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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팽윤성 고분자 겔 및 그 제조법

(57) 요약

본 발명은, 흡수성 및 겔화 강도가 높은 천연에서 유래하는 성분을 구성요소로 한 수팽윤성 고분자 겔 및 이것으로 이루어

지는 수팽윤성 고분자 겔 발포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생산성 및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높고, 수계 용액 중에서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는 수팽윤성 고분자 겔의 제조법을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그 해결수단으로서, 에스테르화된 카르복실기 함유 다당류와, 천연 아미노산에서 유래하는 α-아미노기를 2 개 이상 갖는

화합물을 반응시켜 이루어지는 수팽윤성 고분자 겔, 상기 수팽윤성 고분자 겔로 이루어지는 의료용 재료, 상기 수팽윤성

고분자 겔 발포체로 이루어지는 의료용 재료, 및 에스테르화된 카르복실기 함유 다당류와, 천연 아미노산에서 유래하는 α-

아미노기를 2 개 이상 갖는 화합물을 반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팽윤성 고분자 겔의 제조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에스테르화된 카르복실기 함유 다당류와 ε-폴리리신을 반응시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팽윤성 고분자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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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카르복실기 함유 다당류가 알긴산 또는 히알루론산인 수팽윤성 고분자 겔.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에스테르화된 카르복실기 함유 다당류가 알긴산 프로필렌글리콜에스테르 또는 히알루론산 프로필렌글

리콜에스테르인 수팽윤성 고분자 겔.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수팽윤성 고분자 겔로 이루어지는 의료용 재료.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수팽윤성 고분자 겔을 발포시켜 이루어지는 수팽윤성 고분자 겔 발포체.

청구항 7.

제 6 항에 기재된 수팽윤성 고분자 겔 발포체로 이루어지는 의료용 재료.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창상피복재, 유착방지재 또는 조직재생재료인 의료용 재료.

청구항 9.

에스테르화된 카르복실기 함유 다당류와 ε-폴리리신을 반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팽윤성 고분자 겔의 제조법.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창상피복재, 유착방지재 또는 조직재생재료인 의료용 재료.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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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수팽윤성 고분자 겔 및 그 제조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인체에 대한 안전성, 흡수성, 투명성 및 기계

적 특성이 우수한 수팽윤성 고분자 겔에 관한 것이다.

다당류를 화학적으로 가교하여 얻어지는 수팽윤성의 히드로 겔은 공업, 농업, 식품, 의약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

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의 용도로는, 예를 들어 창상 (創傷) 피복재료, 유착 (癒着) 방지재료, 투석막, 지혈재, 접착재, 밀

봉제 (sealant), 콘택트렌즈, 조직재생재료, 마이크로캡슐 소재, 약물 전달 시스템 (DDS) 등을 들 수 있다.

다당류의 화학적인 가교는 화학반응에 의한 가교 (다관능성 시약에 의한 겔화), 배위결합에 의한 가교 (알긴산의 칼슘이온

에 의한 겔화), 소수결합에 의한 가교 (메틸셀룰로스 또는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등의 가열에 의한 겔화) 및 분자간 회합

에 의한 가교 (한천 또는 카라기난 등의 냉각 겔화)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중에는 화학반응에 의한 가교에는,

얻어지는 다당류 겔의 흡수성, 강도 등을 그 목적에 따라서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화학반응에 의한 다당류의 가교는, 다당류 용액에 2 이상의 관능기를 가지는 가교시약을 작용하게 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다당류의 대부분이 물에밖에 실질적으로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수중에서 효율적으로 가교를 진행시킬 수 없다.

화학반응에 의한 다당류의 가교방법으로서, 저분자량의 이관능성 시약을 사용하고, 수계 용액 중에서 가교를 행하는 방법

(이하, 「저분자 가교제법」으로 약칭함) 이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화학반응에 의한 수용성 다당류의 가교방법으로는, 에

폭시 화합물을 사용하고, 산성 또는 알칼리성 수용액 중에서 가교를 행하는 방법 (일본 특허공보 평6-69490 호, 일본 특허

공표공보 평11-509256 호), 디비닐술폰을 사용하고, 알칼리성 수용액 중에서 가교를 행하는 방법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

2-138346 호) 등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저분자 가교제법에는 얻어지는 겔은 비교적 높은 흡수량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매우 취약하다는 결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 후에는 겔 내부에 대량으로 잔류하는 가교제 또는 촉매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분자 겔 자체를 철저

하게 세정하는 번잡한 조작을 요하는 결점이 있다.

이렇게 저분자 가교제법은 히드로 겔의 물성 및 생산성 면에서 반드시 유용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최근에, 다관능성의 고분자 가교제를 사용하는 방법 (이하,「고분자 가교제법」으로 약칭함) 이 개발되고 있다.

고분자 가교제법으로는, 에스테르화된 카르복실기 함유 다당류, 예를 들어 알긴산 프로필렌 글리콜에스테르 (이하

「PGA」로 약칭함) 를, 젤라틴 등의 아미노기를 갖는 수용성 고분자 화합물로 가교하고 불용화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영국특허 제 962483 호의 명세서; 일본 특허공표공보 평8-508933 호; S.B.Mohamed, G.Stainsby, Food Chemistry,

13, 241 (1984)) ; J.E. McKay, G.Stainsby, E.L.Wilson, Carbohyd. Polym., 5, 223 (1985) 등]

상기 방법에 의하면, 폴리아미노산 (단백질) 의 리신 잔기에서 유래하는 ε-아미노기와 PGA 의 에스테르 부위가 수중에서

가아민분해(aminolysis)(아미드화) 반응을 일으키는 기구를 경유하여 겔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PGA 와 젤라틴 등의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겔에는, 그 제조 시에 고농도의 단백질 용액이 필요하여, 반드시 단백질

이 대량 함유되므로 흡수성이 낮다는 결점이 있다. 또한, 이 겔은 의료용 재료로서 적합한 중성의 수용액 중에서 형성시킬

수 없다는 결점도 있다.

또한, 폴리에틸렌이민 등의 아미노기를 반복단위로 포함하는 합성고분자 화합물을 PGA 의 가교제로서 사용하는 것도 고

려되고 있으나 (영국특허 제 962483호 명세서), 젤의 형성에는 알칼리성 물질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므로, 겔에 작은 구멍

등의 결함이 생기기 쉽다는 결점이 있을 뿐 아니라, 겔의 흡수성이나 강도가 매우 낮다는 실용상의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종래기술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흡수성 및 겔 강도가 높은 천연유래의 성분을 구성요소로 한 수팽

윤성 고분자 겔, 및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수팽윤성 고분자 겔 발포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생산성 및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높고, 수계 용매 중에서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는 수팽윤성 고분자 젤의

제조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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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자는 예의 검토한 결과, 에스테르화된 카르복실기 함유 다당류와 천연 아미노산에 유래하는 α- 아미노기를 2 개 이

상 갖는 화합물로부터 형성된 수팽윤성 고분자 겔이 상기 목적을 달성함을 발견하여, 본 발명에 도달하였다.

즉, 본 발명은 에스테르화된 카르복실기 함유 다당류와 천연 아미노산에 유래하는 α- 아미노기를 2 개 이상 갖는 화합물을

반응시켜 이루어지는 수팽윤성 고분자 겔 및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수팽윤성 고분자 젤 발포체에 관한 것이다.

또한, 또 하나의 본 발명은 에스테르화된 카르복실기 함유 다당류와 천연 아미노산에 유래하는 α- 아미노기를 2 개 이상

갖는 화합물을 반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팽윤성 고분자 겔의 제조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에스테르화된 카르복실기 함유 다당류 (이하,「에스테르화 다당류」로 약기함) 란, 카르복실기 함유 다당류의 카르복실기

중 적어도 하나가 알코올류의 수산기와 에스테르 결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 카르복실기 중 적어도 2 개가 에스테르

결합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스테르화 다당류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용성인 것이 바람직하다.

알코올류로는, 지방족 알코올, 방향성 지방족 알코올, 환상 지방족 알코올 및 복소환식 알코올을 들 수 있다. 이들 중에서

는 에스테르화 다당류의 수용성을 고려하면, 예를 들면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등의 탄소수가 1~16 인 지방족 알코올

및 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의 2 개 이상의 수산기를 갖는 탄소수가 2~16 인 다가 알코올을 들 수 있

다. 또한, 다가 알코올의 경우에는 한 개의 수산기만이 카르복실기 함유 다당류의 카르복실기와 에스테르 결합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카르복실기 함유 다당류로는, 알긴산, 크산틴검, 겔란검, 히알루론산 등의 카르복실기 함유 다당류 및 이들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인공적 유도체,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카르복시메틸덱스트란, 카르복시메틸플루란 등 통상적으로는 카르복실

기를 함유하지 않는 다당류의 인공적 유도체, 부분 말레일화 키토산, 부분 숙시닐화 키토산, 카르복시메틸키토산, 카르복

시메틸키틴 등의 카르복실기가 도입된 키틴 또는 키토산의 유도체 등이 예시된다. 이들 중에서는 알긴산 및 히알루론산은

인체에 대한 안전성 및 인체 내에서의 분해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에스테르화 다당류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일본화학회편「실험화학강좌 22 유기합성 Ⅳ-산·아미노산·펩티

드」 제 4 판, 구선, 1992 년, 43~83 페이지 등에 기재된 일반적인 방법이나, 예를 들면 M. Yalpani, Tetrahedron, 41,

2957 (1985) 등에 기재되어 있는 방법을 들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방법은, 예를 들면 미국특허 2494912호 명세서, A.

B. Steiner, W. H. McNeely, Ind. Eng. Chem., 43, 2073 (1951), 또는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 52-36177호에 기재되어 있

는 바와 같이, 에틸렌옥시드나 프로필렌옥시드 등 1, 2-에폭시드나 트리메틸렌옥시드 등 1, 3-에폭시드류를 카르복실기

함유 다당류에 작용시키는 방법이다. 이상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에스테르화 다당류의 종류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으

며, 상기의 개념의 범주에 있는 것이면 어떠한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카르복실기 함유 다당류가 알긴산인 경우, 에스테르화 다당류로는, PGA, 알긴산에틸렌글리콜에스테르, 알긴산트리메틸

렌글리콜에스테르, 알긴산부틸렌글리콜에스테르, 알긴산펜틸렌글리콜에스테르 등을 들 수 있다.

카르복실기 함유 다당류가 히알루론산인 경우, 에스테르화 다당류로는, 히알루론산 프로필렌글리콜에스테르, 히알루론산

에틸렌글리콜에스테르, 히알루론산 트리메틸렌글리콜에스테르, 히알루론산 부틸렌글리콜에스테르, 히알루론산 펜틸렌글

리콜에스테르 등을 들 수 있다.

에스테르화 다당류 중에서는 PGA 및 히알루론산 프로필렌글리콜에스테르는, 인체에 대한 안전성 및 인체 내에서의 분해

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성분인, 천연 아미노산에 유래하는 α-아미노기를 2 개 이상 갖는 화

합물 (이하,「폴리아민」으로 약칭) 이란, 제 1 급 또는 제 2 급 아미노기를 2 개 이상 갖는 화합물로써, 그 아미노기가 천

연 아미노산인 알라닌, 글리신, 페닐알라닌, 세린, 발린, 리신, 글루타민산 등의 α-아미노기인 것을 말한다.

본 발명에 사용할 수 있는 폴리아민의 종류에는 특별한 한정은 없지만, 다당류, 폴리아민산 또는 이들의 유도체가 바람직

하다. 폴리아민은, 최적으로 관능기가 보호된 천연 아미노산 유도체를 다당류, 폴리아미노산 등에 화학수식에 의해 도입한

후, 탈보호하는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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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아민 중에는, 입수의 용이함 및 인체에 대한 안전성의 관점에서, ε-폴리리신이 바람직하다. ε-폴리리신은, 화학식 :

H-[NH-CH2CH2CH2CH2-CH (NH2)-CO]n-OH

(식중, n 은 2 ∼ 500 의 정수를 나타낸다.)

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리신의 ε위치의 아미노기와 α위치의 카르복실기가 아미드 결합에 의해 축합한 수용성 고분자 화합

물이며, 그 고분자에는 리신의 α-아미노기가 존재하고 있다.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에는, 에스테르화 다당류 및 폴리아민 이외에, 제 3 성분으로서 다른 수용성 고분자 화합물

(이하,「다른 수용성 고분자 화합물」이라 함) 의 1 종류 이상이 구성성분으로서 함유될 수 있다.

다른 수용성 고분자 화합물의 종류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른 수용성 고분자 화합물로는, 아가로스, 알긴산나트륨, 한

천, 카라기난, 크산틴검, 겔란검, 덱스트란, 히알루론산, 플루란, 헤파린 등의 수용성 다당류 및 이들의 생리학적으로 허용

되는 인공적인 유도체, 부분 탈아세틸화 키틴, 키토산, 부분 말레일화 키토산, 부분 숙시닐화 키토산, 카르복시메틸화 키토

산 등의 키틴 또는 키토산의 유도체,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등의 셀루로스 유도체, 콜라겐, 아테로콜라겐, 젤라틴, 카제인

등의 폴리아미노산 (단백질) 및 이들의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인공적인 유도체 등이 예시된다.

2 이상의 다른 수용성 고분자 화합물의 분자간에는, 에스테르화 다당류와 폴리아민 사이에서 형성되는 가교결합 이외의

가교가 존재할 수 있다. 그 가교방법으로는, 나가타 및 카지하라 편,「겔 핸드북」 (엔·티·에스, 1997 년) 등에 기재되어 있

는 방법, 즉 알데히드 화합물, 에폭시 화합물,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등에 의한 수용성 고분자 화합물의 관능기끼리의 가

교, 광이량화성 기 또는 중합성 기를 이용한 광가교, 다가 금속이온에 의한 배위결합에 의한 가교 등이 예시되지만, 본 발

명은 이들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에는, 또한 수팽윤성 고분자 겔의 겔 강도의 향상, 에스테르화 다당류 및 폴리아민을 함유하

는 혼합용액의 분산안정성의 향상의 관점에서, 무기염류, 유기염류 등의 염류가 함유될 수 있다. 염류의 예로는, 염화나트

륨, 염화칼륨, 염화칼슘, 황산나트륨 등의 무기염류, 아세트산나트륨, 시트르산나트륨, 숙신산나트륨 등의 유기염류를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은, 에스테르화 다당류와 폴리아민을 반응시킴으로써 얻어진다. 이 반응은, 앞에 제시한

PGA 와 젤라틴으로 형성되는 겔과 동일하게, 에스테르화 다당류의 에스테르화된 카르복실기 부위와 폴리아민의 α-아미

노기의 가아민분해 반응, 즉 아미드화에 의한 가교반응이다.

에스테르화 다당류와 폴리아민을 반응시킬 때의 양자의 혼합비는, 겔화 시간, 고분자 겔의 역학적 강도 및 흡수성에 따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을 실질적으로 수불용성으로 하고, 높은 흡수성을 발현시키기 위해

서는 에스테르기와 α-아미노기의 몰비 [에스테르기 (mol) /α-아미노기 (mol)] 는 1 ∼ 100 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몰비

는 높을수록 수팽윤성 고분자 겔의 흡수성이 향상된다.

에스테르화 다당류와 폴리아민을 반응시켜 겔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양자를 용액상태에서 혼합하여 반응시켜 겔화시키는

방법, 에스테르화 다당류를 폴리아민의 용액에 침지, 함침시켜 반응시켜 겔화시키는 방법, 폴리아민을 에스테르화 다당류

의 용액에 침지, 함침하여 반응시켜 겔화시키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반응시의 온도는, 특별히 한정되지는 않고, 자유롭

게 설정할 수 있다.

에스테르화 다당류 및 폴리아민을 용해하는 용매로는, 물이 바람직하다. 겔화 속도의 제어 등의 목적을 위해, 유기용매가

첨가된 수계용매를 이용해도 된다. 유기용매로는, 메탄올,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등의 알

코올계 용매, 테트라히드로푸란, 디옥산 등의 에테르계 용매, 디메틸포름아미드, 디메틸아세트아미드, N-메틸피롤리돈 등

의 아미드계 용매,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등의 케톤계 용매, 디메틸술폭시드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물과 유기용매의 혼합비

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에스테르화 다당류 및 폴리아민 용액의 pH 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온화한 조건 하에서의 겔화나, 신속한 겔화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pH 의 조정 시에는, 예를 들어 염산이나 아세트산 등의 산성 물질, 수산화나트륨 등의 알칼리성 물

질, 인산계 완충액이나 붕산계 완충액 등의 완충액을 pH 조정제로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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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하여 에스테르화 다당류와 폴리아민을 반응시킴으로써 수팽윤성 고분자 겔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은 그 용도에 따른 형상으로 적당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형상으로서는 예를 들어, 사

(絲)상, 막상, 관상 (중공사, 튜브), 입상 (마이크로캡슐), 부직포상, 괴상, 벌집(honey comb)상, 발포체 (스폰지) 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은 유연성, 공극으로의 충전성 및 높은 흡수성 등이 요구되는 용도로 사용

할 경우에는 발포체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발포체는 또한 사상, 막상, 입상, 부직포상, 괴상, 벌집상 등으로 형성하거나, 다

른 기재나 부위에 도포, 코팅, 함침, 부착 또는 매몰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은 다른 기재나 부위에 도포, 코팅, 함침, 부착 또는 매몰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기재나 부위로서는 예를 들어, 거즈, 편직포, 부직포, 선상체, 사상체, 필름, 메쉬, 다공성 스폰지, 고무, 플라스틱, 금속, 인

공장기, 생체조직의 표면, 절단면, 흠자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다른 기재나 부재의 크기, 두께, 길이, 직경 등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성형된 수팽윤성 고분자 겔은 예를 들어, 에스테르화 다당류 용액 또는 폴리아민용액을 노즐이나 다이에서 압출하거나 성

형 내로 주입함으로써, 상술한 바와 같은 형상으로 성형한 후, 얻어진 성형체를 각각 폴리아민 용액 또는 에스테르화 다당

류 용액과 접촉시켜 겔화를 행하는 방법; 에스테르화 다당류와 폴리아민의 혼합용액을 제조하고, 얻어진 용액을 노즐이나

다이에서 압출하거나, 성형형 내로 주입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은 형상으로 성형함과 동시에 겔화를 행하는 방법 등으로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 발포체는, 물로 팽윤하고 있는 겔을 동결 건조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이나, 겔 내부로 기포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겔 내부에 기포를 도입하여 발포체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어 영국특허제 574,382 호 명세서, 일본 공개특허공

보 평 5-254029 호,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 8-208868 호,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 8-337674 호, 일본 특허공표공보 평 6-

510330 호 등에 기재되어 있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 발포체를 제조한 경

우에는, 이들의 문헌에 기재된 발포체와 대비하여, 보다 높은 흡수성 및 안정성을 가지는 수팽윤성 고분자 겔 발포체가 얻

어진다.

겔 내부에 기포를 도입하여 발포체를 제조하는 방법의 구체예로서는, 에스테르화 다당류 용액 또는 폴리아민 용액에 기포

를 도입하여 발포시킨 후에, 각각 폴리아민 용액 또는 에스테르화 다당류 용액과 접촉시켜 겔화시키는 방법, 에스테르화

다당류와 폴리아민의 혼합용액에 기포를 도입하여 발포시킨 후에, 겔화를 완료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용액에 기포를 도입하여 발포시키는 방법으로서는, 가열 또는 반응에 의해 수불용성 기체를 발생하는 발포제, 예를 들어

탄산암모늄, 아조디카르본아미드, p-톨루엔술포닐히드라지드 등의 분해형 발포제, 부탄, 헥산, 에테르 등의 증발형 발포

제를 첨가하여 발포시키는 방법, 기계적으로 교반하여 공급되는 기체를 수용액 내로 확산시켜 발포시키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상기 용액에는 발포를 안정하게 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포형성제인 이온성 또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함유

시킬 수도 있다.

이온성 계면활성제로서는, 예를 들어 스테아르산나트륨, 도데실황산나트륨, α-올레핀술폰산염, 술포알킬아미드 등의 음

이온성 계면활성제; 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염, 알킬트리메틸암모늄염, 알킬피리디늄염 등의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및 이미

다졸린형 활성제 등의 양쪽성 계면활성제를 들 수 있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서는,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옥시드알킬에테르류, 폴리에틸렌옥시드알킬페닐에테르류, 글리세린 지

방산에스테르류, 소르비탄 지방산에스테르류, 자당 지방산에스테르류 등을 들 수 있다.

전술한 계면활성제 중, 저분자량인 것에는 생체조직이나 생리활성물질 (효소 등) 에 대해 자극성이나 변성작용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 발포체를 의학용 재료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계면활성제의 사용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특허 10-0721752

- 6 -



또한, 에스테르화 다당류는 그 자체가 양친매성 (兩親媒性) 을 나타내고, 기체-액체 계면을 안정화시키는 기포형성제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발포시킬 때 에스테르화 다당류는 안정하게 기포를 도입 (발포) 시키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계면활성

제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에스테르화 다당류는 양친매성에 더하여 반응성을 가지기 때문에 「반응성 계

면활성 다당류」라고 칭할 수 있다.

또한, 계면활성제에는, 필요에 따라 계란 흰자위, 젤라틴, 알부민 등의 단백질, 레시틴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상기 용액을 발포시켰을 때에는 거품의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가교가 완료되기 전에 거

품이 소실되는 경우에는, 거품의 안정화제로서 도데실알코올, 테트라데칸올, 헥사데칸올 등의 고급 알코올, 에탄올아민 등

의 아미노알코올,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등의 수용성 고분자화합물을 이 용액에 첨가할 수 있다.

또한, 에스테르화 다당류의 수용액에 겔화 다당류를 첨가하여, 용액 전체를 일단 겔화 시킴으로써 거품을 안정화시킬 수도

있다. 겔화 다당류로서는 아가로오스, 아가로펙틴, 아밀로오스, 아밀로펙틴, 아라비난, 이소리케난, 카드란, 한천, 카라게

난, 겔란검, 니게란, 라미나란 등과 같은, 가열하면 물에 용해되고 냉각하면 겔화하는 천연 다당류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은 발포체로 성형되지만, 성형의 방법이 전술한 방법으로 한정되는 것

은 아니다.

그런데,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에는, 아미드결합에 관여하지 않았던 에스테르화 다당류에 유래하는 미반응 에스테

르기 및 폴리아민에 유래하는 미반응 α-아미노기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수팽윤성 고분자 겔의 기능화 및 흡수성 향상

의 관점에서, 에스테르화 다당류와 폴리아민을 반응시켜 수팽윤성 고분자 겔을 형성시킨 후에, 에스테르기 또는 α-아미노

기와 반응하는 화합물을 이 수팽윤성 고분자 겔에 함침시켜, 이 화합물과 미반응 에스테르기 또는 α-아미노기를 갖는 수팽

윤성 고분자 겔을 반응시킬 수도 있다.

수팽윤성 고분자 겔은, 그 α-아미노기가 각종 화합물에 대한 반응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실화, 알킬화, 이미노

(쉬프염기) 화, 환원알킬화 반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α-아미노기와 반응시킬 수 있는 화합물로는, 무수염산, 무수숙신산

등의 산무수물, 아세트알데히드, 글리옥실산 등의 알데히드류, 할로겐화알킬, 디메틸황산 등의 알킬화제를 예로 들 수 있

지만, 본 발명은 이러한 예시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수팽윤성 고분자 겔의 에스테르기와, 아미노기를 갖는 화합물을 반응시켜 아미드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아미노기를

갖는 화합물로는, 예를 들면 에탄올아민, 포스포릴에탄올아민, 타우린, 아미노산, 단백질, 올리고펩티드 등을 들 수 있다.

수팽윤성 고분자 겔과 아미노기를 갖는 화합물의 반응은 pH 가 7 이상인 알칼리성 조건 하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은, 그 자체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고, 수계 용매에 침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정한 다음 사

용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을 가열건조, 감압건조 또는 동결건조에 의해 일부 내지 전부의 수계

용매가 제거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수팽윤성 고분자 겔을 세정하는 것은, 그 내부에 유독한 첨가물 및 부생성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에 이들을 제거하기에 유

효한 수단이다.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을 건조시키는 방법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수팽윤성 고분자 겔의 용도 등에 따라 적절

히 선택하면 된다. 수팽윤성 고분자 겔은, 수혼화성 유기용매, 예를 들면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등의 알코올계 용매 및

아세톤용매 중에 수팽윤성 고분자 겔을 침지하고, 수팽윤성 고분자 겔에 포함되어 있는 수계 용매의 적어도 일부분을 이

수혼화성 유기용매와 치환한 후 건조시킬 수도 있다. 수팽윤성 고분자 겔을 건조시킬 때의 온도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목적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건조된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연화제로는, 예를 들면

글리세린, 에틸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소르비톨, 프로필렌글리콜, 폴리프로필렌글리콜 등의 다가 알코올, 디메틸술

폭시드, 물 등을 들 수 있다. 연화제는, 겔화 되기 전의 용액에 첨가하거나, 겔화 후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 내부에 함침시키

거나, 또는 수팽윤성 고분자 겔을 건조시킨 후에 부여함으로써, 수팽윤성 고분자 겔 중에 함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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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연화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부가하여,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 발포체를 유연화시키는 방법으로, 수팽윤

성 고분자 겔 발포체를 압축하여 비교적 얇은 시트상으로 하는 방법도 들 수 있다. 이렇게 수팽윤성 고분자 겔 발포체를 압

축한 경우에는, 수팽윤성 고분자 겔 발포체의 삼차원적인 지지구조가 부분적으로 붕괴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얻어지는 것

으로 생각된다. 압축은, 프레스기, 롤러 등을 사용하려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그 스페이서 및 갭 등을 조정함으로써 수팽윤

성 고분자 겔 발포체의 두께를 제어할 수도 있다. 압축 후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 발포체의 두께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의 용도 등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면 된다.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은, 높은 겔 강도와 흡수성을 겸비한 하이드로 겔 재료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

분자 겔은, 예를 들면 공업, 농업, 식품, 의료 등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흡수성, 안전성 및 기계적

특성의 관점에서,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은, 특히 의료용 재료에 바람직하게 응용할 수 있다.

의료용 재료로는, 예를 들면 창상피복재료, 유착 (癒着) 방지재료, 투석막, 지혈재, 접착재, 밀봉제, 콘택트렌즈, 조직재생

재료, 세포외 매트릭스, 마이크로캡슐소재, 약물전달 시스템 (DDS)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의료용 재료는, 생리활성물질

(예를 들어, 헤파린, 델마탄황산, 헤파란황산, 사이토카인, 항염증제, 성장인자류, 효소류 등), 항균제, 생체세포 등을 포함

하고 있어도 된다.

창상피복재를 외상, 열상, 궤양 등의 창상의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을 창상부위에 부착

함으로써 창상부위로부터의 삼출액 중의 치유촉진인자를 양호하게 유지하여 치유할 수 있다. 창상부위로부터의 삼출액량

이 비교적 많은 경우에는 피부결손부에의 충전, 잉여삼출액의 흡수, 유지 및 드레나지를 실시하기 위해서 수팽윤성 고분자

겔 발포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에는, 창상치유의 촉진, 세포감염의 방지 등의 목적으로 소독제, 항생제, 항균제, 증식인자

[예를 들어, 섬유 아세포 증식인자 (FGF), 상피세포 성장인자 (EGF) 등], 구조단백질 (예를 들어, 피브린, 콜라겐 등), 각

종 아미노산, 비타민류의 1 종 이상이 함유되어 있어도 되며, 또는 결합하고 있어도 된다.

이상의 용도로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 발포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일부분의 수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조된 발포체를 압축처리에 의해 유연화시킨 경우에는 상기 발포체를 용이하게 창상을 따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연화제 등의 용출성이 있는 저분자 화합물을 반드시 상기 발포체에 함유시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생체

본래의 상태에 가까운 창상의 습윤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치유를 저해할 우려가 작다.

또한, 삼출액량이 비교적 적은 창상에 대해서는 물을 함유한 수팽윤성 고분자 겔 또는 건조된 막상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

을 그 환부에 부착해도 되며, 또는 그 환부에서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 또는 그 발포체를 형성시켜도 된다.

유착방지재는 외과수술시에 수술자국의 유착을 방지하고, 회복을 빠르게 하는 재료이다.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은,

이 같은 유착방지재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팽윤성 고분자 겔을 유착을 방지시켜야 하는 장소 (복벽 또는 복강

내장기) 에 부착하거나 또는 그 장소 (in situ) 에서 형성시켜, 그 개소를 피복, 보호함으로써 유착을 방지할 수 있다. 수팽

윤성 고분자 겔은 예를 들어 필름, 피막, 발포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장소 (in situ) 에서 수팽윤성 고분자 겔을

형성시키는 경우에는 수팽윤성 고분자 겔을 액상으로 공급함으로써, 그 피막을 용이하게 형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방법은, 내시경 하에서의 수술 등에서 특히 유용하다.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은, 또 조직재생재료, 즉, 피부, 점막, 뼈, 연골, 혈관, 판막(弁), 신경이나 각막 등을 재생하기

위한 세포외 매트릭스로서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수팽윤성 고분자 겔에는 세포증식인자 (예를 들어, FGF, BMP 등) 구

조단백질 (예를 들어, 피브린, 콜라겐 등), 세포접착성 리겐드 (예를 들어, RGD 펩티드 등), 생체세포 (예를 들어, 간세포,

섬유 아세포, 골 아세포, 연골세포, 간세포 등) 가 함유되어 있거나, 또는 결합되어 있어도 된다. 수팽윤성 고분자 겔을 조

직재생재료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팽윤성 고분자 겔은 조직을 재생하는 장소에 부착하거나 또는 그 장소 (in situ) 에서

형성할 수도 있다. 또한, 결손된 생체조직은 결손부위에의 섬유성조직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다면, 자연히 치유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을 섬유성조직의 침입을 방지하는 배리어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을 유착방지재료, 지혈재, 접착재, 밀봉제, 조직재생재료 등의 체내에 삽입되는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팽윤성 고분자 겔은 각 기능을 발휘한 후에 빠르게 생분해하여 흡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에 사용되고 있는 에스테르화 다당류는 생체 내에서 저분자량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스테르화 다당류로서는 예를 들어, 에스테르화 알긴산, 에스테르화 히알루론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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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로 이루어진 의료용 재료는 멸균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멸균방법에는

특별히 한정이 없으며, 그 의료용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면 된다. 이러한 멸균으로서는 예를 들어 오토클레

이브 멸균 (예를 들어, 121 ℃, 20 분간), 에틸렌옥사이드 가스멸균, γ선멸균, 전자선멸균 등을 들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은 에스테르화 다당류와 폴리아민을 반응시킴으로써 얻는 것이기 때

문에 중성부근의 수계용매 중에서도 효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그 원료화합물로서 천연에서 유래된 성분이 사용되

고 있기 때문에, 생분해성이나 안정성이 우수하며, 또한 겔화시간, 흡수성 및 겔 강도 등의 특성의 조정 등이 용이하다. 이

것은 폴리아민의 α-아미노기의 염기성이 종래기술에서의 리신의 ε-아미노기나 알킬아민과 비교해서 매우 낮다는 것에 기

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낮은 pH 조건 하에서도, α-아미노기의 경우에서는 가교로 관여할 수 있는 유리된 아

민기 농도가 ε-아미노기나 알킬아민과 비교해서 높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실시예)

이어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근거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하나,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각 실시예 및 비교예에서 팽윤도, 점도 및 겔 강도는 이하의 방법에 따라 측정했다.

A. 팽윤도

수팽윤성 고분자 겔의 팽윤도는 식 :

[팽윤도] = [Wg1 (수팽윤 겔)-Wg2 (건조 겔)]/Wg2 (건조 겔)

(식중, Wg1 (수팽윤 겔) 은 건조 고분자 겔 또는 수계용매를 함유하는 고분자 겔을 4 시간 이상 물 또는 생리적 식염수에

침지한 후의 중량, Wg2 (건조 겔) 는 건조한 고분자 겔의 중량을 나타냄) 에 따라 구한다.

B. 점도

점도는 브룩필드형 점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점도의 단위는 mPa·s 이고, 점도는 1 중량% 수용액, 20℃의 조건 하에서

의 값이다.

C. 겔 강도

폭 1 ㎝, 길이 2 ㎝ 의 메쉬 [어드밴테크, 메쉬시트 (MESH SHEETS, 76 ㎜)] 2 장을 1 ㎝ ×1 ㎝ 의 불소수지제 플레이트

상에 약 1㎜ 의 간격을 형성해 둔다. 겔의 원료용액 0.3 mL 을 플레이트 전체에 넓게 펴고, 이하의 실시예 또는 비교예의

방법에 의해 겔을 생성시킨다. 불소수지제 플레이트를 벗겨내고, 오토그래프 [(주) 시마즈세이사쿠쇼 제조, 상품명 : EZ-

test] 의 지그에 메쉬부분을 끼우고, 파단될 때까지의 최대응력 (파단강도) 을 측정하고, 이것을 겔 강도로 한다.

실시예 1 [PAG-ε-폴리리신 겔의 제조]

2 중량% PGA [와코쥰야쿠고오교 (주) 제조, 점도 : 100 mPa·s] 수용액 30 g 에 10 중량%의 ε-폴리리신 수용액 [짓소

(주) 제조] 2.4 mL 을 첨가하여 잘 혼합한다.

얻어진 혼합용액을 시료병에 넣은 채로 실온에서 가만히 놓아두고 서서히 용액 전체를 겔화 시킨다. 이 때, 겔화 시간

(PGA 수용액과 ε-폴리리신 수용액을 혼합한 때부터 혼합용액이 시료병을 기울여도 흘러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까지의 시

간) 을 조사한 결과, 약 9 분간이었다.

이어서, 생성된 겔을 16 시간 실온에서 방치한 후, 이온교환수 300 mL 에 24 시간 침지한 결과, 팽윤도가 5.2 인 투명한

고분자 겔이 얻어졌다.

실시예 2 ∼ 4 [흡수성이 제어된 PGA-ε-폴리리신 겔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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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2 중량% PGA [와코쥰야쿠고오교 (주) 제조, 점도 100 mPa·s] 수용액 30 g 에 10 중량% 의

ε-폴리리신 수용액 [짓소 (주) 제조] 4.8 mL, 0.8 mL 또는 0.4 mL 을 첨가하여 잘 혼합한다.

얻어진 혼합용액을 시료병에 넣은 채로 실온에서 가만히 놓아두고 서서히 용액 전체를 겔화시킨다. 이 때, 겔화 시간을 실

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그 결과를 표 1 에 나타낸다.

이어서, 생성된 겔을 16 시간 실온에서 방치한 후, 이온교환수 300 mL 에 24 시간 침지한 결과, 물에서 팽윤한 고분자 겔

이 얻어졌다. 얻어진 고분자 겔의 팽윤도를 표 1 에 나타낸다.

[표 1]

실시예 2중량%PGA수용액량 (g)
10중량%ε-폴리리신 수용

액량 (mL)
겔화시간 (분) 팽윤도

1 30 2.4 약 9  5.2

2 30 4.8 약 5  2.8

3 30 0.8 약30 98.1

4 30 0.4 약60 522.4

표 1 에 나타낸 결과로부터 ε-폴리리신의 첨가량을 조정함으로써, 겔화시간 및 팽윤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시예 5 ∼ 8 [PGA-ε-폴리리신 겔의 제조]

아세트산으로 pH 를 7.5, 8.0, 8.5 또는 9.0 으로 조정한 10 중량% 의 ε-폴리리신 수용액을 제조한다.

이어서, 2 중량% PGA [후나코시 (주) 제조, 점도 : 100 ∼ 150 mPa·s] 수용액 10 g 에 먼저 미리 제조해 둔 각 pH 의 ε-

폴리리신 수용액을 각각 1 mL 씩 첨가하여 잘 혼합한다.

얻어진 혼합용액을 시료병에 넣은 채로 실온에서 가만히 놓아두고, 서서히 용액 전체를 겔화시킨다. 이 때에 겔화 시간을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그 결과를 표 2 에 나타낸다.

이어서, 생성된 겔을 5 시간 실온에서 방치한 후, 이온교환수 300 mL 에 24 시간 침지한 결과, 물로 팽윤한 투명성이 높은

고분자 겔이 얻어졌다. 얻어진 고분자 겔의 팽윤도를 표 2 에 나타낸다.

[표 2]

실시예
2중량%PGA

용액량 (g)

10중량%ε-폴리리신 수용액
겔화 시간 (분) 팽윤도

액량 (mL) pH

5 10 1 7.5 약 70 119.4

6 10 1 8.0 약 22 59.1

7 10 1 8.5 약 15 33.7

8 10 1 9.0 약 9 16.1

표 2 에 나타낸 결과로부터 ε-폴리리신 수용액의 pH 를 조정함으로써, 겔화 시간 및 팽윤도를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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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9 [PGA-ε-폴리리신 겔의 제조]

2 중량% PGA [키분후드케미파 (주) 제조, 점도 : 약 200 mPa·s] 수용액 50 g 에, 아세트산으로 pH 를 7.5 로 조정한 24

중량% 의 ε-폴리리신수용액 [짓소 (주) 제조) 0.22 ㎖ 를 첨가한다 (α-아미노기의 양은 0.5 m㏖).

얻어진 혼합용액을 5 시간 실온에서 방치한 후, 겔 강도를 측정한 결과, 13.7 mN 이었다. 또한 생성된 겔을 이온교환수

300 ㎖ 에 24 시간 침지한 결과, 팽윤도 142.9 의 형상이 유지된 히드로 겔이 얻어졌다.

비교예 1 [알긴산-부탄디올디글리시딜에테르 겔의 제조]

알긴산 [키미쯔 (君津) 가가꾸고오교 (주) 제조, 점도 : 약 500 mPa·s] 2.5 g 을 0.5 %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9 ㎖ 중에

16 시간에 걸쳐 용해시킨다. 이것에 1,4-부탄디올디글리시딜에테르 0.95 ㎖ 를 첨가하여 혼합하고, 그 혼합용액을 50 ℃

에서 2 시간 유지하여 경화시킨다. 그 후, 2 시간 이온교환수 중에서 세정하고, 얻어진 겔의 겔 강도를 측정한 0 mN 이었

다. 얻어진 겔을 이온교환수에 침지한 결과, 그 형상을 전혀 유지할 수 없었다.

비교예 2 [PGA-젤라틴 겔의 제조]

0.1 M 인산 버퍼로 pH 를 7.5 로 조정한 6 중량% 젤라틴 [와꼬쥰야꾸고오교 (주) 제조, 소뼈 유래] 수용액을 제조한다.

이어서, 3 중량% PGA [키분후드케미파 (주) 제조, 점도 : 약 80 mPa·s] 수용액 10 g 에, 앞서 미리 제조해 놓은 젤라틴 수

용액 10 ㎖ 를 첨가하여 잘 혼합한다. 그 혼합용액을 5 시간 경화시킨 후, 얻어진 겔의 겔 강도를 측정한 결과, 0 mN 이었

다. 이 겔을 이온교환수에 침지한 결과 그 형상을 전혀 유지할 수 없었다.

비교예 3 [PGA-폴리에틸렌이민 겔의 제조]

아세트산으로 pH 를 7.5 로 조정한 18 중량% 의 폴리에틸렌이민 수용액 (알드리치사 제조, 분자량 약 75000) 수용액을 제

조한다.

이어서, 2 중량% PGA [키분후드케미파 (주) 제조, 점도 : 약 200 mPa·s] 수용액 50 g 에, 앞서 미리 제조해 놓은 폴리에

틸렌이민 수용액 0.1 ㎖ (아미노기의 양은 0.5 m㏖) 를 첨가한 결과 백탁하였다. 그 혼합용액을 5 시간 실온에서 방치한

후에 생성된 겔의 겔 강도를 측정한 결과 6.9 mN 이었다. 이 겔을 이온교환수에 침지한 결과 그 형상을 전혀 유지할 수 없

었다.

실시예 9 및 비교예 1 내지 3 의 겔 강도 (5 시간 경화후의 겔 강도) 및 팽윤도 (5 시간 경화 후, 실온에서 24 시간 이온교환

수에 침지한 후의 팽윤도) 의 측정결과를 표 3 에 나타낸다.

[표 3]

실시예 히드로 겔 겔강도 (mN) 팽윤도

9 PGA-ε-폴리리신 13.7 142.9

비교예 1 PGA-BDDE*1 0 측정불가 (용해)

비교예 2 PGA-젤라틴 0 측정불가 (용해)

비교예 3 PGA-폴리에틸렌이민 6.9 측정불가 (용해)

(주) *1 : 1,4-부탄디올디글리시딜에테르

표 3 의 결과를 통해 실시예 9 에서 얻어진 수팽윤성 고분자 겔은 함수 상태에서도 종래기술인 비교예 1 내지 3 에서 얻어

진 겔과 대비하여 높은 겔 강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실시예 10 [PGA-ε-폴리리신 겔 필름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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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량% PGA [키분후드케미파 (주) 제조, 점도 : 약 200 mPa·s] 수용액 50 g 에, 아세트산으로 pH 를 9.5 로 조정한 24

중량% 의 ε-폴리리신 수용액 [짓소 (주) 제조] 을 첨가하여 잘 혼합한다. 얻어진 혼합용액 30 g 을 10 ㎝ ×10 ㎝ 의 불소

수지제 트레이에 흘려 5 시간 경화시킨다. 그 후, 이 트레이를 70 ℃ 로 설정한 건조기에서 4 시간 건조시켜 필름을 얻는

다.

얻어진 건조 겔 필름을 생리식염수 [오오츠카세이야꾸 (주) 제조] 에 4 시간 침지시킨 결과, 팽윤도는 34.6, 겔 강도는

186.3 mN 이었다.

비교예 4 [PGA-젤라틴 겔 필름의 제조]

인산완충액으로 pH 를 9.5 로 한 6 중량% 젤라틴 [와꼬쥰야꾸고오교 (주) 제조, 소뼈 유래] 수용액을 제조한다.

이어서, 3 중량% PGA [키분후드케미파 (주) 제조, 점도 : 약 80 mPa·s] 수용액 10 g 에, 앞서 미리 제조해 놓은 젤라틴 수

용액 2.5 ㎖ 를 첨가하여 잘 혼합한다. 얻어진 혼합용액을 실온에서 정치한 결과, 투명하고 부드러운 겔이 얻어졌다. 이 용

액 30 g 을 10 ㎝ ×10 ㎝ 의 불소수지제 트레이에 흘려, 70 ℃ 로 설정한 건조기에 의해 4 시간 건조시킨다. 얻어진 필름

0.3 g 을 5 중량% 수산화칼륨 수용액 10 ㎖ 에 15 초 동안 침지한 후 이온교환수로 세정한다. 그 후, 이 필름을 70 ℃ 에서

2 시간 건조시켜 PGA-젤라틴 필름을 얻는다. 얻어진 건조 겔 필름을 생리식염수에 4 시간 침지시킨 결과, 팽윤도는 6.0,

겔 강도는 120.6 mN 이었다.

비교예 5 [PGA-폴리에틸렌이민 겔 필름의 제조]

아세트산으로 pH 를 7.5 로 조정한 19 중량% 의 폴리에틸렌이민 (알드리치사 제조, 분자량 약 75000) 수용액을 제조한다.

다음으로, 2 중량% PGA [키분후드케미파 (주) 제조, 점도 : 약 200 mPaㆍs] 수용액 50 g 에 먼저 제조해 둔 폴리에틸렌

이민 수용액 (아미노기의 양은 0.5 mmol) 0.09 mL 를 첨가한 결과 백탁하였다. 이 용액 30 g 을 10 ㎝ ×10 ㎝ 의 불소수

지제 트레이에 흘려, 70 ℃ 로 설정한 건조기에서 2 시간 건조하였다. 얻어진 필름 0.3 g 을 5 중량% 수산화칼륨 수용액

100 mL 에 15 초간 침지하고, 이어서 이온교환수로 세정하였다. 그 후, 70 ℃ 에서 2 시간 건조하여 PGA-폴리에틸렌이민

겔 필름을 얻었다. 얻어진 건조 겔 필름을 생리적 식염수 [오오츠카세이야꾸 (주) 제조] 에 4 시간 침지한 결과, 팽윤도는

5.7, 겔 강도는 36.3 mN 이었다.

실시예 10 및 비교예 4 ∼ 5 에서 얻어진 겔의 겔 강도 (생리식염수에 37 ℃ 에서 4 시간 침지한 후의 겔 강도) 및 팽윤도

(생리식염수에 37 ℃ 에서 4 시간 침지한 후의 팽윤도) 의 측정결과를 표 4 에 나타낸다.

[표 4]

실시예 필름 팽윤도 파단강도 (mN)

10 PGA-ε-폴리리신 34.6 186.3

비교예 4 PGA-젤라틴 6.0 120.6

비교예 5 PGA-폴리에틸렌이민 5.7 36.3

표 4 에 나타난 결과로부터, 실시예 10 에서 얻어진 수팽윤성 고분자 겔은 비교예 4 ∼ 5 에서 얻어진 종래의 겔 필름과 대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팽윤도를 가지면서, 높은 겔 강도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시예 11 [κ-카라게난을 혼합한 PGA-ε-폴리리신 겔 필름의 제조]

κ-카라게난 [와꼬쥰야꾸고오교 (주) 제조] 2 g 을 이온교환수 98 g 에 60 ℃ 에서 용해하고, 2 중량%의 κ-카라게난 수용

액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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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 중량% PGA [후나코시 (주) 제조, 점도 : 100 ∼ 150 mPaㆍs] 수용액 20 g 을, 먼저 미리 제조해 둔 κ-카라

게난 수용액과 60 ℃ 에서 혼합하였다. 그 후, 얻어진 혼합용액에 26.9 중량%의 ε-폴리리신 수용액 [짓소 (주) 제조] 0.1

mL 를 첨가하고, 얻어진 혼합용액 25 g 을 10 ㎝ ×10 ㎝ 의 불소수지제 트레이에 흘려, 2 시간 실온에서 경화시켰다. 다음

으로, 70 ℃ 로 온도 조절한 건조기에서 2 시간 건조하고, 건조 겔 필름을 얻었다. 얻어진 건조 겔 필름을 생리식염수에 24

시간 침지한 결과, 흡수하여 팽윤도는 21.3 이 되었다.

실시예 12 [PGA-ε-폴리리신 겔 필름의 제조]

2 중량% PGA [후나코시 (주) 제조, 점도 : 100 ∼ 150 mPaㆍs] 수용액 30 g 에 26.9 중량%의 ε-폴리리신 수용액 [짓소

(주) 제조] 0.3 mL 를 첨가하고, 얻어진 혼합용액 25 g 을 10 ㎝ ×10 ㎝ 의 불소수지제 트레이에 흘려, 2 시간 실온에서

경화시켰다. 얻어진 겔을 무수 아세트산 [칸토가가꾸 (주) 제조] 1.5 mL 를 함유하는 50 % 에탄올 수용액 50 mL 에 2 시

간 침지하였다. 이 겔을 이온교환수로 철저하게 세정하고, 70 ℃ 로 온도 조절된 건조기에서 2 시간 건조하고, 건조 겔 필

름을 얻었다. 얻어진 건조 겔 필름을 생리식염수에 24 시간 침지한 결과, 흡수하여 팽윤도는 16.3 이 되었다.

실시예 13 [PGA-ε-폴리리신 겔 발포체의 제조]

1.5 중량% PGA [와꼬쥰야꾸고오교 (주) 제조, 점도 : 80 ∼ 120 mPaㆍs] 수용액 100 g 을 비터 (키친에이드믹서) 에 의

해 10 분간 정도 공기를 혼입시키면서 교반하여 발포시켰다. 얻어진 발포용액에 26.9 중량%의 ε-폴리리신 수용액 [짓소

(주) 제조] 1 mL 를 첨가하고, 추가로 비터로 5 분간 정도 교반하였다. 이 시점에서의 용액의 밀도는 0.29 g/㎤ 이었다.

다음으로, 얻어진 발포용액 30 g 을 10 ㎝ ×10 ㎝ 의 불소수지 피복 트레이에 넣고, 2 시간 실온에서 방치하였다. 생성된

발포 함수 겔을 70 ℃ 에서 3 시간 건조하고, 10 ㎝ ×10 ㎝ ×0.7 ㎝ 의 스폰지상의 유연한 발포체를 얻었다.

흡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얻어진 건조 발포체를 생리적 식염수를 충분히 포함시킨 폴리우레탄 스폰지상에 놓고, 37 ℃ 의

항온조 중에 정치하여 흡수시킨 결과, 24 시간후의 팽윤도는 약 38 이 되었다. 또한, 25 kGy 의 γ선 조사에 의해 멸균된 건

조 발포체의 흡수성을 평가한 결과, 24 시간후의 팽윤도는 약 25 가 되었다. γ선 조사된 발포체는 흡수해도 그 형상을 충분

히 유지하고 있고, 붕괴 또는 용해 등은 관측되지 않았다.

실시예 14 [PGA-ε-폴리리신 겔 발포체의 제조]

2 중량% PGA [와꼬쥰야쿠고오교 (주) 제조, 점도 : 80 ∼ 120 mPaㆍs] 수용액 100 g 을 비터에 의해 10 분 정도 공기를

혼입시키면서 교반하여 발포시켰다. 이 발포용액에 26.9 중량%의 ε-폴리리신 수용액 [짓소 (주) 제조] 0.5 mL 를 첨가하

고, 추가로 비터로 5 분간 정도 교반하였다. 이 시점에서의 용액의 밀도는 0.31 g/㎤ 이었다.

다음으로, 얻어진 발포용액 30 g 을 10 ㎝ ×10 ㎝ 의 불소수지 피복 트레이에 넣고, 2 시간 실온에서 방치하였다. 생성된

발포 함수 겔을 70 ℃ 에서 3 시간 건조하고, 10 ㎝ ×10 ㎝ ×0.7 ㎝ 의 스폰지상의 유연한 발포체를 얻었다.

흡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예 13 과 동일하게 하여 37 ℃ 에서 생리적 식염수를 흡수시킨 결과, 24 시간후의 팽윤도는

약 45 가 되었다. 또한, 25 kGy 의 γ선 조사에 의해 멸균된 건조 발포체의 흡수성을 평가한 결과, 24 시간후의 팽윤도는

38 이 되었다. 스폰지는 흡수해도 그 형상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고, 붕괴 또는 용해 등은 관측되지 않았다.

비교예 6 [PGA-폴리에틸렌이민 겔 발포체의 제조]

아세트산으로 pH 를 7.5 로 조정한 19 중량% 의 폴리에틸렌이민 (알드리치사 제조, 분자량 : 약 75000) 수용액을 제조하

였다.

한편, 2 중량% PGA (키분후드케미파 (주) 제조, 점도 : 약 200 mPa·s) 수용액 500 g 을 비터로 10 분 정도 공기를 혼입시

키면서 교반하여 발포시켰다. 이 발포용액에 앞서 미리 제조해 둔 폴리에틸렌이민 수용액 0.9 mL 를 첨가하였더니, 발포

용액이 급격히 수축하여 용액의 밀도는 0.67 g/㎤ 이 되었다. 이 용액 30 g 을 10 ㎝ ×10 ㎝ 의 불소수지체 트레이에 흘려

70 ℃ 로 설정한 건조기로 2 시간 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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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득된 건조 겔 0.5 g 을 5 중량% 수산화칼륨 수용액 100 mL 에 15 초간 침지하고 그 후 이온교환수로 세정하였다. 이 겔

을 70 ℃ 에서 2 시간 건조하였으나, 수득된 것은 10 ㎝ ×10 ㎝ ×0.3 ㎝ 의 부피가 크지 않고 단단한 필름상이었다. 수득

된 건조 겔에 실시예 13 과 동일하게 하여 37 ℃ 에서 생리적 식염수를 흡수시킨 결과, 팽윤도는 4.3 이 되어 거의 흡수하

지 않았다.

비교예 7 [칼슘 이온에 의해 가교된 알긴산 겔 발포체의 제조]

2 중량% 알긴산 나트륨 수용액 (와코쥰야쿠고오교 (주) 제조, 점도 : 500 ∼ 600 mPa·s) 100 g 에 계면활성제 (나카라이

(주) 제조, 상품명 : 트리톤 X-100) 0.1 mL 를 가하여 비터로 교반하였다. 교반후의 밀도는 0.29 g/㎤ 이었다.

다음으로, 발포용액 30 g 을 10 ㎝ ×10 ㎝ 의 불소수지제 트레이에 넣어 5 중량% 염화칼슘 수용액 100 mL 에 12 시간 침

지하여 경화시켰다. 수득한 스폰지상 겔을 70 ℃ 로 온도 조정한 건조기로 2 시간 건조시킨 결과, 6 ㎝ ×6 ㎝ ×0.5 ㎝ 정

도로 수축하여 단단해진 스폰지를 얻었다. 이 스폰지에 실시예 13 과 동일하게 하여 37 ℃ 에서 생리적 식염수를 흡수시킨

결과, 팽윤도는 0.7 이었다. 또한, 25 kGy 의 γ선 조사에 의해 멸균된 건조 발포체의 흡수성을 평가한 결과, 24 시간 후의

팽윤도는 1.5 이었다.

비교예 8 [칼슘 이온에 의해 가교된 알긴산 겔 발포체의 제조]

알긴산 나트륨 (와코쥰야쿠고오교 (주) 제조, 점도 : 100 ∼ 150 mPa·s) 3.8 g 및 탄산나트륨 1.9 g 을 이온교환수 84 g

에 완전하게 용해하여 이 용액에 탄산칼슘 0.5 g 을 첨가하여 충분히 교반하였다.

한편, 알긴산 나트륨 (와코쥰야쿠고오교 (주) 제조, 점도 : 100 ∼ 150 mPa·s) 3.8 g 을 이온교환수 80 g 에 완전하게 용해

시킨 후 아세트산 3.6 g 을 첨가하여 충분히 교반한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한 2 개의 알긴산 나트륨 용액을 20 g 씩 혼합하였더니, 급격하게 발포하였다. 다음으로, 이 발포용액을 10 ㎝

×10 ㎝ 의 불소수지제 트레이에 넣어 실온에서 0.5 시간 경화시킨 후, 70 ℃ 로 온도 조절한 건조기로 2 시간 건조하였다.

그 결과, 10 ㎝ ×10 ㎝ ×0.2 ㎝ 의 부피가 크지 않고 단단한 필름이 얻어졌다. 수득된 필름에 실시예 13 과 동일하게 하여

37 ℃ 에서 생리적 식염수에 흡수시킨 결과, 3 시간 후에는 필름이 용해되고 그 형상이 유지되지 않았다.

실시예 15 [PGA-ε-폴리리신 겔 발포체의 제조]

2.5 중량% PGA (키분후드케미파 (주) 제조, 점도 : 약 200 mPa·s) 수용액 500 g 에 염화나트륨 2.5 g 을 첨가하여 용해시

킨 후, 얻은 용액을 40 ℃ 까지 승온하였다. 비터 (키친에이드 믹서) 로 5 분간 정도 공기를 혼입시키면서 교반하여 발포시

켰다.

수득된 발포용액에 25 중량% 의 ε-폴리리신 수용액 (짓소 (주) 제조) 1.95 mL 를 첨가하고 다시 비터로 1 분간 정도 교반

하였다. 이 시점에서의 용액의 밀도는 0.35 g/㎤ 이었다. 다음으로, 이 발포용액 30 g 을 10 ㎝ ×10 ㎝ 의 불소수지 피복

트레이에 넣어 1 시간 실온에서 방치하였다. 생성된 발포 함수겔을 70 ℃ 에서 4 시간 건조하여 10 ㎝ ×10 ㎝ ×0.8 ㎝ 의

스폰지상의 발포체를 얻었다. 수득한 발포체를 0.5 ㎝ 의 스페이서를 끼운 프레스기로 압축하여 유연한 압축 발포 시트를

얻었다.

수득된 압축 발포 시트의 흡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압축 발포 시트에 실시예 13 과 동일하게 하여 37 ℃ 에서 생리적

식염수를 흡수시킨 결과, 팽윤도는 약 38 이었다. 또한, 에틸렌옥사이드 가스에 의하여 멸균된 건조 발포체의 흡수성을 평

가한 결과, 24 시간 후의 팽윤도는 약 35 이었다. 발포체는, 흡수되어도 그 형상은 충분히 유지되고, 붕과 또는 용해 등은

관측되지 않았다.

시험예 1

일본 흰색 집토끼 (약 3.5 ㎏) 의 귀에 직경 6 ㎜ 의 피부 결손창을 각각 2 개 만들었다. 이 때, 연골막까지의 조직은 완전히

제거하였다. 상기 결손창에 한 변이 약 2 ㎝ 인 실시예 14 에서 얻은 발포체, 대조품으로서 비교예 7 의 발포체를 붙여 양

자 모두 폴리우레탄 필름 (존슨 앤 존슨 제조, 상품명 : 바이오 클루시브) 으로 전체를 커버하여 필름을 봉합 고정하였다.

항온 하에서 충분한 양의 물과 먹이를 주어 사육한 후, 붙인 지 7 일째에 토끼를 도살하여 창부를 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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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부의 조직을 고정 염색 후에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더니, 실시예 14 에서 얻은 발포체를 붙인 지점에서는 상피간 거리가

1.8 ㎜ 이었다. 이에 대하여 비교예 7 에서 얻어진 발포체의 상피간 거리는 3 ㎜ 정도이었다.

또한, 실시예 14 에서 얻은 발포체를 붙인 상처에서는 조직 내부에 이물질의 존재, 이물 반응은 현저하지 않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의 제조법에 의하면, 고분자 겔을 저렴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은 중성 부근의 수계 용액 중에서도 효율적으로 형성되고, 천연에서 유래하는 성분이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높다. 게다가, 본 발명의 수팽윤성 고분자 겔은 흡수성, 기계적 강도 등의 물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공업, 농업, 식품, 의약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072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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