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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스폰지 구조를 갖는 새로운 다공성 젤라틴 미립 담체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스폰지 구조를 갖는 새로운 다공성 젤라틴 미립 담체 및 그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하여 얻은 젤라틴을 주재료로 한  신규의 다공성 미립 담체의 주사 현미경 사진
(배율 500배)이다.

제2도는 제1도에 도시된 미립 담체중의 구멍 조직의 주사 현미경 사진(배율 2000배)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세포 배양 등에 사용되는 스폰지 구조를 갖는 새로운 다공성 미립 담체(spong-like 
macroporous microcarrier)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미립  담체(solid  microcarrier)는  주로  부착성  동물  세포의  배양에  사용되어  왔으며 대부분
이  표면  부착성  미립  담체로서  담체  자체  또는  담체  표면의  전하량이나  물질을 조절·변화시킴으로
써  세포의  성장에  필요한  표면(substrate)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  표면  부착성  미립  담체를 이
용한  세포  배양시에는,  초기의  세포  접종량이  많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담체의  표면적이  한정되어 

있어  반응기  내의  세포의  농도가  낮은편이다 (3×10
6
cells/ml).  더우기,  교반식  세포  반응기  내에서 

세포를 배양할 때 담체간의 충돌 및 담체 주변에 생성되는 와류 또는 전단 응력 등의 수력학적인 영
향(hydrodynamic  effect)  때문에,  어느정도  이상의  교반에서는  세포가  다치게  되어  죽어버리는 현상
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상과  같은  기존의  표면  부착성  미립  담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세포가 담체
의  내부에서  증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스폰지  구조를  갖는  다공성의  미립  담체의  개발에 노력
을  경주하고  있다.  1986년에  미국의  베락스사(Verax  Corporaton)에서  고가의  콜라겐(collagen)을 이
용하여  다공성  미립담체의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  산업체에서  사용  중에  있다.  그러나,  재질인 콜라
겐은  세포에  의해  미량  분비되는  고가의  물질이기  때문에,  최근  스웨덴이나  미국  등을  포함한  선진 
각국에서는  좀더  저렵한  대체  물질을  찾는  데  많은  연구가  경주되고  있다.  1986년  스웨덴의 모스바
흐(K.Mosbach)등이  동물의  연골  또는  근육에  다량  존재하는  젤라틴을  이용하여  다공성의  미립 담체
를  개발했다는  보고가  있다(K.Mosbach,  1986,  Biotechnology,  4,  989,  990).  그러나,  전자  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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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세포  배양  결과를  토대로  평가해  본  결과,  이  담체의  표면에  어느  정도의  굴곡이  존재하여 
다공성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세포가  담체의  내부에까지  들어가  증식할  수  있는  스폰지와 같
은 다공성 담체의 개발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본  발명은  이상과  같은  기존의  다공성  미립  담체의  단점이  극복된  스폰지  구조의  미립  담체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은  젤라틴  용액을  클로로포름/톨루엔(3:7)의  혼합  유기  용매에 에멀젼시키면
서  적당한  발포제를  가하여  스폰지와  같은  구멍  조직으로  이루어진  둥근  모양의  다공성  미립담체를 
얻은  다음  글루타르알데히드로  가교  결합(cross-linking)시킴으로써  안정한  구조를  갖는  다공성 미
립  담체를  얻음으로써  달성된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젤라틴  용액은  7-25%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 
발포제로서는 NaHCO3 나 CaCO3 등의  공지의 CO 2  발생  발포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글루타르  알데히드 

용액은  농도  3-7%의  것이  사용된다.  클로로포름/톨루엔  혼합  용매에는  Tween  80,  Arlacel  83,  Span 
85(이상”상표명)등의  계면  활성제를  함유시키는  것이  균질한  발포체를  얻는데  좋다.  본  발명의 다
공성  미립  담체는  용액  상태나  건조상태의  어느  경우에도  안정할  뿐만  아니라,  고온 살균(121。C에
서 15분)에서도 매우 안정하다.

본  발명에서는  발포제의  크기와  성질을  조절함으로써  다공성  미립  담체의  구멍  조직의  직경을 20-50
μm로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교  결합시키는  반응의  정도에  따라  기계적  강도도  조절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미립  담체에  비해  월등히  넓은  표면적과  담체  내부가  스폰지와  같은  구멍 조직
으로  되어  있어,  실제의  조직과  유사한  환경이  제공되고,  또  전단  응력  등과  같은  배양 환경으로부
터  세포들이  보호되기  때문에,  5g/ℓ의  다공성  미립  담체를  사용하였을  때  기존의  미립  담체에  비해 
4-5배의  높은  세포  농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스폰지  구조를  갖는 
다공성  미립담체를  부착성  동물  세포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도마  세포와  같은  부유성  동물  세포의 
배양에도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제조되는 스폰지 구조의 다공성 젤라틴 미립 담체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ㄱ) 모양 : 구형 (球形) 

(ㄴ) 담체의 직경 : 150-500μm

(ㄷ) 구멍 조직의 직경(pore size) : 20-50μm

(ㄹ) 비중 : 1.2-1.6

(ㅁ) 표면적 : 7-10m
2
/g

(ㅂ) 세포에 대해 무독성이며, 광학적으로 투명

(ㅅ) 콜라게나제(collagenase), 디스파제(dispase) 등의 효소에 의해 분해 가능

(ㅇ) 분말 또는 용액 상태로 살균 기능

본 발명을 실시예에 따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실시예1]

10%(w/v)의  젤라틴  용액에  입도가20μm  미만인 NaHCO 3  (또는 CaCO3 )를  10-20%첨가하여  혼합한  다음, 

Tween  80  1-2%가  함유된  클로로포름/톨루엔(3  :  7)의  혼합  용매  100ml에  첨가하여  700-800rpm으로 
교반하여  에멀젼을  형성하였다.  형성된  에멀젼을  100μm의  체를  이용하여  여과한  다음  증류수로 세
척하였다.  회수된  미립담체  내부에  포집된  발포제를  발포시킨  다음,  최종  농도  2-4%의 글루타르알데
히드로  30분간  가교  결합  반응시켜서  다공성의  미립  담체를  얻고,  이어서  최종  상태로  동결  건조를 
거쳐  건조된  분말  상태의  미립  담체를  얻었다.  이때,  구멍  조직의  직경은  20-30μm  이었으며, 담체
의 직경은 150-250μm이었다.

[실시예2]

교반  속도를  300-400rpm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1의  방법을  반복하였다.  담체의  평균 직경
이 500μm인 미립 담체가 생성되었다. 이 때의 구멍 조직의 직경은 20-40μm이었다.

[실시예3]

교반 속도를 1000rpm으로 바꾸어 미립 담체의 직경이 120-150μm인 다공성 미립담체를 제조하였다.

[실시예4]

실시예  1에서  입도가  평균  30μm인 발포제(NaHCO 3  또는 CaCO3 )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의 방법을 수행하여 구멍 조직의 직경이 40-50μm인 다공성의 미립 담체를 얻었다.

 [실시예5]

실시예  1의  방법을  이용하되,  젤라틴  용액의  농도를  7-25%로  하여  동일한  다공성의  미립  담체를 얻
었다.

[실시예6]

실시예1에서의  Tween  80  1-2%  대신에  Arlacel  83(또는  Span  85)  1-4%를  사용하여  시실시예  1과 동일
한 다공성의 미립 담체를 얻었다.

[실시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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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에서의  동결  건조  방법  대신  스프레이  건조기(spray  dryer)를  이용하여  동일한  형태의 다공
성 미립 담체를 제조하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음 특성을 갖는 스폰지 구조를 갖는 젤라틴 다공성 미립 담체.

(ㄱ) 모양 : 구형(球形)

(ㄴ) 담체의 직경 : 150-500μm

(ㄷ) 구멍 조직의 직경(pore size) : 20-50μm

(ㄹ) 비중 : 1.2-1.6

(ㅁ) 표면적 : 7-10m
2
/g

(ㅂ) 광학적으로 투명

(ㅅ) 콜라게나제(collagenase), 디스파제(dispase) 등의 효소에 의해 분해 가능

(ㅇ) 분말 또는 용액 상태로 살균 가능

청구항 2 

발포제  존재하에  젤라틴  용액을  클로로포름/톨루엔(3  :  7)의  혼합  용매  중에서  교반하여 에멀젼화시
킨  다음,  글루타르알데히드를  가하여  가교  결합  반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음  특성의  스폰지 
구조를 갖는 다공성 젤라틴 미립 담체의 제조 방법.

(ㄱ) 모양 : 구형(球形)

(ㄴ) 담체의 직경 : 150-500μm

(ㄷ) 구멍 조직의 직경(pore size) : 20-50μm

(ㄹ) 비중 : 1.2-1.6

(ㅁ) 표면적 : 7-10m
2
/g

(ㅂ) 광학적으로 투명

(ㅅ) 콜라게나제(collagenase), 디스파제(dispase) 등의 효소에 의해 분해 가능 

(ㅇ) 분말 또는 요액 상태로 살균 가능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발포제가 입도 20-30μm의 NaHCO3 또는 CaCO3인 것인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교반  속도가  300-1000rpm으로  조절됨으로써  다공성  미립  담체의  크기가 150-500μm
으로 조절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혼합 용매에 계면 활성제가 1-4% 함유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미립 담체 제품이 동결 전조 또는 스프레이 건조되는 것인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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