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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의 중합 반응 이전에 생체 적합성 무기 미세 또는 극미세 입자를 단량체와 균일하게 혼
합/분산시킨 후, 중합함으로써 기계적 강도가 현저히 증가된 고강도 뼈 고정용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의 
제조 방법 및 그에 의해 제조된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고강도 뼈 고정용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는 중량 평균 분자량이 50,000이상인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단량체에 칼슘-인 화합물 또는 칼슘-알루미네이트 화합물의 무기 미세 입자를 0.5 내지 60중량% 혼합
하여 분산시킨 후 중합하고 성형하여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무기 미세 입자에 의한 상승적 보강 효과를 증대시켜 고강도 뼈 고정용 소재를 제조할 수 있으며, 생
체 적합성 미세 입자를 사용함으로써 장기적인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색인어
생분해성 고분자, 폴리락티드, 무기 미세 입자, 고강도, 성형, 고상압출

명세서

 - 1 -



공개특허 특2002-0083888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강도 뼈 고정용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의 제조 방법 및 그에 의해 제조된 생분해성 유기 고
분자/무기 복합 소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의 중합 반응 이전에 생체 적합성 미세 또
는 극미세 무기 입자를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 단량체와 균일하게 혼합/분산시킨 후, 중합함으로써 기계적 강도가 현저
히 증가된 고강도 뼈 고정용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의 제조 방법 및 그에 의해 제조된 생분해성 유기 고
분자/무기 복합 소재에 관한 것이다.
    

    
임플란트(implant) 소재는 안면, 두개골 또는 인체 여러 부위의 뼈조직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위한 것으로 크게 세 
종류 즉, 금속성 소재, 세라믹 소재 및 유기 고분자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금속성 
소재는 인장과 압축 등 기계적으로 강하며 절삭, 주물 및 단순 변형 등 통상의 가공 방법을 동원하여 원하는 형태로 가
공이 가능하고 체내에서 화학적인 반응에 비교적 안정하다. 그러나 경질의 금속 지지체에 의하여 뼈조직에 가해지는 하
중이 감소함에 따라 새로이 성장되는 조직의 강고함이 결여되는 현상(stress-protection effect)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체내에 장기간 장착될 경우 부분적인 부식에 의해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세라믹 소재는 뼈에 대한 친화성이 아주 높은 소재이지만 충격 강도가 낮고, 임플란트로서 제조된 후의 변형
이 불가능하여 수술 현장에서의 형태 변형과 치료 기간 중의 뼈 회복에 대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점이 큰 취약점으로 지
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기 고분자 소재는 뛰어난 충격강도, 높은 조직 친화성 및 가공의 용이성 등의 장점이 있어 다양한 생분해
성 소재들이 개발되어졌으며 대표적인 예로 폴리락티드(poly-[L-lactide]와 poly-[L/DL-lactide]; PLA), 폴리글
리콜리드(polyglycolide; PGA), 폴리카프로락톤(polycaprolacton;PCL), 폴리디옥사논(polydioxanone)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소재는 뼈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견고성 부족이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생분해성 고분자 소재의 이러한 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강화법(self-reinforcing)과 고상 압출법(
solid-state extrusion) 등이 알려져 있으나, 만족할 만한 강도를 갖지 못한 실정이다.

    
생분해성 고분자의 강도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미국 특허 제 4,781,183호에 폴리락티드와 강화제인 생
분해성 무기 세라믹 물질로서 히드록시아파타이트를 사용하여 폴리락티드의 용융 중합 마지막 단계에 히드록시아파타
이트 입자를 투입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고분자와 생분해성 무기 세라믹 물질을 용융 블렌딩, 혼
합 및 용액 상태로 혼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복합 재료를 제조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기 방법들은 생
분해성 고분자들이 용융 또는 용액 상태에서 급격한 분자량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어 원하는 수준의 기계적 강도를 얻을 
수가 없다. 더더욱 세라믹 등 무기 입자의 혼합에 의한 보강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입자의 고분자 내에서의 분산 정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와 같은 단순한 혼합으로는 고분자의 점도에 의한 저항으로 높은 수준의 분산성을 얻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고된 이들 세라믹 소재와 유기 고분자를 결합하는 연구는 대부분 세라믹 입자와 생분해성 고분자의 
단순 혼합이나, 세라믹 섬유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섬유 강화 복합 재료 등으로 그 성과가 뼈 접합 소재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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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로서 미국특허 제 4,655,777호에 무기 세라믹 소재를 섬유상으로 제조하여 유기 고분자와의 라미네이트, 또
는 용액 코팅에 이은 적층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또한 공정 중의 분자량 감소를 피하기 어렵고 제조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포 등의 결함에 의하여 강도 개선에 현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이러한 섬유 강화 복합 재료들은 연
신 등 추가의 강도 개선 과정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 소재에 대한 
생체 적합성 미세 또는 극미세 무기입자의 분산성을 현저히 개선시킴으로써 고강도 생분해성 뼈 접합 소재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보강에 사용된 무기 입자를 생체 흡수성 및 생체 적합성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손상된 뼈조직의 
회복을 돕고 장기적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이상적인 뼈 접합 소재를 용이하게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고강도 생분해성 뼈 고정용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의 제조 방법은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의 중합 반응 이전에 평균 입경이 직경으로 2㎛이하의 생체 적합성 무기 미세 입자를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 
단량체와 혼합/분산시킨 후, 중합하여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물을 제조하는 단계 및 상기 생분해성 유기 고분
자/무기 복합물을 성형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는 폴리글리콜리드, 폴리락티드(poly[DL-lactide]), 폴리락티드(poly[L-lactide]), 폴리
카프로락톤, 폴리디옥사논, 폴리에스테르아미드, 폴리옥살레이트 공중합체(copoly-oxalate), 폴리카보네이트, 폴리글
루탐산과 폴리류신의 공중합체(poly[glutamic-co-leucine]) 및 블렌드 또는 상기 고분자들의 둘 이상을 혼합하여 
제조된 공중합체(copolymer)로 이루어진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그룹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상기 지방족 폴리에스테르는 중량 평균 분자량이 50,000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무기 미세 입자는 칼슘-인 화합물 또는 칼슘-알루미네이트 화합물인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칼슘-인 화합물은 
히드록시아파타이트(HA), 트리칼슘포스페이트(TCP), 칼슘메타포스페이트(CMP)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어
느 하나인 것이 좋다.

상기 무기 미세 입자의 함량은 단량체에 대해 0.5 내지 60중량%를 함유하는 것이 좋다.

상기 중합 단계에서 중합 방법은 분산 중합, 현탁 중합, 고상 벌크 중합 또는 용융 중합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의 방법으
로 진행하며, 분산 중합 또는 현탁 중합으로 중합하는 경우 알킬/아릴치환 실록산계 화합물 또는 장쇄포화탄화수소화합
물 중 선택된 어느 하나를 분산매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상기 성형 단계는 인젝션, 압축성형 또는 고상압출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성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상기 압축 성형 온도는 상기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가 폴리-L-락티드인 경우, 150 내지 240℃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상 압출은 정수압(hydrostatic pressure), 램 압출(ram extrusion) 또는 다이 연신(die drawing) 등 일련의 
방법으로 압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가 폴리-L-락티드인 경우, 상기 고상 압출 온도는 1
30 내지 150℃이고 연신비는 5 내지 12배로 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이하에서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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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의 중합 반응 이전에 평균 입경이 직경으로 2㎛이하의 생체 적합성 무기 미세 입자 일
정 함량을 단량체와 혼합/분산시켜 중합함으로써 무기 미세 입자가 고르게 분산되어 기계적 강도가 현저히 향상된 고중
합도/고강도의 고분자 복합물을 제조하고 이 후 일련의 제조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고성능 생분해성 뼈 접합 소재의 제
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는 폴리글리콜리드, 폴리락티드, 폴리카프로락톤, 폴리디옥사논, 폴리에스
테르아미드, 폴리옥살레이트 공중합체, 폴리카보네이트, 폴리글루탐산과 폴리류신의 공중합체 및 블렌드 또는 상기 고
분자들의 둘 이상을 혼합하여 제조된 공중합체 등의 지방족 폴리에스테르로서 중량 평균 분자량이 50,000이상인 것이 
사용될 수 있다.

    
무기 미세 입자는 이들 생분해성 고분자 소재의 강도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보강 소재로 사용되며, 본 발명에서는 특히 
생체흡수성 및 생체 적합성 소재로서 일반적으로 칼슘-인 화합물 또는 칼슘-알루미네이트 화합물이 사용될 수 있다. 
칼슘-인 화합물로 히드록시아파타이트, 트리칼슘포스페이트 또는 칼슘메타포스페이트 등이 대표적이며, 히드록시아파
타이트(HA)는 인체의 뼈와 화학적,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생체 친화성이 우수하며 이로 인해 임플란트에 대한 뼈
의 빠른 적응을 도와주며 임플란트 주위에 두꺼운 섬유 조직이 생기지 않게 하고 뼈와 임플란트의 결합을 단단하게 하
여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트리칼슘포스페이트(TCP)와 칼슘메타포스페이트(CMP)는 생체내 매립시 초기에는 생체 조직과 잘 결합하고 점
차 분해되어 소멸되는 생분해성 세라믹 재료이다.

이들과 함께, 칼슘알루미네이트(Ca-Al)도 칼슘과 알루미늄의 비율에 따라 다양한 결정 형태와 생체내 흡수 거동을 나
타내지만 대표적인 CaAl2 O4 는 체내 매립 1년 후 60%의 흡수율을 보여 임플란트 소재로서 유용한 특성을 지닌 재료이
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무기 미세 입자의 보강 효과를 최대한 높여 고강도의 뼈 고정용 소재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서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 내에 이들 무기 미세 입자의 분산성을 향상시켜 보강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
다.

무기 미세 입자가 나타내는 보강 효과는 보강 소재의 크기와 고분자 내에서의 분산성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 보강 소재
의 크기가 작을수록 즉, 밀리미터(㎜)＜마이크로미터(㎛)＜나노미터(㎚)의 단계로 그 보강 효과는 커지며 고분자 내의 
분산성이 클수록 보강 효과는 커진다. 반면, 소재의 고분자 내에서의 분산성은 입자가 작을수록 균일한 분산이 어려워
지며 혼합 시 고분자의 점도가 낮을 경우 분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보강에 사용된 무기 입자는 마이크로미터(㎛)의 미세 입자, 특히 평균 입경이 직경으로 2㎛이하
의 칼슘-인 화합물(Ca-P) 또는 칼슘-알루미네이트 화합물을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의 중합 반응 이전에 생분해성 유
기 고분자 단량체와 함께 투입 후, 중합함으로써 무기 입자의 분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때 혼합되는 무기 입자의 함량은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 단량체에 대해 0.5 내지 60중량%이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5 
내지 40중량%가 좋다. 무기 미세 입자의 함량이 0.5중량% 미만일 경우 보강효과가 미약하며, 60중량%를 넘는 경우 
보강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고 내충격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상기 무기 미세 입자인 무기 칼슘 화합물은 (1)용액 제조,(2)전구체의 합성, (3)열처리의 3단계로 제조될 수 있으며 
이는 당업자에 있어서 공지된 방법이다.

일례로 히드록시아파타이트는 질산칼슘 수용액과 인산암모늄 수용액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혼합 수용액으로부터 생성
된 미세 입자를 초음파로 분산시킨 후 건조 및 열처리를 거쳐 제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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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트리칼슘포스페이트 입자는 공지된 제조 방법으로 고순도 트리칼슘포스페이트를 얻을 수 있는 Salsbury and Dor
emus 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다. 질산칼슘 수용액에 암모니아수를 첨가하고 증류수로 희석하여 염기성의 수용액을 제조
하고, 인산암모늄 용액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다. 상기 제조된 질산칼슘 용액에 인산용액을 적가하여 원심분리, 세
척하여 백색의 슬러지 얻은 다음 묽은 황산 암모늄(ammonium sulfate)을 가하여 분산시킨 후 분무건조 및 열처리하
여 제조할 수 있다.
    

칼슘메타포스페이트는 인산 수용액에 탄산칼슘(CaCO3 )을 서서히 용해시킨 후, 1-피롤리돈 디치오카바메이트(1-py
rrolidone dithiocarbamate) 수용액을 투입하여 불순물을 침전시켜 제거한 용액을 분무 건조 및 열처리하여 제조할 
수 있다.

칼슘-알루미네이트는 칼슘과 알루미나의 원소비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상용되고 있으며 이를 미세 분말로 분쇄, 분급
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조된 무기 미세 입자를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의 중합 반응 이전에 단량체와 함께 혼합하여 무기 미세 입자를 단량체 
내에 고르게 분산시킨 후, 촉매를 투입하여 중합 반응을 진행함으로써 고분자 내에 무기 미세 입자가 고르게 분산된 유
기 고분자/무기 복합물을 제조할 수 있다.

중합 방법으로 분산 중합, 현탁 중합, 고상 벌크 중합 또는 용융 중합의 방법이 이용될 수 있으며, 분산 중합 또는 현탁 
중합시 분산매로 알킬/아릴 치환 실록산계 화합물 또는 장쇄포화탄화수소 화합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촉매로 유기 
주석 화합물을 투입하여 중합 반응을 개시할 수 있다.

제조된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물을 세척, 건조 과정을 통하여 미반응의 단량체와 저분자 중합체 및 잔여 촉매 등을 제거
한 후, 성형하여 본 발명에 의한 뼈 고정용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를 제조할 수 있다.

성형 방법으로 인젝션, 압축성형 또는 고상압출 중에서 단독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성형할 수 있
다.

본 발명에서는 특히 압축성형과 고상압출을 거쳐 기계적 강도가 현저히 증가된 뼈 고정용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를 제조할 수 있다.

압축 성형시 온도는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고분자의 융점 ±30℃의 범위에서 30분 
내지 3시간 정도 실시하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사용된 폴리-L-락티드의 경우 압축 성형 온도가 150 내지 240℃의 
범위, 특히 170 내지 220℃의 온도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압축 성형물을 고상 압출하는 방법으로 정수압, 램 압출 또는 다이 연신 등 일련의 방법으로 압출할 수 있으며, 본 발명
에서는 빌렛(billet)을 제조하여 다이에 끼운 후, 빌렛을 둘러싼 오일의 온도가 적정 온도에 이르면 정수압을 가하고 외
부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주어 고상 압출시킨다. 이때 압출 온도는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의 유리전이온도 이상 융점 이
하의 온도에서 연신비 2 내지 12배로 하여 고상 압출시키는 것이 좋다.

폴리-L-락티드의 경우, 압출 온도는 130 내지 150℃, 연신비는 5 내지 12배로 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이하에서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하의 실시예는 단지 예시를 위한 것이므로, 
본 발명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실시예 1]

    
매트릭스 소재로서 L-락티드(L-lactide) 120g, 무기 미세 입자로서 50㎚ 이하의 트리칼슘포스페이트(TCP) 입자 6
g을 플라스크에 넣고 진공하에서 4시간 이상 감압하여 플라스크 내부의 공기 및 불순물을 제거해준 후, 100∼1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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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하여 상기 L-락티드를 완전히 용융시켰다. 플라스크를 가열된 세척용 초음파 용기에 넣어 트리칼슘포스페이트 입
자를 용융 L-락티드에 충분히 분산시킨 후 진공상태를 유지하면서 반응 플라스크에 점도 10cSt의 실리콘 오일 300㎖
를 투입하고 내부 온도를 130℃로 가열하여 촉매인 주석옥틸에스테르(stannous octoate)의 20배 톨루엔 희석 용액 
0.27㎖를 주사기로 주입한 후, 24시간 동안 중합 반응을 실시하였다. 얻어진 폴리-L-락티드/트리칼슘포스페이트 복
합재료의 분말을 여과하고 헥산으로 수 회 세척하여 잔여 실리콘 오일을 제거하고 에탄올로 2회 세척하여 미반응의 단
량체와 저분자량 폴리-L-락티드를 제거한 후, 아세톤에 24시간 침지하여 잔존하는 미량의 촉매를 제거하고 건조하였
다. 제조된 폴리-L-락티드/트리칼슘포스페이트 복합재료 분말을 60℃에서 진공 건조한 후 금형 안에 넣어 190℃ 전
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압축 성형 후 100℃까지 급냉시키고 다시 상온에서 수 시간 방치하였다. 제조된 성형 압축
물을 직경 13㎜인 원기둥 형태의 빌렛을 제조하여 연신 속도 10㎜/min으로 고상 압출하여 폴리-L-락티드/트리칼슘
포스페이트 복합 소재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2-11]

단량체, 무기 미세 입자, 촉매, 분산매의 종류 및 함량을 아래의 표1에서와 같이 하여 실시예1과 동일한 공정을 시행하
였다. 단, 실시예7은 고상 벌크 중합 방법으로 중합 반응을 실시한 후, 반응물을 분쇄, 세척 및 건조 등 실시예1과 동일
한 공정을 시행하였다.

표1

[표 1]
    단량체 무기 미세 입자 촉 매 분 산 매

종 류 양(g) 종 류 양(g)
실시예 2 L-락티드 120 100㎚이하 TCP 6 주석옥틸에스테르 실리콘오일
3 L-락티드 120 500㎚이하 TCP 6 주석옥틸에스테르 실리콘오일
4 L-락티드 120 100㎚이하 TCP 12 주석옥틸에스테르 실리콘오일
5 L-락티드 120 100㎚이하 TCP 30 주석옥틸에스테르 실리콘오일
6 L-락티드 120 100㎚이하 TCP 60 주석옥틸에스테르 실리콘오일
7 L-락티드 120 50㎚이하 TCP 60 주석옥틸에스테르 -
8 L-락티드 120 200㎚∼2㎛ S-HA 6 주석옥틸에스테르 실리콘오일
9 L-락티드 120 200㎚∼2㎛ CMP 6 주석옥틸에스테르 실리콘오일
10 L-락티드 120 200㎚∼2㎛ CMP 12 주석옥틸에스테르 실리콘오일
11 L-락티드 120 1㎛ CaAl 12 주석옥틸에스테르 실리콘오일

제조된 고분자의 분자량의 추정은 고유 점성도와 분자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마크호윙크(Mark-Houwink)식'을 이
용하였으며, 분자량 변화는 점도평균 분자량으로부터 산출하였다.

선형 폴리-L-락티드(PLLA)의 경우

    = 4.41 × 10 –4 ·Mw0.72 (dl/g)

고유 점성도    는 0.1g/dl, 0.25g/dl 및 0.5g/dl 농도에서의 용액 점도로부터 외삽하여 구하였다.

제조된 폴리-L-락티드/트리칼슘포스페이트 복합 재료의 굴곡강도는 연신되어 봉상으로 형성된 그대로 100㎜ 길이로 
절단하여 3점 굴곡강도 측정 방식(ASTM D790-98)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가해진 하중에 대한 봉상 시편의 굴곡강도
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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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강도 =         

(F:가해진 하중, L:지지점간의 거리, d:시편의 직경)

제조된 폴리-L-락티드/트리칼슘포스페이트 복합 재료의 성형 후의 분자량의 변화와 굴곡강도는 표2에 나타나 있다.

표2

[표 2]
    점도(dl/g) 고상압출 후 연신비 굴곡강도 굴곡탄성율
    중합 직후 고상압출 후 분자량변화* 직경(mm) (배) (MPa) (GPa)
실시예1 5.70 5.09 14.65%↓ 4.524 6.98 352 12.7
2 5.45 4.98 11.73%↓ 4.492 7.14 312 12.8
3 5.62 4.99 15.11%↓ 4.461 7.24 357 13.0
4 5.85 5.20 15.00%↓ 4.521 7.04 368 13.2
5 5.81 5.15 15.36%↓ 4.505 7.09 340 13.6
6 5.10 4.63 12.65%↓ 4.508 7.09 309 12.9
7 6.55 5.98 11.94%↓ 4.477 7.18 302 12.8
8 4.47 4.01 13.97%↓ 4.517 7.06 335 12.5
9 5.24 4.75 12.76%↓ 4.459 7.24 284 12.9
10 5.07 4.49 15.40%↓ 4.457 7.25 338 13.0
11 4.99 4.49 13.77%↓ 4.495 7.13 313 12.9

[비교예 1]

120g의 L-락티드, 이옥틸주석 및 점도 10cSt의 실리콘 오일 300㎖를 사용하여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중합 
반응을 진행하여 무기 미세 입자가 첨가되지 않은 폴리-L-락티드 분말을 얻었다. 얻어진 무입자 폴리-L-락티드 분
말을 세척하고 건조한 후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압축 성형하고 고상 압출하였다.

[비교예 2]

120g의 L-락티드, 주석옥틸에스테르의 20배 톨루엔 희석액 0.27㎖를 감압하여 톨루엔을 완전히 제거한 후, 200℃로 
가열하여 중합하였다. 약 4시간 후 교반기의 부하가 최고조로 달하였을 때 100㎚ 이하의 무수 히드록시아파타이트 분
말 50g을 투입하고 약 5분간 추가로 교반시킨 후 냉각하여 중합 반응을 종료하였다. 제조된 폴리-L-락티드/히드록시
아파타이트 복합 재료를 실시예 7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쇄, 세척하고 압축 성형 및 고상 압출하였다.

[비교예 3]

비교예 2와 동일한 방법으로 폴리-L-락티드를 용융 중합하고 중합 마지막 단계에 100㎚ 이하의 트리칼슘포스페이트 
50g을 투입하고 5분간 추가로 교반시킨 후 반응을 종료하였다. 이하 실시예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쇄, 세척 및 건조하여 
압축 성형 및 고상 압출하였다.

[비교예 4]

비교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얻어진 무입자 폴리-L-락티드 분말 50g과 100㎚ 이하의 트리칼슘포스페이트 입자 5g을 
브라벤더 2축 혼련기에 투입한 후 질소 기류하 210℃에서 5분간 혼련하였다. 이하 실시예 7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쇄, 
세척하고 압축 성형 및 고상 압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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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예 5]

비교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얻어진 무입자 폴리-L-락티드 분말 50g과 100㎚ 이하의 트리칼슘포스페이트 입자 5g을 
분말 혼합기로 충분히 혼합하고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압축 성형 및 고상 압출하였다.

[비교예 6]

비교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얻어진 무입자 폴리-L-락티드 분말 10g을 클로로포름 200㎖에 용해시키고 100㎚ 이하
의 트리칼슘포스페이트 입자 1g을 클로로포름 100㎖에 분산시킨 현탁액을 교반하면서 서서히 혼합한 다음 초음파 용
기를 이용하여 트리칼슘포스페이트가 충분히 분산되도록 한다. 폴리-L-락티드/트리칼슘포스페이트 현탁용액을 과량
의 메탄올에 소량씩 적가하여 침전물을 여과, 세척, 건조한 다음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압축 성형 및 고상 압출하
였다.

[비교예 7]

L-락티드 50g과 50㎚이하의 트리칼슘포스페이트 40g을 혼합하여 실시예 7과 동일한 방법으로 중합하고 분쇄, 세척, 
건조 후 압축 성형 및 고상 압출하였다.

제조된 폴리-L-락티드/트리칼슘포스페이트 복합 재료의 성형 후의 분자량의 변화와 굴곡강도는 표3에 나타나 있다.

표3

[표 3]
    점도(dl/g) 고상압출 후 연신비 굴곡강도 굴곡탄성율
    입자 혼합 전 입자 혼합 후 분자량 변화 직경(mm) (배) (MPa) (GPa)
비교예1 5.14 - - 4.452 7.26 245 11.7
2 2.75 2.04 33.81%↓ 4.532 7.01 64.2 5.62
3 2.64 1.90 36.74%↓ 4.519 7.05 71.0 6.23
4 6.20 3.87 47.97%↓ 4.503 7.10 168 10.8
5 5.47 ← - 4.490 7.14 196 12.0
6 5.62 4.58 24.77%↓ 4.516 7.06 188 11.5
7 5.33 ← - 9.487 1.60 205 17.5

    
이상의 비교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래의 생분해성 고분자만으로는 굴곡 강도가 245MPa로 부족하여(비교예 1), 강
도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종래의 고분자와 생분해성 무기 미세 입자의 복합 재료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고분자인 폴리락
티드와 미세 입자를 용융 블렌딩하는 방법(비교예 2), 고분자의 용융 중합의 마지막 단계에 무기 미세 입자를 투입하는 
방법(비교예 3), 분말 상태로 혼합하는 방법(비교예 5) 및 용액 상태로 혼합하는 방법(비교예 6) 등이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분자량이 초기 분자량에 비해 24 내지 48% 정도로 급격한 감소를 나타냈으며, 기계적 강도 또한 200M
Pa 이하로 강도 개선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무기 미세 입자를 유기 고분자 단량체와 함께 중합 반응 이전에 투입하여 고르게 
분산시킨 후 중합 반응을 실시함으로써 고분자와 입자의 혼합시와 비교하여 월등한 입자 분산성을 얻을 수 있었으며,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와 입자의 혼합시 발생하는 분자쇄 절단 현상을 거치지 않으므로써 강도가 우수한 복합 소재를 제
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비교예 7에서 무기 미세 입자의 혼합량을 과량으로 하였을 경우 오히려 미세 입자를 혼합하지 않은 유기 고분자의 
경우보다 강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혼합된 미세 입자의 함량이 0.5 내지 60중량%인 것이 분자량의 감소를 낮
추고 강도 보강 효과를 높여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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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와 무기 미세 입자를 중합 반응 이전에 혼합/분산시킨 후 중합하여 고강도의 복합 소재
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방법으로서, 무기 미세 입자의 분산성을 크게 개선시킴으로써 보강 효과를 현저히 증가시켜 원
하는 수준의 기계적 강도는 갖는 고강도의 뼈 접합 소재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생체 적합성의 무기 입자를 보강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손상된 뼈조직의 빠른 회복을 돕고 나아가 장기적인 부작
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은 기재된 구체예에 대해서만 상세히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의 기술사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수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함은 당연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의 중합 반응 이전에 평균 입경이 직경으로 2㎛이하의 생체 적합성 무기 미세 입자를 생분해성 유
기 고분자 단량체와 혼합/분산시킨 후 중합하여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물을 제조하는 단계; 및

상기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물을 성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고강도 뼈 고정용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는 폴리글리콜리드, 폴리락티드(poly[DL-lactide]), 폴리락티드(poly[L-lactide]), 폴리
카프로락톤, 폴리디옥사논, 폴리에스테르아미드, 폴리옥살레이트 공중합체(copoly-oxalate), 폴리카보네이트, 폴리글
루탐산과 폴리류신의 공중합체(poly[glutamic-co-leucine]) 및 블렌드 또는 상기 고분자들의 둘 이상을 혼합하여 
제조된 공중합체(copolymer)로 이루어진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그룹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고강도 뼈 고정용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지방족 폴리에스테르는 중량 평균 분자량이 50,000이상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고강도 뼈 고정용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 미세 입자는 칼슘-인 화합물 또는 칼슘-알루미네이트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고강도 뼈 고정용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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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칼슘-인 화합물은 히드록시 아파타이트(HA), 트리칼슘포스페이트(TCP), 칼슘메타포스페이트(CMP)로 이루어
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고강도 뼈 고정용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 미세 입자의 함량은 단량체에 대해 0.5 내지 60중량%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고강도 뼈 고정용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하는 단계에서 중합은 분산 중합, 현탁 중합, 고상 벌크 중합 또는 용융 중합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중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고강도 뼈 고정용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분산 중합은 알킬/아릴치환 실록산계 화합물 또는 장쇄포화탄화수소화합물 중 선택된 어느 하나를 분산매로 사용
하여 중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고강도 뼈 고정용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현탁 중합은 알킬/아릴치환 실록산계 화합물 또는 장쇄포화탄화수소화합물 중 선택된 어느 하나를 분산매로 사용
하여 중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고강도 뼈 고정용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성형 단계는 인젝션, 압축성형 또는 고상압출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성형하는 상기 생분해
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성형 온도는 상기 생분해성 고분자가 폴리락티드인 경우, 150 내지 24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고강
도 뼈 고정용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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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고상 압출은 정수압(hydrostatic pressure), 램 압출(ram extrusion) 또는 다이 연신(die drawing) 등 일련의 
방법으로 고상 압출하는 상기 고강도 뼈 고정용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고상 압출 온도는 상기 생분해성 고분자가 폴리락티드인 경우, 130 내지 150℃이고 연신비는 5 내지 12배로 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고강도 뼈 고정용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 1항의 방법으로 제조되어 굴곡 강도가 250㎫이상인 고강도 뼈 고정용 생분해성 유기 고분자/무기 복합 소재.

 - 11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명세서
	발명의상세한설명
	발명의목적
	발명이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발명의구성및작용
	발명의효과


	청구의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