의

아크릴산에서는 낮은 그라프트율을 보여주었으나, 아크릴산의 농도가 고농도일

경우 그라프트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림 7. 전자선에 의한 아크릴산의 그라프트 변화 (20 kGy)

이러한 톨루이딘 블루의 염색 경향은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시트에 염색

된 톨루이딘 블루를 용출시킨 후 흡광도를 측정해 본 결과, 그림 8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크릴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라프트율을 농도 의존적으로 증

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5 kGy에서는 1 kGy에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그라

프트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8b). 하지만, 10 kGy에서는 5 kGy에서 보다 높아

졌지만(그림 8c), 20 kGy에서는 10 kGy에서의 결과와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

조사량에 의한 그라프트율을 변화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 결과, 모든 조사량에서 아크릴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라프트율이 증가

되는 경향으로 보아 아크릴산의 농도가 중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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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Toluidine blue를 이용한 PLCL 시트의 그라프트율 분석. a) 1 kGy, b) 5

kGy, c) 10 kGy, d) 20 kGy

PLLA 시트의 경우는 PLCL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그라프트율이 상대

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a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kGy에서는

아크릴산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라프트 율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동일 조건에

서의 PLCL 그라프트와 비교할 때 50 % 미만의 그라프트율을 나타내었다. 하지

만, 고선량에서는 5-20 kGy에서 10 wt%의 아크릴산을 반응했을 경우 모두 높

은 수준의 그라프트율을 나타내었고, 5 wt% 미만의 농도에서는 그라프트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결과를 나타내어, 전자선을 이용한 아크릴산의 그라프트

에서 PLLA와 PLCL는 서로 다른 경향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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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Toluidine blue를 이용한 PLLA 시트의 그라프트율 분석. a) 1 kGy, b) 5

kGy, c) 10 kGy, d) 20 kGy

(다) 전자선 조사된 나노섬유 시트의 표면 친수성 평가

전자선이 조사된 나노섬유 시트의 표면 친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농도,

조사량으로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시료의 물 접촉각을 분석하였다. 순수한

PLCL 시트는 약 80°의 물 접촉각을 보여주었으나 이는 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

에 따라 감소하여 20 kGy(10 wt% 아크릴산)에서는 약 30°의 접촉각을 보여주었

다(그림 10a, b). PLLA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관찰되었는데 초기 약 70° 정도 였

던 순수 PLLA에서의 접촉각이 그라프트율의 증가에 따라 역시 약 30°로 낮아졌

다. 또한, 두 고분자간의 미묘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그라프트율에서와 마찬가

지로 PLCL은 저농도의 아크릴산에 반응했을 때도 높은 수준으로 표면 친수성이

증가하나, PLLA는 상대적으로 저농도의 아크릴산에서 친수성의 감소폭이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10c, d). 그러나, 전자선에 의해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두

가지 나노섬유 시트 모두 친수성의 증가가 관찰되므로, 세포 반응 및 생체활성

물질의 결합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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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전자선 조사 전후 물접촉각 평가. a) PLCL-irradiation dose,b),

PLCL-AAc conc., c) PLLA-irradiation dose, d) PLLA-AAc conc.

또한, dynamic 물 접촉각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시트간의 좀 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그림 11), PLCL은 PLLA보다 낮은 그라프트 환경에서 더욱 높은 표

면 친수성을 보여주었으며, PLLA는 높은 그라프트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표면 친수성을 보여주어 그라프트 조건에 따른 고분자 지지체의 표면 특성이 조

절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지체별 물 접촉각의 대표 이미지는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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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Dynamic 물 접촉각 평가. a) PLCL-irradiation dose, b), PLCL-AAc

conc., c) PLLA-irradiation dose, d) PLLA-AAc conc.

그림 12. 전자선 조사 시료별 물 접촉각 대표이미지

(라) 전자선 조사된 나노섬유 시트의 표면 특성 분석

전자선에 의해 아크릴산에 도입된 나노섬유 시트의 표면 특성 분석을 위해

ATR-FTIR을 수행하였다. 그림 1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PLCL 시트는 아크릴산

의 그라프트에 따라 C=O 피크 (1740 cm-1)의 강도 변화가 관찰되나 아크릴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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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피크가 미미하게 관찰되었다. 하지만, PLLA 시트는 PLCL보다는 명확하게

아크릴산의 C=O 피크 (1700 cm-1)가 관찰되며, 그라프트된 아크릴산이 표면 특

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 ATR-FTIR 분석. a) PLCL, b) PLLA

나.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생분해성 지지체의 특성 분석과 피부 세포 배양 기술

개발

개발된 기능성 나노섬유 지지체의 세포 조절 특성 분석을 위해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세포의 흡착 및 증식을 평가하였다. 인공피부의 개발을 위해 표피세포나

각질세포 등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의 배양을 통해 복합적인 결과의 도출이 가능한 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발된 지지체의 세포 흡착 및 증식능을 평가하였다.

(1) 실험내용 및 방법

세포 흡착 평가를 위해 아크릴산이 도입된 지지체는 70% 에탄올 및 UV를 이용

하여 멸균한 후, 지지체당 2×104개의 세포를 분주하였다. 세포가 분주된 지지체는

12시간 동안 배양한 후, CCK-8 assay kit를 이용하여 흡착된 세포의 양을 평가

하였다. 세포 흡착 형태의 관찰을 위해 흡착 평가와 동일하게 세포를 지지체에

분주한 후 24시간 후에 고정하고, 형광염색을 실시하였다. 흡착된 세포의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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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능의 평가 또한 동일한 수의 세포 분주 후 최대 7일간 증식능을 CCK-8

assay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2) 실험결과

(가) 세포 흡착능 평가

기능화된 지지체의 세포 흡착능은 혈청단백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분리

하여 평가하였다. 그림 14에서 보는 것처럼 혈청단백질의 부재시에는 PLCL과

아크릴산이 도입된 PLCL 시트에서 유사한 세포 흡착능을 보여주었으나, 혈청단

백질의 존재 하에서는 아크릴산이 도입된 시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흡착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표면의 친수화도와 도입된 기능기의 역할로 볼 수 있는데 혈

청단백질이 없는 경우 시트의 표면 특성이 세포의 흡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지는 못하지만, 혈청단백질이 있는 경우에는 표면의 친수화도의 변화와 기능기

의 영향으로 인해 혈청단백질의 표면 흡착을 촉진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이들이 세포의 흡착을 조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 지지체에 따른 성체줄기세포의 흡착능 평가

(나) 지지체에 따른 세포 흡착 형태 분석

지지체별 세포의 흡착 형태를 관찰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형광염색

을 통해 세포의 흡착 형태를 관찰하였다. 세포 골격의 확인을 위해 F-actin은

rhodamine-phalloidin(red)으로 염색하였으며, focal contact의 관찰을 위해

vinculin(green)을 염색하였다. 그림 15a에서 보는 것처럼 높은 표면 소수성을 보

이는 PLCL에서는 세포가 정상적인 흡착 형태를 갖지 못하고 둥근 형태로 관찰

되었으며, 다수의 세포들이 뭉쳐 있는 흡착형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PLCL-AAc(3 wt%)에서는 세포가 F-actin의 명확한 형성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포 펼침을 행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focal contact는 형성되지 않았

다(그림 15b). 5 wt%의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시트의 경우 3 wt% 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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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친수화도와 기능기의 영향으로 높은 세포 펼침이 관찰되었고, 간헐적으로

focal contact의 형성이 관찰되었다(그림 15c). 이는 도입된 카르복실기에 의해

앞서 언급한 혈청단백질의 흡착이 극대화된 것으로 생각되며, 건강한 형태의 세

포 흡착을 보여주었다.

그림 15.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한 성체줄기세포의 흡착 형태. a) PLCL, b)

PLCL-AAc (3 wt% AAc), c) PLCL-AAc (5 wt% AAc)

(다) 지지체에 따른 세포 증식율 평가

표면 특성이 개선된 지지체별로 성체줄기세포의 증식을 7일간 평가하였다. 세

포 분주 1일차에 세포 흡착의 앞선 결과와 같이 PLCL-AAc(5 wt%)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7일차에는 약

1.5배 이상 높은 세포의 증식율이 관찰되었다(그림 16). 이는 지지체의 변화된

표면 특성과 연관될 수 있는데 흡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혈청단백질로 인한 흡

착 형태의 안정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영양분의 안정적인 섭취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추후 피부세포로의 분화 및 특성 발현에 긍정적인 결

과로 생각된다. 또한, 배양 7일 후 지지체위에서 세포의 증식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그림 17과 같이 PLCL-AAc(5 wt%)에서는 나노섬유형 지지체의

대부분이 세포로 넓게 덮혀 있음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PLCL에 비해서는 상

당히 높은 수준의 세포 증식률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전자선을 이용해 개선된

나노섬유형 지지체는 세포의 흡착 및 증식을 조절할 수 특성을 갖게 되어 인공

피부용 지지체 소재로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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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성체줄기세포의 증식능 평가

그림 17.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성체줄기세포의 흡착 및 증식 형태(300배)

다. 인공피부 모델 형성 기술 개발

(1) 실험내용 및 방법

(가)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합성

1차년도에 확립한 화학적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고 방사선조사기술을 이용한

HA/CS 하이드로겔의 제조기술 및 최적의 가교조건을 바탕으로, 2차년도에는 제

조된 하이드로겔의 인공피부로써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특성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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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표 1. Composition of HA/CS-based hydrogels

No. Hydrogel sample
Feed weight ratio (%) crosslinker

PEGDM[HA/CS] PVA PAAc

1 HA/CS/PVA-73 70 30 0 ×

2 HA/CS/PVA-55 50 50 0 ×

3 HA/CS/PVA-37 30 70 0 ×

4 HA/CS/PAAc-73 70 0 30 ×

5 HA/CS/PAAc-55 50 0 50 ×

6 HA/CS/PAAc-37 30 0 70 ×

7 C-HA/CS/PVA-73 70 30 0 ○

8 C-HA/CS/PVA-55 50 50 0 ○

9 C-HA/CS/PVA-37 30 70 0 ○

10 C-HA/CS/PAAc-73 70 0 30 ○

11 C-HA/CS/PAAc-55 50 0 50 ○

12 C-HA/CS/PAAc-37 30 0 70 ○

우선, 생체적합성과 생분해성이 우수한 천연고분자인 hyaluronic acid(HA)와

chondroitin sulfate(CS)의 사용과 함께, 천연고분자의 취약한 기계적인 물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합성고분자로 이루어진 다공성의 3차원 가교구조를 가진 고

분자 인공피부의 제작하고자 하였다. 합성고분자로서는 방사선 가교가 가능하다

고 알려진 poly(acrylic acid)와 poly(vinyl alcohol)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인공피부 내의 천연고분자와 합성고분자의 조성비를 조절함으로서

matrix의 분해속도, 함수율, 기계적 강도 등을 인공피부의 용도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양한 조성비를 갖는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또한 방사선 조사량을 조

절함으로써 HA/CS 하이드로겔의 최적의 가교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페트리디시

에 표 1에 나타낸 조성비를 갖는 용액을 채우고 방사선을 각각 5, 10, 15, 20, 25

kGy로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또한 비교를 위하여 화학적 가교방

법으로 가교제를 사용하여 동일한 조성비의 HA/CS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가교제로 poly(ethylene glycol)dimethacrylate, 개시제로 APS(ammonium

peroxydisulfate) 및 가속제로 TEMED(N,N,N',N'-tetramethylethylenediamine)를

사용하여 질소분위기 하에서 24시간 반응을 진행시켜 화학적 결합에 의해 3차원

가교구조를 갖는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표 1).

(나) 고분자 인공피부의 생분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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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피부가 상처부위에 이식된 후에는 새로운 조직의 형성을 촉진시키고 세포

가 증식하면서 세포외기질과 싸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고분자

matrix는 분해되기 시작한다. 고분자 matrix는 적당한 분해가 일어나면서 상처

부위의 조직과 일체화되고 밀착성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

기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고, 분해속도가 적당히 조절되어야 한다.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enzymatic degradation을 측정하기

위해 hyaluronidase 용액 내에서 시간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중량감소를 측정하여

중량변화에 의해 하이드로겔의 분해정도를 평가하였다. 하이드로겔이 분해거동은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조성비 및 효소용액의 농도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5 mm×5 mm의 크기로 자른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

disk샘플을 0.2 mg/ml sodium azide와 1 mM CaCl2 PBS 용액내에 침지시켜 24

시간 방치한 후 각 하이드로겔 샘플의 팽윤된 초기무게를 측정하였다.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을 다양한 농도의 hyaluronidase PBS

용액에 침지시키고 37 oC 온도를 유지하면서 시간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무게를

측정하였다[weight change (%) = (Wti-Wt)/Wti × 100, Wti is the initial weight

of swollen hydrogel and Wt is the weight of hydrogel at different time

intervals in degradation media]. 분해효소가 포함된 degrdation media는 3일 마

다 교체해주었다.

Hyaluronidase 0 U/ml, 1 U/ml, 10 U/ml, 50 U/ml, 100 U/ml의 농도를 갖는

PBS 용액을 제조하여 팽윤된 하이드로겔 샘플을 침지시켜 시간에 따른 중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고분자 인공피부의 생분해성에 미치는 영향인자 조사하고자하였다. In

vitro 상에서 고분자 하이드로겔 matrix 내의 성분 조성비의 변화에 따른 고분자

인공피부의 생분해 속도를 조사하고 영향인자에 따른 고분자 인공피부의 생분해

속도를 조절하고자 하였다.

(다) 천연/합성고분자복합체 인공피부의 in vitro상에서 약물방출 특성조사

아래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model drug으로써 ionic drug으로써 cefazolin를,

nonionic drug으로 theophylline를 선정하여 각각의 다양한 성분비를 가진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에 swelling loading 방법을 사용하여

담지하였다. 즉, 적당한 크기로 자른 건조된 HA/CS/PVA 및 HA/CS/PAAc 하

이드로겔 disk샘플의 건조중량을 측정한 후, 각각의 약물용액에 침지시켜 함량이

될 때까지 팽윤시킨다. 완전히 팽윤된 하이드로겔 샘플의 중량을 측정한 후 다

시 건조하였다.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에 담지된 약물의 양

은 팽윤상태와 건조상태의 중량차이로부터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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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haracteristics of drug solutes

각각의 약물이 담지된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을 사용하여

37 oC의 PBS 용액 내에서 약물 방출실험을 진행하였다. 정해진 시간에 따라

release media 3 ml씩을 취하여 UV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해 약물을 검출하

고 다시 fresh PBS 용액 3 ml를 채워넣었다.

다양한 성분비를 가진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을 사용하여

이에 따른 약물방출 거동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ionic drug으로써 cefazolin를,

nonionic drug으로 theophylline를 사용하여 약물의 ionic 특성이 하이드로겔로부

터 약물의 방출거동의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라) 천연/합성고분자복합체 인공피부의 in vitro상에서 투과특성 조사

동물실험대체를 위한 인공피부모델로서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한 제조된 인공

피부용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solute 투과특성 조사하고

자 하였다. Permeation test는 static Frantz cell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즉,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 disk를 Frantz cell중간에 고정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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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permation test 사용된

static Frantz cell

그림 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 disk를

사이에 두고 투과될 용액을 donor cell에 담고 receptor cell에는 PBS 용액을 채

워넣었다. 37 oC를 유지하면서 시간에 따라 receptor cell에서 샘플을 취하여 투

과된 solute의 양을 UV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efazolin은 λmax

= 270 nm에서, theophylline은 λmax = 274 nm에서 검출하였다. 또한, 인공피부용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성분비 및 다양한 solute의 변화에

따른 인공피부의 투과특성 조사하였다.

(2) 실험결과

(가)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합성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인공피부 내의 천연고분자와 합성고분자의 조성비를 조

절함으로서 matrix의 분해속도, 함수율, 기계적 강도 등을 인공피부의 용도에 맞

게 조절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기 위해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양

한 조성비를 갖는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천연고분자인 hyaluronic acid와 chondroitin sulfate의 사용과 함께, 천연고분자

의 취약한 기계적인 물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합성고분자로서는 방사선 가교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poly(acrylic acid)와 poly(vinyl alcohol)를 사용하여 방사선을

각각 5, 10, 15, 20, 25 kGy로 조사하여 HA/CS 하이드로겔을 합성하였다. 1차년

도 연구결과 최적의 겔화율을 보인 가교조건인 15 kGy 조사조건에서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을 합성하였고 1차년도와 동일한 재

현성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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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방사선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성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하이드로겔이 80% 이상

의 높은 함수율을 보였다. 수용성 고분자만으로 이루어진 HA/CS 하이드로겔의

특성상 상당히 높은 함수율을 나타내었고 조성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PBS 용액에서의 함수율은 용액 내의 염에 의한 효과에 의해 증류수에서의 함수

율에 비해 다소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화학적 가교제를 사용하여 제

조된 같은 조성비를 갖는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여(표 1의 sample No. 7-12), 방

사선 가교에 의해 제조된 하이드로겔과의 함수율을 비교하였다.

표 3. Water content of HA/CS/PAAc and HA/CS/PVA hydrogels

No. Hydrogel sample Water PBS

1 HA/CS/PVA-73 97.60 ± 0.0755  94.95 ± 0.1595

2 HA/CS/PVA-55 98.23 ± 0.1420 93.66 ± 0.6887

3 HA/CS/PVA-37 97.18 ± 0.3597 96.23 ± 0.7775

4 HA/CS/PAAc-73 95.92 ± 0.1861 93.16 ± 0.4867

5 HA/CS/PAAc-55 95.51 ± 0.2110 96.43 ± 0.3459

6 HA/CS/PAAc-37 97.92 ± 0.0844 97.84 ± 0.6783

7 C-HA/CS/PVA-73 95.92 ± 0.0924 91.24 ± 0.0289

8 C-HA/CS/PVA-55 94.27 ± 0.0384 86.34 ± 0.4509

9 C-HA/CS/PVA-37 92.20 ± 0.1660 84.91 ± 0.9018

10 C-HA/CS/PAAc-73 93.48 ± 0.1380  90.13 ± 0.1595

11 C-HA/CS/PAAc-55 92.35 ± 0.2297 89.84 ± 0.3501

12 C-HA/CS/PAAc-37 89.74 ± 0.0469 85.40 ± 0.2311

절대적인 비교가 가능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물성을 가지는 하이드로겔의 제조

조건으로 고분자 중량 2.5 g에 대해 500 ml의 PEGDM 가교제를 사용하여 하이

드로겔을 제조했을 때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방사선 가교에 의한 하이드겔보

다는 water와 PBS용액 모두에서 다소 낮은 함수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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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에 의해 제조된 HA/CS 하이드로겔이 화학적 결합에 의해 제조된 하이드로

겔에 비해 다소 가교밀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0의 건조 HA/CS/PAAc-55 하이드로겔의 SEM image에서 볼 수 있듯이

균일한 기공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0. SEM images of HA/CS-based hydrogel; (a) HA/CS/PAAc-55 hydrogel

(×200), (b)HA/CS/PAAc-55 hydrogel (×５00)

(나)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생분해성 평가

방사선조사를 통해 제조된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생분

해성 실험으로써 다양한 조성비를 갖는 HA/CS 하이드로겔의 효소에 의한 생분

해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21는 HA의 분해효소 hyaluronidase의 dose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생분해

성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Hyaluronidase 0 U/ml, 1 U/ml, 10 U/ml, 50 U/ml,

100 U/ml의 농도를 갖는 PBS 용액을 제조하여 팽윤된 하이드로겔 샘플을 침지

시켜 시간에 따른 중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림 21a와 21b는 각각 HA/CS/PVA 하이드로겔과 HA/CS/PAAc 하이드로겔

의 분해효소 hyaluronidase의 dose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생분해성 특성 보여준

다. 효소를 사용하지 않은 control group인 경우 측정기간인 14일까지 경과함에

따라 초기의 무게에서 다소 중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hyaluronidase 용액에 침지시킨 HA/CS 하이드로겔의 경우 효소의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점차 분해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hyaluronidase 100 U/ml의 농도에서는 초기 1-2일 이내에 HA/CS/PVA 하이드

로겔과 HA/CS/PAAc 하이드로겔 모두 100% 분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1 U/ml의 농도인 경우 HA/CS/PVA는 11일 후에야 완전한

분해가 일어남을 보였다 (그림 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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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Enzymatic degradation of HA/CS hydrogels depending on the enzyme

concentration; (a) HA/CS/PVA hydrogels, (b) HA/CS/PAAc hydro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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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Enzymatic degradation of HA/CS hydrogelsby depending on the

hydrogel compositions: (a) HA/CS/PVA hydrogels, (b) HA/CS/PAAc hydro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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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HA/CS/PVA 하이드로겔에 비해서는

HA/CS/PAAc 하이드로겔의 경우가 초기 중량에 비해 상당히 많은 중량의 증가

를 나타내다가 급격하게 중량의 감소를 나타내는 분해거동을 보였다. 이는 효소

분해가 진행되면서 고분자 사슬이 점차적으로 풀어지면서 상당량의 수분이 하이

드로겔 내에 함유되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분자 사슬이 그 이상 풀어지면

서 더 이상 하이드로겔 내의 cohesive force가 없어져서 급격한 중량감소를 나타

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2는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 내의 조성비가 하이드로

겔의 생분해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일한 효소농도 조건에서 (50U/ml),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 모두 하이드로겔의 조성비 중 합성고분자인 PVA 및 PAAc 부분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분해 속도가 점차적으로 줄어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자를 통해 보다 재현성 있게 HA/CS 하이드로겔의 생분해 속

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in vitro상에서 약물방출 특성

조사

그림 23은 in vitro 상에서 HA/CS/PVA hydrogel로부터 시간에 따른 약물방출

거동을 보여준다. 그림 2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nonionic drug인 theophylline의

경우 하이드로겔 내의 HA/CS 부분의 함량이 클수록 빠른 약물의 방출거동을

나타내었다. Ionic drug인 cefazoline의 경우 하이드로겔의 성분비가 방출거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에 nonionic drug인 theophylline에 비해 방출이

상당히 천천히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3b).

그림 24은 하이드로겔 내에 ionic polymer인 PAAc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HA/CS/PAAc 하이드로겔로부터 theophylline과 cefazoline 두가지 약물의 방출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4의 HA/CS/PVA 하이드로겔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누적된 약물

의 방출량이 비교적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pH 7.4의 PBS 방출용액

내에서 ionized state를 유지하는 하이드로겔 내의 ionic polymer인 PAAc 부분

이 약물방출 거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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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In vitro drug release kinetics from HA/CS/PVA hydrogels: (a) release

behaviors of theophylline from HA/CS/PVA hydrogels, (b) release behaviors of

cefazoline from HA/CS/PVA hydro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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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In vitro drug release kinetics from HA/CS/PAAc hydrogels: (a) release

behaviors of theophylline from HA/CS/PAAc hydrogels, (b) release behaviors of

cefazoline from HA/CS/PAAc hydro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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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in vitro상에서 투과특성 평가

그림 25. In vitro permeation test of HA/CS/PVA hydrogels: (a) accumulated

permeation amount(%) of theophylline, (b) accumulated permeation amount(%) of

cefazoline.

그림 25은 in vitro 상에서 Frantz cell의 사용하여 37 oC에서 HA/CS/PVA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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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로겔의 투과특성을 살펴본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theophylline의 경우 하이드로겔 내의 HA/CS의 부분, 즉 ionic polymer 부분이

많을수록 천천히 방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교적 큰 분자량 454.51 g/mol와 hydrodynamic

radius 6.5 A의 ionic drug인 cefazoline의 경우 10일 후 투과도가 60% 정도로,

theophylline (MW 180.16, hydrodynamic radius 3.5 A)에 비해 상대적은 낮은

투과도를 나타내었다(그림 25b). 이 결과는 앞의 약물방출 실험에서와 유사한 경

향성을 나타냄 보여준다.

그림 26는 in vitro 상에서 Frantz cell의 사용하여 37 oC에서 HA/CS/PAAc 하

이드로겔의 투과특성을 살펴본 결과를 보여준다. 하이드로겔 전체가 ionic

polymer로 이루어진 HA/CS/PAAc 하이드로겔의 경우 하이드로겔 내의 성분비

가 투과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6a에 나타낸

바와 같이 theophylline의 경우 10일 경과 후에는 모든 하이드로겔이 85% 이상

의 투과도를 나타내었다. Cefazoline의 경우 HA/CS/PVA 하이드로겔의 경우와

유사하게 theophylline에 비해 상대적은 낮은 투과도를 나타내었다(그림 2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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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In vitro permeation test of HA/CS/PAAc hydrogels: (a) accumulated

permeation amount(%) of theophylline, (b) accumulated permeation amount(%) of

cefazoline.

(3) 결론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지체 제조 기술 및 세포 배양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실제 피부와 같은 특성을 갖는 인공피부의 개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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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세포 및 복합적인 적층 구조, 그리고 세포의 안정적인 활성유지가 중요한

데 이를 유지-보완하기 위해 조직공학 기술을 이용한 지지체 형태의 인공 피부

개발이 주목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세포외기질과 유사한

구조적/기능적 특성을 갖는 인공 피부용 지지체를 개발하기 위해 전기방사법과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였다.

우선,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갖는 합성고분자를 대상으로 전기방사법을 이용하

여 세포외기질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나노섬유 형태의 지지체를 제작하였으며, 이

들의 낮은 친수성을 개선하고 기능기의 도입을 통해 세포반응성을 높일 수 있도

록 아크릴산을 그라프트하였다. 또한, 이들 지지체에 다양한 기능기의 도입을 위

하여 heterofunctional 물질을 도입함으로서 카르복실기, 히드록실기, 아민기를 갖

는 지지체를 개발하였다. 기능기의 고해상도 도입을 위해 전자선을 이용하여 합

성고분자 지지체의 표면을 개질하였으며, 이들은 아크릴산의 농도와 조사량의 증

가에 따라 높은 친수성이 부가됨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표면 친수성이 증가하고

기능기가 도입된 나노섬유형 지지체의 세포 반응 조절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성

체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세포의 흡착, 증식능을 평가하였다. 개질되지 않은 순수한

지지체는 표면의 높은 소수성으로 인해 세포의 흡착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표면 처리를 통해 개선되어 높은 수준의 세포 흡착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형광염

색을 통해 세포의 흡착형태를 관찰한 결과, 균형 잡힌 표면 친수성을 갖는 지지

체가 가장 넓은 세포 퍼짐 면적을 보여주었음과 동시에 건강한 세포의 형태를 보

여주었다. 개선된 지지체의 특성은 단기간에 걸친 세포 반응뿐만 아니라 장기간

에 걸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7일간의 배양 결과 세포의 증식은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자현미경을 통해 세포가 지속적으로 증식하여 지지체

표면을 뒤덮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하이드로겔 타입의 지지체 개발을 위해 천연수용성 고분자인 hyaluronic

acid(HA)와 chondroitin sulfate(CS)를 3차원 구조의 가교 가능한 화학구조를 갖

도록 개질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는 acryl group이 치환된 HA 및

CS의 유도체를 합성하고자 하였고 FT-IR과 1H-NMR 분석을 통하여 합성을 확

인하였다. 그리고 천연고분자인 HA와 CS의 사용과 함께, 천연고분자의 취약한

기계적인 물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합성고분자로서는 방사선 가교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poly(acrylic acid)와 poly(vinyl alcohol)를 사용하여 다양한 조성비를 갖는

HA/CS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또한 잔존했을 때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화학적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고 감마선을 이용하여 HA/CS 하이드로겔을 제조하

였으며, gelation degree를 측정함으로써 최적의 가교조건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1

차년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poly(acrylic acid)와 poly(vinyl alcohol)를 사용한

두 가지 타입의 다양한 조성비를 갖으며 80% 이상의 높은 함수율 특성을 나타내

는 HA/CS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다양한 조성비를 갖는 하이드로겔의 효소에

의한 생분해성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hyaluronidase 용액에 침지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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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경우 효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분해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효소농도 조건

에서 하이드로겔의 조성비 중 합성고분자인 PVA 및 PAAc 부분의 함량이 증가

함에 따라 생분해 속도가 점차적으로 줄어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in vitro상에서 약물방출 특성을 조

사하였다. Nonionic drug인 theophylline의 경우 HA/CS/PVA 하이드로겔 내의

HA/CS 부분의 함량이 클수록 빠른 약물의 방출거동을 나타내었다. Ionic drug인

cefazoline의 경우 하이드로겔의 성분비가 방출거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에 nonionic drug인 theophylline에 비해 방출이 상당히 천천히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이드로겔 내에 ionic polymer인 PAAc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HA/CS/PAAc 하이드로겔의 경우 HA/CS/PVA 하이드로겔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누적된 약물의 방출량이 비교적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pH 7.4의 PBS 방출용액 내에서 ionized state를 유지하는 하이드로겔 내의 ionic

polymer인 PAAc 부분이 약물방출 거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물실험대체를 위한 인공피부모델로서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한 제조된 인공피

부용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solute 투과특성을 살펴본 결

과, 하이드로겔의 조성비와 약물의 ionic property 및 크기 특성에 따라 하이드로

겔의 solute의 투과 특성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인공 피부용 지지체의 구조적 지지체가

완성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생체활성물질을 도입하여 생물학적 기능성을 높이는

연구가 완료되면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개발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3. 인공피부 모델의 특성 평가

가. 천연/합성고분자 복합 지지체 제조를 위한 최적 방사선량의 결정

(1)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한 전기방사 나노섬유 지지체의 기능성 부여

- 실험방법 및 결과

전기방사 지지체의 표면특성 제어 조건 최적화를 위해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

여 아크릴산을 그라프트 한 후 세포의 흡착 및 성장, 분화를 조절할 수 있는

생체활성물질로서 Epidermal growth factor (EGF)와 흡착조절 기능성 단백질

인 gelatin을 연속적으로 고정화 한 후 소재의 세포반응성을 평가하였다.

PLCL 나노섬유 지지체는 1, 2년차에 설정된 방법을 통해 제작하였다. 약 600

mg의 PLCL을 DCM과 TFE의 혼합 용액(8:2, v/v) 10 mL에 용해한 후 전기

방사 장치에 장착하였으며, 18 kV에서 시간당 1 mL 씩 알루미늄 호일로 둘러

싸인 수집기를 향해 전기방사하였다. 이때 사용된 needle은 23 G를 사용하였

으며, needle과 수집기 사이의 거리는 20 cm였다. 또한, 전기방사된 나노섬유

지지체의 구조적 유사성 확보를 위해 전기방사간 실내온도는 20-25 ℃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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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습도는 30% 이하의 조건에서는 지지체를 제작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방사된 PLCL 나노섬유 지지체는 약 700 nm

의 섬유직경을 갖고 있었으며, 기 제작되었던 나노섬유에 비해 균일한 나노섬

유 직경 분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전기방사된 PLCL 나노섬유 지지체의 형태 (주사전자현미경)

(2) 생체활성물질 고정화 및 고정효율 최적화

- 실험방법 및 결과

전기방사된 PLCL 나노섬유에 표면 관능기 도입을 최적화하기 위해 감마선

조사를 통해 아크릴산을 그라프트하였다. 제작된 나노섬유 지지체는 진공건조

기에서 약 2일간 완전히 건조한 후 100×100 mm로 재단하였으며, 70% 에탄을

과 증류수를 이용하여 wetting, 세척한 후 아크릴산 수용액 (1, 5, 10 %) 에

담지하였다. 아크릴산 수용액에 담지된 나노섬유 지지체는 시간당 5 kGy의 조

사선량에서 2시간동안 감마선 조사되었으며(10 kGy), 조사 완료 직후 증류수

를 이용한 반복세척 후 진공건조기에서 2일간 다시 건조하였다.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나노섬유 지지체의 표면 특성 분석은 toluidine blue

O (TBO) uptake와 표면 접촉각, ATR-FTIR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TBO

uptake 분석을 위해 조사량별로 직경 9 mm의 나노섬유 시트를 준비하였으며,

70% 에탄올 및 증류수를 이용하여 wetting 및 세척 후 10 mM의 TBO 수용

액에 담지하였다. 약 2시간의 교반 후 미반응 TBO의 제거를 위해 증류수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반복 세척한 후 TBO가 염색된 시트를 획득하였다. (그

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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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Ac 그라프티된 PLCL 나노섬유 지지체의 TBO 염색

아크릴산의 그라프트양에 따라 다르게 염색된 TBO의 정량을 위해 염색된

시트는 다시 0.1 M NaOH와 에탄올은 혼합용액 (1:4, v/v)에 담지한 후 초음

파세척기를 이용하여 1시간 동안 TBO를 용출하였다. TBO가 용출된 용액은

58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용출량을 정확히 측정하였다.

그림 3. 염색된 TBO 정량 (카르복실기 정량)

TBO는 양성전하를 갖고 있어 상기 실험조건에서 음성전하를 띠는 아크릴

산과 반응하여 표면에 고정되며, 이를 이용하여 쉽게 도입된 아크릴산을 정

량 분석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PLCL 나노섬유 지지체는

1% 아크릴산 수용액에 담지되어 감마선 조사되었을 때 지지체 mg당 약 0.1

mM의 아크릴산이 도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아크릴산의 농도

가 5, 10%로 증가하였을 때 각각 0.6, 1.2 mM/mg 지지체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 2차년도에 개발되었던 수준보다 약 00% 높은 수

준으로 감마선 조사 최적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아크릴산의 균일한 도입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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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산의 도입에 따른 표면 친수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물접촉각을

측정하였다. 시료는 직경 9 mm로 제작하였으며, 10 ml의 물방울을 떨어뜨린

후 10초 후에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나노섬유 지지체는 필름과

다르게 높은 다공도를 갖고 있으며, 이들 공극에는 공기로 가득차 있어 소수

성 소재의 경우 필름보다 높은 물접촉각을 보이는 반면 친수성 소재는 수초

내에 물이 흡수되어 접촉각의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림 4는 감마선 조사를

통해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나노섬유 시트의 물접촉각으로 TBO 염색 결과

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PLCL 나노섬유 시트는 약 78°의 물접촉각을

보여주었으나, 1% 아크릴산 수용액에 담지되어 감마선 조사되었을 경우 접촉

각은 약 68°로 약 13%가 감소되었다. 이는 5%에서 약 40°로 감소 (49%)되었

으며, 10%에서는 약 37° (53%)로 다시 낮아졌다. 아크릴산은 높은 친수성 고

분자로 소수성의 특성을 갖는 PLCL 나노섬유 지지체의 표면 특성에 영향을

주었다. (그림5)

그림 4. AAc 도입 지지체의 물접촉각

도입된 아크릴산에 의한 나노섬유 지지체의 표면 화학특성 변화는

ATR-FTIR에서도 관찰되었다(그림 5). PLCL은 lactic acid와 caprolactone의

공중합체로 에스터결합을 이루고 있으며, 1740 cm-1에서 카보닐기가 관찰된

다. 하지만, 아크릴산의 농도별로 그라프트 되었을때는 아크릴산에서 유래한

카르복실기가 1700cm-1에서 관찰되어 날카로웠던 피크가 완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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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Ac 그라프트된 나노섬유 지지체의 ATR-FTIR 스펙드럼 

나. 인공피부의 형태학/조직학적(H&E, MTT, Immunostainning 등) 세포성장 평가

(1) 천연/합성고분자 복합 지지체 인공피부의 세포성장 평가

매트릭스와 세포의 상호작용은 보통 세포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연구되어 왔다.

생체 외에서 실험한 결과가 그 재료가 체내에 이식하였을 때의 세포의 반응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체 외 실험에서는 배양환경

에 따라 생체 내 조건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다단계의 조절조건과 정량 분석도

가능하다. 세포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배양세포를 보통 매트릭스 표

면에 고루 퍼지게 한 다음, 표면에서의 세포점착성과 퍼짐성을 측정한다. 또한,

오랜 기간 배양을 유지함으로써, 세포의 생존가능성, 기능성, 운동성에 미치는

지질의 영향을 알아낼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지체 매트릭스와 세포의 상

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왔는데, 실험방법들 사이의 차

이점이 상호작용의 해석에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천연/합성고분자 기반의 HA/CS 하이드로겔의 인공피

부로써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피를 구성하는 주된 세포인 각질세포의

하이드로겔 내에서의 성장을 살펴보았다.

- 실험내용 및 방법

(가)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 고분자 인공피부의 생체적합성

평가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 고분자 인공피부의 생체적합성을

조사하기 위해 human keratinocyte (HaCaT)를 사용하여 indirect method로

in vitro 상에서의 세포독성을 측정하였다. HaCaT는 10% fetal bovine serum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 solution를 포함한 Dulbecco's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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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gle medium (DMED) 내에서 배양하였다. Humidified 5% CO2 분위기 내

37 oC 조건에서 3일간 배양한 후, 0.05% trypsin-EDTA으로 harvest하여 얻은

HaCaT cells를 사용하였다.

그림 6. human keratinocyte (HaCaT) cells

정확한 무게를 측정한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 고분자 인

공피부 샘플을 PBS로 2회 세척한 후, 배양액(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D), 10% Fetal bovine serum (FBS), 1% penicillin

streptomycin solution (pen-strep)) 에 침지시켜 incubator (37 oC, 5% CO2)에

서 보관한다 (0.2 g/ml). 48시간 후, 하이드로겔 샘플을 분리하고 얻은 추출물

을 100% original medium으로 하여 DMEM (10% FBS and 1% pen-strep)을

사용하여 희석된 다른 농도(75%, 50%, 25%, 10%)의 샘플들을 제조한다.

HaCaT cells (1×104 cells/well)을 96-well plate에 분주한 후, DMEM, 10%

FBS, 1% penicillin-streptomycin으로 이루어진 배양액을 사용하여 37 oC, 5%

CO2 분위기 하에서 24시간동안 배양한다. 초기의 세포배양액을 제거하고 앞

서 얻은 하이드로겔 추출물 medium을 첨가한 후 37 oC에서 2일간 배양한다.

추출물 배양액을 제거한 후 CCK-8 assay를 이용하여 cell viability를 측정하

였다. 추출액으로 처리하지 않은 세포를 100% viability의 positive control로

사용하였다.

(나)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 고분자 인공피부의 MTT

assay

서로 다른 조성비를 가진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고분

자 인공피부로의 응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세포성장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하이드로겔 샘플을 PBS (pH 7.4)를 사용하여 세척한 후, 냉동건조하였

다. 건조된 샘플을 12시간동안 UV 멸균을 실시하였다. 일정 크기 14 mm

diameter and 1 mm thickness)로 샘플을 절단한 후, 각각의 샘플을 24-well

plate에 옮기고 2ml의 배양액(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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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etal bovine serum (FBS), 1% penicillin-streptomycin solution

(pen-strep))을 첨가한다. 24시간동안 incubator (37oC, 5% CO2)에서 swelling

시킨다. 배양된 human keratinocyte (HaCaT)를 1×104 cells/sample 농도로 분

주한 후 37 oC, 5% CO2 의 조건에서 배양한다. 배양액은 매 2일마다 교체하

였다.

세포가 배양된 하이드로겔 샘플을 swell에서 분리하여 100 μl MTT solution

을 첨가한 후, 37 oC에서 4시간 동안 보관한다. 형성된 formazan crystal을 녹

이기 위해 100 μl DMSO를 첨가한다. 이 샘플용액의 570 nm에서의

absorbance를 microplate scanning spectrophotometer (MQX200, Bio-Tek)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다)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 고분자 인공피부의 live/dead

staining assay

서로 다른 조성비를 가진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고분

자 인공피부로의 응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live/dead staing assay를 이용

한 세포성장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하이드로겔 샘플을 PBS (pH 7.4)를 사

용하여 세척한 후, 냉동건조하였다. 건조된 샘플을 12시간동안 UV 멸균을 실

시하였다. 일정 크기 14 mm diameter and 1 mm thickness)로 샘플을 절단한

후, 각각의 샘플을 24-well plate에 옮기고 2ml의 배양액(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D), 10% Fetal bovine serum (FBS), 1%

penicillin-streptomycin solution (pen-strep))을 첨가한다. 24시간동안

incubator (37oC, 5% CO2)에서 swelling 시킨다.

배양된 human keratinocyte (HaCaT)를 1×105 cells/sample 농도로 분주한 후

37oC, 5% CO2 의 조건에서 배양한다. 배양액은 매 2일마다 교체하였다.

세포가 배양된 하이드로겔 샘플을 swell에서 분리하여 DPBS로 세척한 후,

10분간 staining fluorescein diacetate (FDA) and ethidium bromide (EB)

mixture in PBS (FDA: 3 μM; EB: 1 μM)를 실시하였다. Staining 후, 샘플을

DPBS로 2회 세척한 후,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 (Leica

DMI4000B, Germany)를 사용하여 staining된 샘플을 관찰하였다 (×50

magnification).

- 실험결과

(가)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 고분자 인공피부의 생체적합성

평가

세포독성 시험에서는 세포배양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용구나 생체재료 또는 용

출물이 세포의 수나 성장, 세포막의 유지, 생합성 과정이나 효소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이러한 세포독성 시험의 장점은 다른 조건들과 분리하여 세

포대사의 특정기능만을 시험할 수 있고 많은 수의 시료에 대한 조사를 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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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정량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사용 시험

에 비해 독성재료에 대한 민감성이 크며, 시험방법을 표준화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한편, in vitro 세포독성시험의 단점으로는 한 번에 한 종류의 세포

에 대하서만 시험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숙주세포와 시험세포의 불일치 조직배

양에 있어서의 염증반응 등의 조직방어 기전의 부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생체재료에 대한 세포독성을 보기 위한 시험법으로는 배양된 세

포층에 직접 재료를 접촉시키는 직접접촉법과 재료의 용출물을 이용한 용출물

희석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HA/CS 하이드로겔의 생체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용출물 희석법을 이용하여 하이드로겔 재료로부터 유리되어

나온 물질의 농도에 따른 세포독성을 확인하였다.

Cytotoxicity는 biomaterial의 생체적합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

구과제에서는 CCK-8 assay를 이용하여 in vitro 상에서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 추출물의 cytotoxicity를 측정하였다.

그림 7에는 HA/CS/PVA-73, HA/CS/PVA-55, 및 HA/CS/PVAQ-37 하이드

로겔 extract와 2일 동안 incubation 시킨 후, extract의 농도에 따른 HaCaT의

cell viability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든 HA/CS/PVA 하이드로겔이 90% 이상의 높

은 cell viability를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HA/CA/PVA 하이드로겔의 조

성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천연고분자인 HA/CS의 함량이 상대적으

로 많은 HA/CS/PVA-73 샘플의 경우가 합성고분자 PVA의 함량이 가장 높

은 HA/CS/PVA-37 샘플보다는 viability 약 10%정도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

다.

그림 7. Viability of HaCaT cells cultured with extracts of

HA/CS/PVA hydrogel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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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Viability of HaCaT cells cultured with extracts of

HA/CS/PAAc hydrogel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HA/CS/PVA 하이드로겔 용출물의 농도를 10%, 20%, 50%, 75%, 100%로 변

화 시킨 결과에서 보듯이 cell viability는 용출물의 농도에는 크게 영향을 받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HA/CA/PAAc 하이드로겔의 조성비와 하이드로겔 용출물의 농도에

따른 HaCaT cell의 viability 실험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HA/CS/PAAc 하이드로겔의 경우도 그림 7에 나탄낸 HA/CS/PVA 하이드로

겔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HA/CS/PVA 하이드로겔 내의 천

연고분자 HA/CS 함량이 높을 수로 viability 가 좀더 높게 나타났으며 용출물

의 농도에느 크게 경향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HA/CS/PAAc 하이드

로겔의 경우 HA/CS/PVA 하이드로겔보다는 상대적은 좀 더 낮은 cell

viability를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이드로겔이 75%이상의 cell viability를

나타내었다.

(나)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 고분자 인공피부의 MTT assay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고분자 인공피부로의 응용가능

성을 평가하기 위해 MTT assay를 통해 세포성장 평가를 실시하였다.

HA/CS/PVA 하이드로겔 내의 시간에 따른 세포성장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하이드로겔에 seeding한 HaCaT cell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HA/CS/PVA 하이드로겔의 조성비 영향인자를 살

펴보았을 때는 HA/CS 천연고분자 함량이 많을수록 좀더 높은 viability를 나

타내었다. 배양 7일 후에는 모든 HA/CS/PVA 하이드로겔에서 cell culture

well plate 위에 배양한 control group과 비교하였을 때 80%이상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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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bility를 나타내었다.

그림 9. Viability of Human keratinocyte cells (HaCaT)

after seeding on the HA/CS/PAAc hydrogels

또한 HA/CS/PAAc 하이드로겔 내의 시간에 따른 HaCaT 세포성장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HA/CS/PAAc 하이드로겔 내의 HaCaT viability는

Ha/CS/PVA 하이드로겔에서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

다. HA/CS/PVA 하이드로겔에서 관찰 되었던 시간에 따른 성장 경향성이 보

이지 않았고 대부분이 50% 이하의 viability를 나타내었다.

그림 10. Viability of Human keratinocyte cells (HaCaT)

after seeding on the HA/CA/PAAc hydro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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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학의 중요 3대 요소 중의 하나인 천연 또는 합성고분자는 조직공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써, 조직공학에 있어서 고분자 재료는 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주며, 따라서 세포의 기능에 대단히 중요하며 장기

의 형성에 있어서도 즉, 세포의 활성도, 성장 및 기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생체재료의 표면성질은 매우 중요하다 고체

표면에 부착된 세포의 거동과 기능은 표면특성에 좌우된다. 세포의 점착성이

표면이 극소수성 또는 극친수성 보다는 중간지점의 적당한 친수성 표면에서

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무혈청 배양인 경우 세포의 점착은 양이온

의 전하가 띈 표면에서 증진되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따라서 HA/CS/PAAc 하이드로겔의 낮은 세포성장은 친수성 합성고분자인

PAAc 부분의 이온화된 많은 카르복시기로 인해 HaCaT의 점착성에 영향을

미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하이드로겔의 용출물을 이용한 생체적합

성 결과에서 75%이상의 cell viability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하이드로겔 재료

자체의 독성 보다는 HA/CS/PAAc 하이드로겔의 표면 특성으로 인해 세포와

의 상호작용이 낮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 내의 세포성장을 관찰하기

위해 live/dead staining assay를 실시하였다. 이 assay에서는 fluorescein

diacetate (FDA)에 의한 intracellular esterase activity와 ethidium

bromide(EB)의 plasma membrane integrity에 live cells과 dead cells 각각의

simultaneous determination이 가능하다. viable cells 내에 존재하는 cellular

esterase에 의해 FDA가 fluoresent green product를 생성하게 되고, 반면에

EB는 nonviable cell의 compromised membrane를 통해 침투되어 nucleic acid

와 결합하는 fluorescent red mark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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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Live (green) and dead (red) staining fluorescent microscopic images of

human keratinocyte cells (HaCaT) cultured on HA/CS/PVA hydrogels

HA/CS/PVA 및 HA/CA/PAAc 하이드로겔에 seeding된 HaCaT의 배양시간

에 따른 fluorescent microscopic image를 그림 11과 그림 12에 각각 나타내었

다. 그림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HA/CS/PVA 하이드로겔의 경우 green색의

HaCaT cell들이 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HA/CS/PVA 하이드로겔의 조성비 영향인자를 살펴보았을 때는 HA/CS 천연

고분자 함량이 많을수록 좀 더 높은 viability를 나타냄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12의 HA/CS/PAAc 하이드로겔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live cell

보다는 붉은 색의 dead cell이 증가함이 관찰되었다. 이 fluorescent

microscopic images 결과는 앞서의 CCK-8 assay결과와 동일한 경향성을 나

타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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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Live (green) and dead (red) staining fluorescent microscopic images of

human keratinocyte cells (HaCaT) cultured on HA/CS/PAAc hydrogels

- 결론

인공피부용 하이드로겔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는

천연수용성 고분자인 hyaluronic acid (HA)와 chondroitin sulfate (CS)를 3차원

구조의 가교 가능한 화학구조를 갖도록 개질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1차년도

에는 acryl group이 치환된 HA 및 CS의 유도체를 합성하고자 하였고, 잔존했

을 때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화학적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고 방사선조사기

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성비를 갖는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

로겔을 제조하여 최적의 가교조건을 확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1차년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에는 80% 이상의 높은 함수율

특성을 나타내는 HA/CS 하이드로겔을 제조할 수 있었다. 다양한 조성비를 갖

는 하이드로겔의 효소에 의한 생분해성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효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분해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

한 효소농도 조건에서 하이드로겔의 조성비 중 합성고분자인 PVA 및 PAAc

부분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분해 속도가 점차적으로 줄어듬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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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n vitro상에서의 약물방출 특성 및 동물실험대체를 위한 인공피부모델로

서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한 제조된 인공피부용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solute 투과특성을 살펴본 결과, 하이드로겔의 조

성비와 약물의 ionic property 및 크기 특성에 따라 하이드로겔의 약물방출거동

및 solute의 투과 특성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차년도에서는 생체재료로써의 응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HA/CS/PVA

및 HA/CS/PAAc 하이드로겔의 생체적합성을 용출물 희석법을 이용하여 하이

드로겔 재료로부터 유리되어 나온 물질의 농도에 따른 세포독성을 확인하였다.

모든 HA/CS/PVA 하이드로겔은 90% 이상의 높은 cell viability를 보임을 확

인 할 수 있었고 하이드로겔 내에 천연고분자인 HA/CS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HA/CS/PVA-73 샘플의 경우가 합성고분자 PVA의 함량이 가장 높은

HA/CS/PVA-37 샘플보다는 viability 약 10%정도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

러나 cell viability는 용출물의 농도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HA/CS/PAAc 하이드로겔의 경우도 HA/CS/PVA 하이드로겔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었으나 HA/CS/PVA 하이드로겔보다는 상대적은 좀 더 낮은

cell viability를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이드로겔이 75%이상의 cell viability

를 나타내었다.

또한, HA/CS 하이드로겔의 인공피부로써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피

를 구성하는 주된 세포인 각질세포의 하이드로겔 내에서의 성장을 MTT assay

와 live/dead staining assay를 통해 살펴보았다. HA/CS/PAAc 하이드로겔은

PAAc 부분의 이온화된 많은 카르복시기로 인해 HaCaT의 점착성에 영향을 미

쳐 낮은 세포성장을 나타낸 반면, HA/CA/PAAc 하이드로겔 내의 HaCaT cell

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HA/CS 천

연고분자 함량이 많을수록 좀 더 높은 viability를 나타내었다. 배양 7일 후에는

모든 HA/CS/PVA 하이드로겔에서 cell culture well plate 위에 배양한 control

group과 비교하였을 때 80%이상의 높은 viability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HA/CS/PVA 하이드로

겔의 생체적합성 고분자 인공피부로써의 응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

한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인공피부 제조에 관한 기반기술은 화상이나 창상의 치

료 또는 피부이식에 적용하여 보다 좋은 상처 치유효과 및 성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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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방사를 이용한 천연/생분해성 고분자 나노섬유 지지체의 세포성장 평가

- 실험방법 및 결과

(가) 인공피부에서의 성체줄기세포 흡착 분석

단백질, 펩타이드, 성장인자 등 생체활성물질의 고정화를 위한 카르복실기의

도입이 완료된 후 피부세포의 증식 및 분화에 영향을 주는 EGF를 도입하였

다. EGF는 5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분자량 약 6000 달톤의 단백질로

EGF 수용체와 결합하여 RAS-MEK-MAPK 신호전달 체계에 관여하여 세포

의 성장을 조절하며, 피부세포로의 분화를 위해 케라틴 (keratin)과 인볼루클린

(involucrin) 등의 단백질 합성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부 및 화장품 연

구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림 13)

그림 13. EGF의 구조와 작용 기작

일반적인 세포 배양에서 EGF의 유효농도는 약 10 ng/mL이며, 이때 세포의

증식은 약 1.3-1.5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세포성장 및 분화 극대화를 위한 EGF 고정화 조건 확립을 통해 시트당

10-200 ng의 EGF를 고정화 한 후 고정화율을 평가하였다. 5% 아크릴산이 도

입된 시트를 19 mm 직경으로 제작한 후 70% 에탄올과 증류수로 wetting/세

척하였다. 시트는 EGF 고정화를 위해 EDC/NHS가 용해된 MES 완충액에 담

지한 후 30분간 교반하였으며, 가벼운 세척 후 각 농도의 EGF를 포함하고 있

는 sodium bicarbonate 완충액에 다시 담지하여 150분간 교반하였다. 교반 후

EGF 반응용액을 회수하였으며, 2차 세척액까지 모두 회수하여 고정화되지 못

한 EGF를 정량함으로서 고정화된 EGF를 간접적으로 정량분석하였다.

EGF의 정량분석을 위해 ELISA를 사용하였다. EGF 고정 시료의 2차 세척

간에 ELISA 전용 96well에 capture antibody를 1 mg/mL 농도로 100 uL씩 분

주하였으며, 12시간 동안 방치하여 capture antibody가 표면에 고르게 부착되

도록 하였다. 비특이적 검출을 예방하기 위해 1% bovine serum albumin 수용

액을 이용하여 1시간 동안 blocking을 진행하였으며, 회수된 반응용액 및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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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적정비율로 희석하여 1시간동안 처리하였다. 반응 후 detection antibody

와 HRP를 차례로 반응시킨 후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EGF를 정량하

였다.

그림 14. ELISA 기법과 EGF 정량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 ng EGF를 처리했을 경우 약 8 ng의 EGF가

고정화 되었으며, 100 ng에서는 약 78 ng, 200 ng에서는 약 175 ng로 약

70-80%의 EGF 고정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의 단백질 고정화에서 보고된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소량의 EGF와 적은 부피의 EGF 수용액을 사용함으로

서 얻은 결과로 추정된다.

EGF의 고정화는 ELISA 뿐만 아니라 ATR-FTIR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

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PLCL은 1740 cm-1에서의 카보닐기만 관찰되며, 아

크릴산이 도입된 후 1700 cm-1에서 관찰되는 카르복실기로 인해 피크가 넓어

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EGF의 고정화 후에는 1560 cm-1에서 아마이드의

N-H bend가 관찰됨에 따라 EGF가 표면에 고정화되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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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EGF고정화에 따른 ATR-FTIR 스펙드럼 변화

다음으로 나노섬유 지지체에 도입된 EGF의 세포 흡착 조절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체줄기세포를 지지체위에 분주한 후 형광염색을 통해서 흡착된 세포

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성체줄기세포는 20% FBS와 1% PS가 포함되어있는

DMEM-low glucose를 이용하여 배양되었으며, 최대 6계대의 세포까지 실험

에 사용되었다. 세포실험을 위한 시료는 70% 에탄올에 담지한 후 1시간 동안

UV 노출을 통해 멸균하였으며, 멸균 후 PBS를 이용하여 반복세척함으로서

시료에 남아 있는 에탄올을 전부 제거하였다. 세포의 분주농도는

1×104cells/well 이었으며, 2일마다 배지를 교체하였고, 분주 후 1일, 7일차에

형광염색을 실시하였다.

그림 16에서는 1일차에서 세포의 흡착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PLCL에서는

일부 세포가 사방으로 퍼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EGF가 도입된 경우 모

든 세포들이 사방으로 퍼지지 못하고 둥근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흡착된 세

포의 aspect ratio(가로세로비)를 분석해보면, PLCL은 약 2.1을 보이지만, EGF

도입 지지체는 차례로 1.12, 1.27, 1.33 (10 ng, 100 ng, 200 ng)의 비율을 보여

주어 세포의 퍼짐 상태는 좋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17a) 하지만, 흡착

된 세포의 수는 PLCL에서 가장 적게 관찰되었으며 EGF가 도입된 지지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세포가 관찰되었다. 다수의 형광이미지에서 세포의 수

를 세어보면 PLCL은 단위면적 당 약 25개의 세포가 흡착되어 있으며, EGF가

도입된 경우는 10 ng에서 약 55개, 100 ng에서 약 58개, 200 ng에서 약 56개

의 세포가 관찰되어, 비록 흡착형태는 미성숙하지만 많은 수의 세포가 EGF

도입군에 부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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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성체줄기세포의 흡착 형태 분석 (asprect ratio) 및 흡착량 평가 (nucleus

number), 배양 1일차

그림 16. 성체줄기세포의 흡착형태 (1일차, 50x)

하지만, EGF 도입 지지체에서 다소 미진했던 세포의 흡착형태는 7일차에 완

전히 뒤바뀌었다(그림 18). PLCL은 1일차에서보다는 많은 수의 세포가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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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퍼짐정도가 커진 것으로 보이나, EGF 도입 지지체의 경우 눈이 띠게 퍼짐

정도가 좋아졌다. Aspect ratio의 경우에서 PLCL은 약 1.5로 감소하였으나,

EGF군은 약 2.5, 2.7, 2.6 (10 ng, 100 ng, 200 ng)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

였다.(그림 19a) 세포 수도 지속적으로 증식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

다. (그림 19b)

그림 18. 성체줄기세포의 증식형태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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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성체줄기세포의 흡착 형태 분석 (asprect ratio) 및 흡착량 평가 (nucleus

number), 배양 7일차

(나) 인공피부에서의 성체줄기세포 증식 분석

실제로 개발된 지지체 위에서 세포의 증식을 관찰하기 위해 성체줄기세포를

분주한 후 세포의 증식 상태를 분석하였다. 세포의 증식능은 CCK-8 assay를

이용하였으며, 1×104cells/well의 세포를 분주하였고, 3일 간격으로 7일간 증식

능을 관찰하였다. 형광염색이미지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와 마찬가지로 1일차

에서는 모든 EGF 도입 지지체에서 높은 세포 생존능이 관찰되었으나,

E-AP_200 ng를 제외하고 10 ng와 100 ng군은 7일차에서 PLCL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형광이미지분석

에서는 모든 EGF 도입 지지체가 큰 차이를 보여주었지만, 고정화 전략으로

도입된 EGF는 200 ng 이상이 도입되어야 세포 증식을 관장할 수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 (그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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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성체줄기세포의 증식 

(다) 복합고정 기술 개발 및 세포 흡착/증식 분석

최근 개발되고 있는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지지체는 단일 기능만을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부식, 독성, 미백 등 다양한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복

합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지체는 단일 생체활성물질의 고정화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생체활성물질의 고정화를 위해 개발되고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복수인자로써 젤라틴을 EGF와 함께 고정화하였다. 1년차 연구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젤라틴은 화장품 및 식품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능성 단백

질로 그 구조 및 기능성이 콜라젠에 근거하기 때문에 높은 세포친화력을 갖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으며, 조직공학 및 약물전달체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피부는 다량의 콜라젠 기반의 세포외기질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젤

라틴 기반의 지지체는 피부와 유사한 인공 세포외기질을 모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기존에 방사선을 이용한 생체활성물질 고정화는 단일 물질의 고

정화 및 고정화 물질의 기능성 평가가 주된 방법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젤라

틴을 통해 세포 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EGF의 피부세포 분화능을 평가하였

다.

5%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지지체는 초기 세포 흡착에 제한적인 결과를 보

여주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1% 아크릴산이 도입된 지지체를 사용하였다.

지지체는 19 mm 직경을 갖는 원형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wetting 및 세척 후

EDC/NHS 용액에 담지하여 도입된 카르복실산을 NHS-에스터로 활성화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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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0분간의 활성화 후 즉시 MES 완충액으로 가볍게 세척하고, EGF(2000

ng/mL) 용액에 재담지하여 150분간 교반하였다. 반응에 참여한 EGF용액은

회수하였으며, 2번의 반복세척 후 다시 새로운 EDC/NHS 용액에 담지하여 젤

라틴 고정화를 준비하였다. 동일하게 30분간의 NHS-에스터 활성 후 젤라틴

수용액 (2 mg/mL)에 재담지하고 150분간 교반하여 젤라틴의 2차 고정화를 진

행했다.

그림 21. EGF/젤라틴 복합 고정화에 따른 ATR-FTIR 스펙트럼 변화

EGF와 젤라틴의 복합고정화(EG-AP)는 ATR-FTIR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

며, EGF의 고정화 결과(E-AP)와 마찬가지로 1560 cm-1에서 아마이드의 N-H

bend 피크의 여부 및 피크 강도를 분석하였다. EGF 및 젤라틴의 2차 고정화

후 각각 N-H bend가 관찰되었으며, 적분 후 피크 강도는 E-AP가 1.53이었으

며, EG-AP는 2.78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분자량 및 고정화된 생체활성물

질의 양적인 측면과 연결해서 고려할 수 있는데 높은 분자량으로 다수의 아마

이드결합을 갖고 있는 EGF와 젤라틴에서 기인한 수치이며, 그 수치는 젤라틴

의 2차고정화를 통해 더욱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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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EG-AP 지지체 내 EGF/젤라틴 고정화

실제 고정화된 EGF와 젤라틴을 정량 분석하기 위해 ELISA와 fluorescamine

assay를 이용하였다. EGF ELISA는 앞선 실험과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며,

gelatin 고정화는 반응용액 및 세척액을 회수한 후 750 uL의 시료와 250 uL의

fluorescamine 용액 (4 mg/mL)을 섞어 교반한 후 형광 발광도는

390nm(excitation)-470nm(emission)에서 측정하였다. 그림 22에서 보는바와 같

이 EGF는 약 1000 ng/mesh가 고정화되었으며 (약 50% 고정화), 앞선 실험의

80% 수준의 고정화율보다는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높은 수준의 EGF가 고정

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GF 고정화 후 동일하게 진행된 젤라틴 고정

화에서도 약 190 ug/mesh의 젤라틴이 고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는 약 19%의 수율로 EGF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각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아민기의 양과 단백질의 3차 구조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단백질 반응량이 증가할수록 수율이 낮아지는 일반적인 EDC/NHS 반응과 유

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젤라틴 고정후 EGF가 다량의 고정화된 젤라틴에 의해 덮혀 그 기능

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 모든 고정화 프로세스가 끝난 후

EGF가 젤라틴과 겹치지 않고 표면에 부착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위해

anti-EGF를 이용하여 표면 고정화된 EGF를 형광분석하였다. EGF와 젤라틴

이 복합 고정화된 시료를 5% BSA 수용액에 담지하여 1시간 동안 blocking한

후 anti-EGF (10 ug/mL)와 1시간 동안 추가반응하였다. 이는 다시 alexafluor

488 anti-mouse IgG와 반응하여 형광을 발광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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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고정화 EGF의 형광이미지 분석

그림 23에서는 anti-EGF에 의해 고정화된 EGF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데

모든 형광이미지는 노출 800 ms, 감마 1.2, 포화도 1,400배 배율에서 촬영되었

다. EGF와 젤라틴이 복합고정화된 시료에서는 EGF가 표면에 고르게 분포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젤라틴과의 중첩으로 인한 덮힘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양성/음성 대조군으로 염색한 AP에

서는 전형 형광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E-AP_200 ng와 E-AP_100 ng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광 발광도와 적은 수의 발광점이 관찰되어 EGF ELISA 결

과와 마찬가지로 농도의존적인 EGF 고정화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EGF와 젤라틴이 복합고정화된 지지체의 세포 독성 및 세포 증식을 확인하기

위해 성체줄기세포를 분주한 후 CCK-8 assay를 통해 분석하였다.

1×104cells/well의 세포를 분주하였으며, 배양 1, 3, 10일째에 세포활성을 측정

하였다. 그림 24에서 보는바와 같이 1일차에서 초기 세포흡착은 그룹 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EG-AP에서 0.155의 흡광도가 관찰되어

PLCL 대비 약 1.4배 (PLCL: 0.119) 높은 세포 흡착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3일차에서 더욱 확대되어 EG-AP는 0.377, PLCL 0.221로 약 1.7배의

증식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7일차에서는 약 2.4배 가량 높은 세포 증식율을 보

여주었다 (EG-AP: 1.412, PLCL: 0.589). 또한, EG-AP는 7일차에서 E-AP

(1.066), G-AP (1.210)에 비해서도 약 1.3배 1.1배 높은 세포 성장률을 보여줌

에 따라 EGF와 젤라틴의 이중효과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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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EG-AP에서의 성체줄기세포증식 

동물실험대체용 인공피부 지지체로써 EG-AP는 세포독성이 없음과 동시에

세포성장 촉진하는 것을 확인한 후 세포의 흡착 및 증식형태는 형광현미경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25에서는 배양 1일차와 7일차의 세포 흡착 및 증식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일차에서는 PLCL과 AP는 펼침 정도가 매우 미미한 반

면 E-AP, G-AP, EG-AP는 상대적으로 넓은 펼침면적을 보여주어 세포가 건

강한 상태로 흡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CCK 1일차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동일한 수준의 세포가 흡착되더라도 세포의 건강상태는 EGF

와 젤라틴에 의해 촉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7일차에서는 PLCL과

AP는 세포의 수가 증가하고 흡착 면적이 증가하였지만 E-AP와 G-AP에 비

해서는 상대적으로 빈지지체에 빈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AP와 G-AP도 완전히 세포가 지지체를 덮고 있지 못하는 반면 EG-AP는

세포와 지지체를 완전히 덮고 있으면 건강한 상태로 생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CCK 7일차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서 EGF와 젤라틴에 의해

세포의 흡착 뿐만 아니라 증식도 촉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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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복합기능화에 따른 세포 흡착 및 증식 변화 (200x)

다. 성체줄기세포의 분화유도기술 개발을 통한 인공피부 모델 평가

- 실험내용 및 방법

EGF와 젤라틴이 성체줄기세포의 흡착과 증식을 상당한 수준으로 촉진하고 있

음을 확인한 후 EGF에 성체줄기세포의 피부분화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

해 인볼루클린 (involucrin)의 면역형광염색을 실시하였다. 인볼루클린은 표피의

keratinocyte에서 발견할 수 있는 transglutaminase 기질 단백질로 Kera10,

Kera14 등과 같이 keratinocyte 분화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이들 단백질은 초

기에 세포질 내에 존재하나, 추후 가교되어 원형질막 아래 불용성으로 존재하

며, 현재 성체줄기세포의 피부 분화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마커단백질

중의 하나이다.

나노섬유 지지체에 고정화된 EGF의 줄기세포 분화 조절에 관한 실험을 위해

준비된 지지체에 1×104 cells/well을 분주하고, 14일간 keratinocyte 분화유도 배

지가 아닌 일반 성장 배지로 배양하였다. 14일 후 시료를 3.7%

paraformaldehyde로 고정한 후 permeabilization하고 1% BSA로 blocking하였

다. 그 후 anti-involucrin (1:100)을 1시간동안 처리한 후 counter staining 염료

와 Alexafluor 488 anti-mouse IgG로 최종 처리한 후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 실험결과

그림 26에서는 14일간 지지체별 세포의 증식 및 분화 형태 그리고 인볼루클린

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다. PLCL은 세포의 수가 증가하고 흡착 면적이 다소

증가하기는 했으나 점차적으로 세포의 수축이 관찰되며, 앞서 봐왔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14일 후에도 지지체의 표면을 완전히 덮지 못했다. 또한, F-actin의

형성이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어 지속인 세포 배양에 제한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에 반해 AP는 7일차에 관찰되었던 형태보다 F-actin의

형성이 선명하게 관찰되었으나, 인볼루클린은 일부 세포에서만 발현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G-AP, E-AP 역시 앞선 염색결과보다 세포의 형태가 안정화되

었으며, 세포가 지지체 전체를 완전히 덮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녹색으로



- 124 -

염색된 인볼루클린을 다수 관찰할 수 있었다. EG-AP에서는 E-AP와 G-AP 보

다 인볼루클린의 발현이 증가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EGF와 젤라틴

의 복합효과로 생각된다. 지지체별 인볼루클린 발현량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

다수의 형광이미지를 획득한 후 이미지 분석을 통해 발현량을 간접 비교하였다

(n=15). (그림 27)

그림 26. EGF/젤라틴 복합고정화에 따른 성체줄기세포의

분화 평가(×200, red: F-actin, green: involucrin, blue:

nucl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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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지지체별 involucrin 발현(×200)

그림 28a에서는 인볼루클린 염색 시료 이미지의 RFU 분석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림 26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RFU는 EGF와 젤라틴이 복합고정화된 지지

체에서 가장 높게 관찰되었으며, AP에 비해 약 1.4배 증가한 수준이었다. 이렇

게 얻어진 결과를 각 이미지별로 같이 얻어진 핵의 수로 나누면 그림 28b의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전체 RFU에서는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EGF와 젤

라틴에 의해서 발현이 촉진된 인볼루클린은 AP 대비 2-3배 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EG-AP와 E-AP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EG-AP는 E-AP 대비 빠른 세포 증식과 분화조절 능력을 동시에 갖고 있어 성

체줄기세포를 이용한 동물실험대체용 인공피부 모델에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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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지지체별 involucrin 발현 평가

라. 화장품에 대한 시험법 평가

(1) 화장품 독성평가

- 실험내용 및 방법

실제 화장품 소재에 대한 평가를 위해 EG-AP 지지체 모델을 이용해서 화장

품 시험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지체의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로써의 특성

을 평가하였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소재를 대상으로 소재 독성을 평가하였다. 피부독성을 갖

고 있으나 미량이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는 실험용 화장품 소재는 살리실산,

포름알데이드, 메틸파라벤을 선정하였으며, 각 특정 농도 범위에서 원료의 독

성이 적절하게 평가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EG-AP 지지체에 성체줄

기세포를 2×104cells/well(직경 9 mm 지지체 기준)씩 분주하고 이틀간 배양한

후 독성 원료를 농도별로 처리하였다.

표 1. 독성평가를 위한 소재 및 처리조건

소재 살리실산 포름알데히드 메틸파라벤

용도
화장품 부패방지 및

항균작용
화장품 부패방지 및

항균작용
화장품 부패방지 및

항균작용

유효농도
(화장품)

0.5% 이하 사용불가 0.4% 이하

처리농도 0.1, 1, 5% 0.04, 0.4, 4% 0.1, 1, 3%

처리시간



- 127 -

- 실험결과

살리실산은 여드름 치료용 화장품에 주로 함유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0.6%

이상의 함유할 수 없는 화장품 원료이다. 지지체에 살리실산을 농도별로 처리

한 결과 0.1%에서는 세포생존율이 약 20%로 독성이 관찰되었으며 1% 농도에

서도 약 85%의 세포생준율을 보여주어 더욱 높은 독성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5%에서는 95%의 세포가 사멸하였으며 매우 높은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0.1%에서도 경우 독성이 관찰되었는데 일부 해외 화장품에서는 약 3%

까지 함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in vivo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정확한 독성 수준을 알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림 29).

그림 29. 살리실산 처리에 따른 세포 생존율 변화

포름알데히드도 화장품의 살균 및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포름알데

히드의 화장품 원료로의 사용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발암물질로써 특히 유

아용 제품에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최근 일부 화장품에서 검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포름알데히드는 면역형광염색시 고정액 (3.7 또

는 4%)으로도 사용되는데 이때 거의 모든 세포가 고정되어 사멸된다. 포름알

데히드의 농도별 세포생존율을 보았을 때 0.04%에서는 95%의 세포가 사멸하

였으며, 0.4%에서 95% 그리고 4%에서는 약 97%의 세포가 사멸하여 EG-AP

지지체는 포름알데히드의 독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하였다 (그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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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포름알데히드 처리에 따른 세포 생존율 변화

파라벤 역시 화장품의 부패 방지를 위해 상당수 사용되고 있으나 이 역시 피

부독성의 문제로 인해 사용농도는 극히 제한적이다. 부틸파라벤, 에틸파라벤,

메틸파라벤 등이 개발되어 세포독성은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생물

증식 억제제로써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EU에서는 부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

벤의 영아용 화장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 화장품에서는 0.19%

이하를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0.4% 이상 함유를 금지하

고 있다. EG-AP 지지체위에서의 메틸파라벤의 독성평가는 표 00에 나타내었

다. 0.1%에서는 약 87%의 세포사멸을 보여주어 독성의 거의 없는 것으로 확

인되 1%에서는 세포사멸율이 92%로 증가하였으며, 10%에서는 대부분의 세포

가 사멸하였다 (95% 이상 사멸). 살리실산, 포름알데히드와 마찬가지로 메틸파

라벤도 농도별로 세포의 독성의 확인이 손쉽게 가능하였으며, 화장품 원료의

독성평가 모델로 EG-AP가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



- 129 -

그림 31. 메틸파라벤 처리에 따른 세포 생존율 변화  

(2) 화장품 피부 부식 평가

- 실험내용 및 방법

피부부식 평가는 인체유래피부조직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공급의 제한으로 그동안 동물실험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최근

동물윤리법의 강화로 피부부식 평가용 인공피부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의

이용은 가이드라인이 추천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이 되는 화

장품의 원료물질을 인공피부에 3분 또는 60분 처리한 후 세포 생존율이 50%

미만 일 경우 부식성 물질로 평가하고 50% 이상일 경우 1시간 후 생존율이

15% 미만일 때 부식성 물질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공피부가 피부

부식성 평가 소재로써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미 알려진 부식성 물질

(양성대조군)을 이용하여 피부부식성을 평가하였다.

피부부식성 물질로는 아크릴산,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KOH) 등이 있는데

이들은 식약청 피부부식성 평가 가이드라인에서 대표적인 부식성 물질로 소개

되고 있다. EG-AP 지지체에 성체줄기세포 (5×104cells/well)를 분주하고 2일간

배양한 후 8 N KOH를 각각 3분, 60분 처리한 후 세포생존율을 CCK-8 assay

를 통해 분석하였다.

- 실험결과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분간 KOH에 노출되었을 경우 EG-AP는 약

45%의 세포 생존율을 보여주어 부식성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60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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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했을 경우에는 약 19%로 세포생존율이 더욱 낮아졌다. 하지만, 피부부식 평

가모델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더불어 피부부식 수준을 봤을 때 주목해야 점은

소재위에서 생존하고 있는 세포의 생존율이다. 세포배양디쉬에서는 3분후 약

4.5%의 세포생존율을 보여주었으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EG-AP 지지체는 약

45%로 10배 이상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었다. 물론 33분 노출에 50% 미만의

생존율은 부식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하지만, EG-AP 지지체 위에서 성장한 세

포들은 EGF와 젤라틴에 의해 내부식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60분

노출의 실험결과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동물실험 대체

용이 아닌 이식가능한 내부식성 인공피부의 개발과 연관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그림 268. EG-AP 지지체의 화장품 부식성 평가

(3) 주름 개선 평가

- 실험방법 및 결과

주름개선 화장품 소재의 주름개선 능력 평가를 위해 EG-AP 지지체 위에서

성체줄기세포를 배양한 후 주름 개선 물질 처리 후 콜라젠의 합성 정도를 평

가하여 주름 개선 능력을 평가하였다. EG-AP 지지체에 성체줄기세포

(5×104cells/well)를 분주하고 2일간 배양한 후 주름개선 대표물질인 EGF (0

ng - 100 ng)를 24시간동안 처리한 후 새롭게 합성되는 콜라젠의 농도를 측

정하였다. 24시간 후 세포배양액을 회수한 후 collagen type I ELISA를 이용

하여 세포배양액 내의 콜라젠 농도를 측정한 결과 EGF 수용액을 처리한 군에

서 차례로 1.2배, 1.3배, 1.4배의 콜라젠 형성이 촉진되었다. (그림 33)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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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AP 지지체를 이용해 주름개선 화장품 소재의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림 33. EG-AP 지지체를 이용한 주름 개선물질 기능 평가

(4) 미백 특성 평가

- 실험방법 및 결과

최근 미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의 출시가 많아지고 다양한 미백용 재료들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EG-AP 지지체를 이용하여 기능

성 소재들의 미백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멜라닌 합성 저해실

험을 실시하였다. EG-AP 지지체에 성체줄기세포 (5×104cells/well)를 분주하고

2일간 배양한 후 미백소재 중 하나인 ascorbic acid (1-10%)를 처리하였다. 6

시간 후 지지체위의 세포들은 cell lysis buffer를 이용하여 용해한 후 60 ℃에

서 1시간 동안 멜라닌을 용해하고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앞선 실

험에서 지지체에 고정화된 EGF는 성체줄기세포의 피부세포 (keratinocyte)로

의 분화를 촉진했지만, EG-AP에서 멜라닌이 거의 검출되지 않은 것을 볼 때

melanocyte로의 분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하지

만, 흥미로운 것은 ascorbic acid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신규합성되는 멜라닌의

농도가 증가하는데 이는 미백평가용 인공피부로서의 기능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인체 피부 대체용 인공피부는 개발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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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EG-AP 지지체를 이용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 평가

(3) 결론

다양한 지지체 제조 기술 및 세포 배양 기술들을 바탕으로 현재 다양한 동물실

험 대체용 인공피부가 개발되고 있다. 3차년도에는 전기방사 기반 나노섬유 지지

체를 개발하여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표면 특성을 부가한 후 피부세포 분화 및

증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체활성물질로써 EGF와 젤라틴을 복합 고정화하였

다. 전기방사를 기반으로 한 나노섬유 지지체는 약 700 nm의 섬유 직경을 갖고

있으며, 높은 다공도를 보여주어 세포에 영양분의 공급 및 대사물질의 배출에 유

리한 특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높은 소수성을 갖고 있으나 탄성

을 갖고 있어 피부 또는 근육조직의 재생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 합성고

분자인 PLCL은 감마선 조사를 통해 아크릴산이 도입됨으로써 표면 친수성이 증

가하였으며, 더불어 카르복실기가 도입됨에 따라 단백질 기반의 생체활성물질 고

정화를 위한 가교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카르복실산에 피부세포 분화

촉진 물질인 EGF를 고정한 결과 약 50-80%의 고정율을 보였으며, 연속적으로

세포흡착 촉진 단백질인 젤라틴을 고정했을 때 EGF와의 겹침 없이 독립적으로

표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G-AP 지지체). 또한, 성체줄기세포를

EG-AP 지지체에서 배양할 경우 개질되지 않은 지지체에 비해 약 1.1배에서 3배

까지 높은 세포활성 조절능을 보여주었으며, 7일간의 세포 배양동안 지지체를 완

전히 덮어 독특한 세포층의 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방법으로 수행된 생

체활성인자 고정화법에 있어서, 특히 EGF 고정화는 합성된 PCL-PEG-NH2 기반

나노섬유에서 연구되었으나, EGF의 고정화율은 약 0.01% 미만(참고;

Biomaterials 29(2008) 587-596)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과제에서는 높

은 수준의 EGF와 젤라틴 고정화능과 표면 개질능으로 방사선 기반 기술의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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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의 독성, 부식, 주름 개선 등

일련의 실험을 식약청의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실시한 결과, 다양한 독성물질들

의 농도별 독성 특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며, 피부 부식 실험 결과도 식약청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게다가, 주름 개선물질에 대한 효능

평가에서 높은 콜라젠의 합성 촉진이 관찰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실험이 한종

류의 인공피부 지지체를 이용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피부 미백 실험

관련하여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멜라닌 합성 저해 연구 역시 실시하였지만,

keratinocyte와는 다르게 melanocyte로의 분화를 진행되지 않아 미백 평가를 실시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상기 연구에서 ascorbic acid를 이용했을 경우

melanogenesis 촉진이 확인됨에 따라 동물실험 대체용 인공피부 뿐만 아니라 화

상환자들에게 직접 이식할 수 있는 인체 피부 대체형 인공피부의 연구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3차년도 연구개발간에 개발된 EG-AP 지지체

는 성체줄기세포의 흡착 및 증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피부세포로의 분화에

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식약청에서 제시한 다양한 화장품의 원료

들의 독성, 부식, 주름개선 실험을 평가할 수 있었다. 게다가, 한 종류의 지지체를

이용해 다양한 실험결과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어 화장품 연구개발에 있어 동물

실험의 비중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과제의 상용화 및 실용화를 위한 추가 검증 단계로서 줄기세포의 소재 내 분

화와 관련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추가 연구 종료 후 시제품에 대한 다

각적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연구중인 화장품 회사들을 대상으로

시제품 발송 후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시제

품의 품질을 높이고 제품화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추가 검증연구 및

시제품의 임상 실험이 종료되면 적극적인 기술이전 설명회 및 홍보를 통해 ㈜제

닉, ㈜에코산업 등의 화장품 회사에 개발된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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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 방사선 가교

/그라프트 이용

3차원 다공성

세포 지지체 제

조 기술 개발

- 천연고분자

기반 세포지지

체 개발

- 천연/합성고

분자 기반 세포

지지체 개발

1) 화학 가교제 대신 방사선 가교/그라프

트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고분자 기반

의 3D 다공성 세포 지지체 개발

- 수용성 키토산/알지네이트/젤라틴 기

반의 지지체 개발

- 아미드/에스테르 결합으로 연결된 공

극구조를 가짐으로써 우수한 기계적

강도 및 수분 안정성(37 ℃, 인산염 완

충용액에서 5일 이상 형태 유지됨)

- 세포 부착성 : > 80%

- 압축강도 : > 200 kPa

2) 화학 가교제 대신 방사선 가교/그라프

트 이용 천연/합성 고분자 기반의 3D

다공성 세포 지지체 개발

- 천연고분자 유도체의 합성 및 구조분

석(FT-IR, NMR)

(Hyaluronic acid/chondroitin

sulfate)(HA/CS)

- HA/CS 유도체 기반 천연/합성 고분

자 지지체 2종 개발

(HA/CS/PVA, HA/CS/PAAc)

- 가교율 : > 70% 이상

- 함수율 : > 80% 이상

- Hyaluronidase를 사용한 효소농도 및

조성비에 따른 생분해 속도 조절 지표

수립(6일째부터 분해속도 가속화)

50 100

- 국내특

허 1건

- 국외논

문 2건

- 국내논

문 1건

- 국내발

표 8건

- 국외발

표 1건

- 기술지

도 2건

∘ 전기방사 이

용 천연/생분해

성 고분자 기반

나노섬유 세포

지지체 개발

1)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천연/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나노섬유 세포 지지체 3

종 개발

- Poly(L-lactide-co-caprolactone/mari

ne collagen 지지체

- Gelatin/acrylic acid/PLCL 지지체

- RGD/AAc/poly(L-lactic acid) 지지

체

50 100

- 국외논

문 2건

- 국내발

표 8건

- 국외발

표 1건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제1절 목표달성도
1. 1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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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CL/MC, Gelatin/AAc/PLCL, RGD/

AAc/PLLA 세포 지지체의 특성 평가

- 인장강도 : > 4.5 MPa

- 세포 부착/생장률 : > 80% 이상

- 지지체 형태/수분 안정성(조사선량 5

0 kGy 까지도 안정함)

총계 100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 방사선 그라

프트 이용 생체

친화성 필름형

지지체 개발

1) 방사선 그라프트/전기방사 기술을 이

용하여 생체 친화성 필름형 지지체 2종

개발

- Poly(L-lactide)(PLLA)

- Poly(L-lactide-co-ε

-caprolactone)(PLCL)

- PLLA, PLCL의 평균 섬유 직경 700

nm 이하

2) 감마선/전자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지

지체 표면 개질조건 확립

- 감마선을 이용한 아크릴산 그라프트

: 감마선 15 kGy 이하에서 80% 이상의

그라프트율 달성

- 전자선을 이용한 아크릴산 그라프트

: 전자선 20 kGy 이하에서 TBO 흡착

량 400 μmol/mg 달성

3) 지지체의 표면 특성을 개선하는 자

체기술 개발로, 지지체 표면에 카르복

실기, 아민기 등의 기능기 도입 및 도

입량 조절

- 히드록실기와 아민기 도입

: 기능기 도입율 30% 이상 달성

30 100

- 국내특

허 1건

- 국외논

문 1건

- 국내논

문 1건

- 국내발

표 7건

- 기술지

도 1건

∘ 성체줄기세

포 이용 피부

세포 배양 기술

개발

1) 지지체 표면의 친수성 조절을 통한

세포 흡착 및 증식능을 조절할 수 있

는 자체기술 개발

2) 지지체 표면 개질의 특성에 따른 세

30 100

-국내논

문 1건

-국내발

표 3건

- 기술지

2. 2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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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흡착 형태 분석 및 세포 증식율 평

가

- 세포 흡착 평가 및 형태 관찰

: CCK assay, 세포 흡착율 150% 증가

- 흡착된 세포의 장기간 증식능 평가

: CCK assay, 7일간 150% 이상의 성

장률

도 2건

∘ 인공피부 모

델 형성 기술

개발

- in vitro상에

서 생분해성/

약물방출 특성/

투과특성 조사

1) 방사선 가교결합을 통해 천연고분자

기반 복합체와 합성고분자를 기본으로

한 하이드로겔 타입 지지체 2종 개발

: HACS/PVA, HACS/PAAc, > 80%

함수율 달성

2) 천연/합성고분자 복합체의 가교도 및

성분비 조절을 통한 생분해 속도 조절

- HACS/PAAc 지지체: hyaluronidase

분해효소 적용 초기부터 14일까지 분

해속도 조절 가능

3) 지지체의 조성비 및 약물 특성에 따

른 영향인자의 조절을 통한 적절한 약

물 방출 profile과 kinetics 재현

- 10% 이상의 약물 봉입량 및 방출량

조절 가능

- 약물분자량 300 이하(theophylline):

> 95% 약물 방출율

- 약물분자량 300 이상(cefazoline): >

80% 약물 방출율

3) Frantz cell 이용 지지체의 solute

permeation 특성 분석 및 각 영향인자

의 조절을 통한 투과율 조절

- 약물분자량 300 이하(theophylline):

> 85% 약물 투과율

- 약물분자량 300 이상(cefazoline): >

60% 약물 투과율

40 100

- 국내논

문 1건

- 국내발

표 4건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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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 천연/합성고

분자 복합 지지

체의 생체활성

물질 고정화 및

고정효율 최적

화 기술 개발

1) 생체활성물질 고정을 위한 표면 개질

조건 확인

- 감마선 조사 기반 AAc 그라프팅 0.1

mM-1.2 mM/mg nanofiber

2) EGF 고정화

- 10-2000 ng/mL의 EGF 고정화 후 약

50-80%의 고정화율 확보

3) EGF/젤라틴 복합고정화

- 젤라틴 고정화율 약 20%

- EGF와 젤라틴의 겹침없이 독립적으로

고정화(독립적인 기능발현)

50 100

- 국내특

허 1건

- 국외논

문 1건

- 국내논

문 1건

- 국내발

표 2건

- 기술지

도 1건

∘ 인공피부의

형태학/조직학

적(H&E, MTT,

Immunostainnin

g 등) 세포성장

평가

1) HA/CS/PVA 및 HA/CS/PAAc 하이

드로겔 고분자 인공피부의 생체적합성

평가

- HA/CS/PVA 및 HA/CS/PAAc 하이

드로겔의 재현성 있는 세포독성 측정

조건 확립

- HA/CS/PVA: > 90% cell viability

- HA/CS/PAAc: > 75% cell viability

2) HA/CS/PVA 및 HA/CS/PAAc 하이

드로겔 고분자 인공피부의 MTT assay

- HA/CS/PVA 및 HA/CS/PAAc 하이

드로겔 내의 재현성있는 keratinocyte

배양조건 확립

- 천연고분자 함량비에 따라 배양 7일째

80% 이상의 cell viability 유지

3) HA/CS/PVA 및 HA/CS/PAAc 하이

드로겔 고분자 인공피부의 live/dead

staining assay

- 하이드로겔 내 피부세포의 시간에 따

른 적절한 성장 확인

- 천연고분자 함량비에 따른 cell

viability 조절 조건 확립

50 100

- 국내특

허등록 1

건

- 국외논

문 1건

- 국내발

표 2건

- 기술지

도 1건

∘ 성체줄기세

포의 분화유도

기술 개발을 통

한 인공피부 모

1) EGF고정화에 따른 인볼루클린 발현

변화

- 1000 ng EGF: 인볼루클린 발현 130%

증가

50 100
- 국외논

문 1건

- 국내발

3. 3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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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평가
2) EGF/젤라틴 복합고정화에 따른 인볼

루클린 발현 평가

- EGF 1000 ng/젤라틴 200 mg: 인볼루
클린 발현 140% 증가

- 복합고정화 물질의 시너지 효과 확인

표 2건

- 기술지

도 1건

∘ 인공피부 모

델의 화장품에

대한 시험법 평

가

1) EG-AP 지지체를 이용한 화장품 독성

평가

- 포름알데히드: 4%(약 97% 세포사멸),

0.04%(약 94% 세포사멸)

- 살리실산: 5%(약 95% 세포 사멸),

0.1%(80% 세포 사멸)

- 메틸파라벤: 3%(94% 세포사멸), 0.1%

(97% 세포사멸)

2) EG-AP 지지체를 이용한 화장품 부식

평가

- KOH 노출(3분): 약 45%의 세포 생존

율

- KOH 노출(60분):약 19% 세포 생존율

- EG-AP 지지체는 3분후 약 45%의 세

포생존율(세포배양디쉬 대비)

- EG-AP 지지체 위에서 성장한 세포들

은 EGF와 젤라틴에 의해 내부식성 증

가

3) EG-AP 지지체를 이용한 주름개선 효

과 평가

- 주름개선 물질로 EGF 처리

- EGF 농도가 증가할수록 (1-100

ng/mL) 콜라젠 합성율 최대 140%까지

증가

4) EG-AP 지지체를 이용한 화장품 미백

효과 평가

- 미백물질로 ascorbic acid를 농도별 처

리(0.1-10%)

- EG-AP는 그 자체로 성체줄기세포의

멜라닌 발현 조절 불가하지만, ascorbic

acid와 더불어 멜라닌 합성 촉진 가능

- 인체 피부 대체형 인공피부 개발 가능

50 100

- 국외논

문 1건

- 국내발

표 2건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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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의 생체 적합성 향상과 세포 성장인자의 고정화, 세포

배양 기술의 향상으로 더 나은 생물학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현 기술의 한

계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외국 선진국과의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를 통해 기초의과학 분야, 즉 약리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및 의공

학분야 간의 긴밀한 공동연구체계 구축과 산학연의 연구 활성화에 시너지 효

과가 기대되며 체계적인 연구수행으로 세계 정상수준의 기술력 확보는 물론

연구결과물의 개방으로 국내 과학기술 진흥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최근 당뇨성 궤양 및 정맥성 궤양의 임상적용에서 상당히 우수한 상처 치유

효과를 얻어 차세대 기술로 등장한 cell based artificial skin 은 살아있는 인

체 세포를 포함하거나 본인 피부세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건상 수입자체

가 불가능함. 또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개발된 인공피부는 매우 고가이

므로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기에 비용 면에서 한계점이 있음. 국내에서 인공피

부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음.

- 본 연구결과는 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국내외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새로

운 산업의 창출은 물론 선진 경제 대국으로 진입이 기대됨

- 국내외의 장기 기증 사례는 그 수요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동물 복

제 기술의 성공조차 윤리적인 문제로 금지되어 현실적인 개발이 불가능한 실

정임. 따라서 체외 세포배양을 이용하여 조직을 재구성하는 인공피부의 개발

은 윤리적인 문제가 없으며 이미 상처 치유 및 상처 흔적을 줄이는데 적합함.

- 특히, 방사선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화상/상처 드레싱 등의 의료 제품을 생산

할 수 있고, 약물전달체, 인공장기, 피부염 치료제 등의 의료품을 생산할 수

있어 방사선의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근래에 들어 동물 및 인체 실험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으므로 세균, 바이러스,

환경독성, 자외선, 특정 약물의 독성 혹은 약물성능 실험에 피부 대체물이 요

구되고 있음. 사용되는 인공피부는 생화학 및 형태학적으로 실제 피부와 유사

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규제와 윤리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 또한 조직공학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인공피부의 성공적인 구현은 세포 지지

제2절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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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개발과 조직배양기술의 향상을 가져오며 인공혈관, 인공간, 인공신장, 인

공심장, 인공망막 등 대부분의 인공장기 개발이 가능할 것임. 따라서 기반기

술과 첨단기술의 융합은 물론이고 재료공학, 분자 및 세포생물학, 화학공학,

외과의학 등 다양한 학문의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원천 융

합 기술로서 기대되고 있음

- 원자력 기술(RT)과 생명공학기술(BT)을 연계하여 기술성 및 경제성이 우수

한 인체적용 안전소재를 홍보함으로써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에

기여함

- 의료부품 및 의공제품의 멸균 등 보건위생 산업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응용

기술 개발의 토대가 됨

- 본 과제의 성과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물실험 대체용 피부는 물론 화상

및 상처 치료용 인공피부 등에 이용이 가능함

- 국가적으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예속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고분자 생

체재료를 이용한 첨단생명과학을 발전시켜 국민건강에 이바지함은 물론 의료

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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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측면

- 각종 스킨케어용 마스크, 화장품 및 약물 평가를 위한 동물실험 대체용 인

공 피부는 물론, 피부 궤양, 화상, 재활, 외상 등의 치유에 필요한 피부 이식

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생인공피부 개발을 위한 응용 기술로도

활용함.

- 또한, 세포공학과 조직공학을 이용한 인공장기 개발의 기반기술로 축적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장기의 개발에 주요한 기술적, 지적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함.

- 생체적용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본 연구개발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물론, BT-RT 융합기술 기반 구축을

통한 선진기술의 선점과 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신개념의 기능성 재료 개발 분야의 연구결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본 연구성

과를 적극 활용하여 개인에 주로 국한된 연구 및 특허 등을 상업화하고 관

련기업의 참여를 유도함.

- 개발된 안전소재는 KFDA의 승인을 거쳐 참여기업에서 상업화될 것임.

- 국내 방사선이용 첨단 산업 신소재의 생산 기반기술로서 활용함.

- 본 연구과제의 기반기술인 방사선 융합기술은 천연고분자의 가교기술은 안

전소재개발 이외에 타 분야의 보건위생용 흡수제를 비롯한 생활용품의 생산

에도 활용함.

- 공동연구중인 화장품 회사들을 대상으로 시제품 발송 후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시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제품화

전략을 세울 계획임.

○ 경제적 측면

- 최근 당뇨성 궤양 및 정맥성 궤양의 임상적용에서 상당히 우수한 상처 치

유 효과를 얻어 차세대 기술로 등장한 cell based artificial skin은 살아있는

인체 세포를 포함하거나 본인 피부세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건상 수입자

체가 불가능함. 또 선진국에서 개발된 인공피부는 매우 고가이므로 실제 환

자에게 적용하기에 비용 면에서 한계점이 있음. 본 기술 개발 결과를 토대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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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러한 난점들의 해결에도 활용할 수 있음.

- 인공피부 관련 시장규모는 2020년 국내 4,000억원, 국외 500억불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피부 관련 조직공학기술은 외국의 기술수준과

근접한 위치에 있어, 앞으로 국내 제약업체, 바이오벤처기업들과의 협력연구

를 통해 인공피부 개발에 주력해 투자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본 연구결과는 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국내외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새

로운 산업의 창출은 물론 선진 경제 대국으로 진입이 기대됨.

○ 사회적 측면

- 본 연구성과를 통해 방사선에 대한 대국민 이해 증진과 국민들의 방사선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국가 과학발전과 국민의 보건증진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산업임을 입증할 것임.

- 원자력 기술(RT)과 생명공학기술(BT)을 연계하여 기술성 및 경제성이 우

수한 인체적용 안전소재를 홍보함으로써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

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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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제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연구 수행을 위하여 수집한 연구 논문 및 특허 다수

○ 외국 전문가 국내 방문시 지참한 연구 논문 및 발표 자료 다수

○ 국제학회에서 참가하여 수집한 초록집 다수

∙ 제3차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Functional Materials and Structures

국제심포지움(조선영, 2010년 )

∙ Zing Polymer Chemistry Conference 국제심포지움(권희정, 2010년)

∙ 한국공업화학회 춘계 국제심포지엄 및 연구논문발표회(김우진, 2010년)

∙ 한국공업화학회 국제심포지엄 및 연구논문발표회(임윤묵, 2010년)

∙ 한국공업화학회 국제심포지엄 및 연구논문발표회(이수지, 2010년)

∙ 제12차 Pacific Polymer Conference 국제심포지움(신영민, 2011년)

∙ 제14차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국제심

포지움(임윤묵, 2011년)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terials for Advanced Technologies 국제심포지

움(임윤묵,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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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created in the field of DDS for oral mucosa. The 2nd project, we have 

developed the multi-functional artificial skin for substitution of animal test such 

as toxicity, whitening, wrinkle improvement, skin cauterization and skin sensitivity 

by radiation. It is expected for the above development of biocompatible artificial 

skin model with good physical property by using radiation technique to be useful 

for the future biology, cosmetics and pharmaceut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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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crosslinkling, mucosa membrane, drug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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