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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 이용 수혈부작용 예방을 위한 혈액제제용 필터의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혈구성 혈액제제는 다양한 수혈부작용을 일으키며, 최근 광우병 등 혈액감염과

각종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혈액제제들의 사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다, 혈액 안정성과 품질에 대한 스크리닝에 대한 테스트와 심사 절차가 엄격하

게 강화되고 있어, 혈액제제 분리용 고순도 필터재 개발기술은 매우 중요한 산

업임.

◦ 또한, 신선동결혈장(fresh frozen plasm)과 같은 비혈구성 혈액제제들도 동종면

역과 수혈관련-이식편대숙주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생존력을 가진 백혈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혈구 제거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

르고 있음.

◦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백혈구가 제거된 혈액제제의 사용이 의무화되

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종합병원에서만 백혈구가 제거된 혈액제제를 사

용하고 있어, 발열반응, 동종면역반응, 바이러스 감염 등의 수혈부작용의 위험

도가 높음.

◦ 혈액제제내의 백혈구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필터재의 분리특성을 균

형있게 부여할 수 있는 기술 및 백혈구가 원활하게 흡착되도록 하는 필터구조

설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투자비용 및 기술난이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우리

나라는 아직 기초연구만이 수행되고 있는 실정임.

◦ 사실상, 혈액은 분리 비용으로 인한 경제성이 가장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이나,

현재 국내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저변이 넓지 못하고, 기술적으로도 후발주자

에 해당됨. 따라서, 향후 시장형성을 역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적 투자가 요구됨.

◦ 특히, 관련 분야의 거대한 국제 시장 규모와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과 기술의

독점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방사선 전문연구기관인 첨단방사선과학연구소의 감

마선, 전자선, 이온빔 등 대형 첨단 연구시설과 우수인력, 축적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



- ii -

◦ 혈액제제용 필터는 백혈구 제거용량, 적혈구 회수율, 공정시간, 비용 등을 최적

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본 연구는 세계최초의 연구개발로서,

본 개발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전체 공정시간의 60% 이상 단축과 공정효율

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1차년도(2012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매쉬형 필터재의 개발

(가) 혈액친화성 매쉬형 소재 발굴 및 제작

(나) 방사선 이용 매쉬형 필터재의 혈액친화성 향상기술 개발

(2)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개발

(가)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소재 발굴 및 제작

(나) 방사선 이용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혈액친화성 향상기술 개발

나. 2차년도(2013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매쉬형 필터재의 개발

(가) 매쉬형 필터재의 내부 구조제어 및 물성제어 기술 개발 및 최적화

(나) 매쉬형 필터재의 혈액적합성 향상을 위한 코팅소재 발굴 및 제작

(다) 매쉬형 필터재의 혈액친화성 향상기술 개발

(라) 혈액제제 분리용 매쉬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및 생분해성 평가

(2)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개발

(가)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내부 구조제어 및 물성제어 기술 개발 및 최적화

(나) 혈액제제 분리용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및 생분해성 평가

(3)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필터재의 성능 평가

(가) 선진제품(Pall)과의 백혈구 제거 성능 및 적혈구, 혈소판 회수 성능 평가

다. 3차년도(2014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방사선 이용 혈액제재별 필터효율 향상을 위한 필터구조 설계

(가) 방사선 이용 혈액제재별 필터효율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기능기 도입조건

확립

(나) 매쉬형/하이드로겔형 혼합형 필터재 구조설계 및 물성 평가

(다) 매쉬형/하이드로겔형 혼합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및 생분해성 평가

(라) 매쉬형/하이드로겔형 혼합형 필터재의 혈액친화성 향상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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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이용 혼합형 필터재의 성능 평가

(가) 선진제품(Pall) 대비 백혈구 제거 성능 및 적혈구, 혈소판 회수 성능 평가

(3) 전혈 분리용 one-pot 기반의 다단계 필터 시스템 구조설계 및 기술 확보

(가) 전혈 및 혈액제재별 필터 탑재형 필터시스템 구조설계 및 기술 확보

Ⅳ. 연구개발결과

가. 1차년도(2012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매쉬형 필터재의 개발

(가) 혈액친화성 매쉬형 소재 발굴 및 제작

- 혈액친화성 매쉬형 소재 2 종 발굴 및 제작

: Poly(L-lactide)(PLLA), Poly(butylene terephtalate)(PBT)

(나) 방사선 이용 매쉬형 필터재의 혈액친화성 향상기술 개발

- 표면처리용 소재 선정: Acrylic acid(AAc)

- 방사선 그라프트율 평가

· PLLA-AAc : 3224 %(AAc 10 % 도입)

· PBT-AAc : 398 %(AAc 10 % 도입)

- 방사선 표면개질에 의한 혈액친화성(친수화도) 평가

· PLLA-AAc : 수접촉각 20°이하(AAc 10 % 도입)

· PBT-AAc : 초친수성(AAc 10 % 도입)

(2)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개발

(가)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소재 발굴 및 제작

-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소재 2 종 발굴 및 제작

· Poly(vinyl alcohol)(PVA) : 친수성 소재

· Poly(L-lactide-co-glycolide)(PLGA) : 소수성 소재

(나) 방사선 이용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혈액친화성 향상기술 개발

- 표면처리용 소재 선정 : Acrylic acid(AAc)

- 방사선 그라프트율 및 혈액친화성(친수화도) 평가

· PLGA-AAc : 155 %(AAc 2 % 도입)

나. 2차년도(2013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매쉬형 필터재의 개발

(가) 매쉬형 필터재의 내부 구조제어 및 물성제어 기술 개발 및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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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쉬형 필터재의 혈액적합성 향상을 위한 코팅소재 6종 개발 및 물성 평가

- Poly(L-lactide)(PLLA) 기반 2 종 : PLLA-AAc, PLLA-AEMA

- Poly(butylene terephtalate)(PBT) 기반 4 종

: PBT-AAc, PBT-AEMA, PBT-HEMA, PBT-PEGMA

(나) 매쉬형 필터재의 혈액친화성 향상기술 개발

- 혈액친화성(친수화도) : 2~8 배 증가

(다) 혈액제제 분리용 매쉬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및 생분해성 평가

- L929/NIH 3T3 이용 세포생존율 80 % 이상 달성

- Proteinase K 이용 비분해율 5 시간 이상 유지

(2)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개발

(가)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내부 구조제어 및 물성제어 기술 개발 및 최적화

· 혈액적합성 향상을 위한 코팅소재 3종 개발 및 물성평가

- 친수성 소재 2 종

: Poly(vinyl alcohol), Poly(L-lactide-co-glycolide)-AAc

- 소수성 소재 1 종 : Poly(L-lactide-co-glycolide)

(나) 혈액제제 분리용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및 생분해성 평가

- 혈액친화성(친수화도) : 2~8 배 증가

(다) 혈액제제 분리용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및 생분해성 평가

- L929/NIH 3T3 이용 세포생존율 80 % 이상 달성

- Proteinase K 이용 비분해율 5 시간 이상 유지

(3)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필터재의 성능 평가

(가) 선진제품(Pall)과의 백혈구 제거 성능 및 적혈구, 혈소판 회수 성능 평가

· 매쉬형 필터재 : PBT, PBT-AAc, PBT-AEMA

- 백혈구 제거율 : 98 % 이상 달성

- 적혈구 회수율 : 99 % 이상 달성

- 혈소판 회수율 : Pall 대비 83 % 달성

· 하이드로겔형 필터재 : PLGA-AAc

- 백혈구 제거율 : Pall 대비 76 % 달성

- 적혈구 회수율 : 99 % 이상 달성

- 혈소판 회수율 : Pall 대비 105 %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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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년도(2014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방사선 이용 혈액제재별 필터효율 향상을 위한 필터구조 설계

(가) 방사선 이용 혈액제재별 필터효율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기능기 도입조건

확립 및 매쉬형/하이드로겔형 혼합형 필터재 구조설계 및 물성 평가

- 방사선 이용 혈액제재별 필터효율 향상을 위한 이중 기능기 도입조건 확

립 : AAc/AEMA 이중 기능기 도입

- 매쉬/미립구 혼합형 필터재 구조설계 완료

(나) 매쉬형/하이드로겔형 혼합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및 생분해성 평가

- L929/NIH 3T3 이용 세포생존율 80 % 이상 달성

- Proteinase K 이용 비분해율 5 시간 이상유지

(2) 방사선 이용 혼합형 필터재의 성능 평가

(가) 선진제품(Pall) 대비 백혈구 제거 성능 및 적혈구, 혈소판 회수 성능 평가

· 상용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이 확보된 필터재 3종 개발

: PBT, AAc-g-PBT, AAc/AEMA-g-PBT

- 백혈구 제거율 > 98%, 적혈구 회수율 > 99%, 혈소판 회수율 > 60%

(3) 전혈 분리용 one-pot 기반의 다단계 필터 시스템 구조설계 및 기술 확보

- One-pot 다단계 혈액필터 시스템의 개념도를 확립

- 국내특허출원(제2014-0156012호)을 통해 기술 확보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본 연구개발 결과물 중 특히 하이드로겔형 필터에 대한 기초지식은 하이브리드

형 신기술로써 세포이식분야의 immunoisolation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우수한 연구 성과의 산업체 기술이전 및 벤처 창업 지원에 활용하고자 함.

◦ 국내외 학술발표를 통해 우수 신기술 발굴 및 산업체 동향 파악으로 기술 이전

및 상업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학연 석박사 과정을 통하여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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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Development of blood filter for the prevention of transfusion using radiation

technique

Ⅱ.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is research

◦ White blood cells (WBCs) contained in homologous blood components

stimulate the production of alloantibodies that can induce nonhemolytic

febrile transfusion reactions. WBCs are also the main vehicle of some

viruses, such as cytomegalovirus (CMV) and they reduce the patient’s

immune response in conditions such as kidney transplantation. Therefore,

removal of the contaminating WBCs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in patients

with thalassemia, who receive hundreds of transfusions over a lifetime.

◦ The provision of WBC-depleted red blood cells (RBCs) for a large number

of patients requires a simple and inexpensive WBC removal procedure.

This requirement was fulfilled in recent years by the bedside filtration of

RBCs through filters inserted in the blood administration line, which

eliminates the workload involved with other WBC removal procedures.

◦ One of these filters (Sepacell R-500, Asahi, Tokyo, Japan) was found

particularly effective in this regard, however, with standard RBCs, its use is

limited by a slow transfusion rate and a low RBC recovery, if the filter is

not flushed with saline after the transfusion.

◦ Thus removal of leukocytes below a certain threshold, ≤ 5 x 106 in a blood

component certainly helps in prevention of alloimmunization and associated

risks in these patients. Currently the best Leukoreduction can be achieved

with the help of 3rd and 4th generation leukofi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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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il recently, little attention had been paid to the leukocytes present in

various blood components. However, it has been shown that the removal of

leukocytes from various blood products can minimize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se contaminating leukocytes; the most common among which are:

Nonhemolytic febrile transfusion reactions, human leukocyte antigen (HLA)

alloimmunization and platelet refractoriness observed in multi-transfused

patients, and transmission of leukotropic viruses.

◦ The concept of removal of leukocytes from the blood was introduced by

Fleming, as early as 1920. Fleming used a cotton wool plug in a bent glass

tube with a constricted limb. Blood was placed above the cotton wool and

forced through it with the help of a teat. It was later realized that this

model closely resembled the structure of modern depth filters. The work on

leukofilteration got a boost subsequent to the accidental observation by

Swank in 1961, while working on a blood viscosity model, wherein, on

microscopic examination, he found that very high pressure was required to

force 2-10 days old acid-citrate-dextrose (ACD)-stored blood through a

microfilter, as aggregates of platelets and leukocytes clogged the filter

passes.

◦ Later, in the 1980s, advancement in technology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 first generation cellulose acetate filters, with a leukocyte removal

efficiency of 98%. Although clinically acceptable results were achieved, they

had two major limitations. First, they appeared to activate complement C3,

with subsequent vasoconstriction and increased capillary permeability.

Second, the efficacy of leukocyte removal was strongly dependent on the

flow across the filter, so the overall filtration process was slow. The new

generation filters with rapid flow and excellent leukocyte removal are

important factors for prevention of transfusion reaction.

◦ The original leukocyte depletion filter contained sterile cotton wool as a

filtering agent and was designed by Diepenhorst who published his work in

1972. Subsequently cellulose acetate filters were discovered and foun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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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suitable. Other methods included red cell washing, centrifugation and

buffy coat removal, freezing and deglycerolization of red cells, and blood

component collection through apheresis technology. Current generation of

leuko filters (third and fourth) have excellent leukocyte removal efficiency

(99.99%) as compared to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filters (90-96%).

Presently we have depth and screen-type filters. Depth filter (non woven)

has filter material in the form of compressed wool fibers arranged in an

irregular fashion, whereas, screen filters (woven type) have fibers arranged

in multiple layers in a regular fashion.

◦ In this study, radiation was used for introduction of functional group to

filter materials without chemical agents. the primary mechanism of leukocyte

removal is the charge-based adhesion of negatively charged leukocytes to

the filter material by Vander Waals and electrostatic forces made from

radiation. This adhesion is an active process and has the advantage of

larger pore size, by which a subsequent higher flow rate is possible in the

filter. The surface charge of the filters can be introduced and modified by

coating the filter material with methacrylate polymers by using radiation

grafting, to create a stronger positive charge and hence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filter.

Ⅲ. Content and scope of this research 

A. 1st year (2012) Research contents and scope

- Development of blood-compatible mesh filter by using radiation

- Development of blood-compatible hydrogel filter by using radiation

B. 2nd year (2013) Research contents and scope

- Characterization of radiation fabricated blood-compatible mesh filter

- Characterization of radiation fabricated blood-compatible hydrogel filter

- Evaluation and comparison on commercials of radiation fabricated

blood-compatible mesh and hydrogel filtern

C. 3rd year (2014) Research contents and scope

- Structure design of radiation fabricated filters for improving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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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 Characterization and evaluation of mesh and hydrogel hybridized filters

- Development of one-pot/multi filtering system for whole blood separation

Ⅳ. Results

- Development of two kinds of blood-compatible mesh filters:

Poly(L-lactide)(PLLA), Poly(butylene terephtalate)(PBT) and two kinds of

blood-compatible hydrogel filters: Poly(vinyl alcohol)(PVA),

Poly(L-lactide-co-glycolide)(PLGA)

- Improvement of blood-compatibility on mesh and hydrogel materials by

surface modification with acrylic acid(AAc) using radiation:

· Grafting degree : 3224% of PLLA-AAc, 398% of PBT-AAc, 155% of

PLGA-AAc

· Highly hydrophilic of PLLA-AAc, PBT-AAc and PLGA-AAc

- Development and 8 kinds of coating materials and improvement of 2~8

times of blood-compatibility: PLLA-AAc, PLLA-AEMA, PBT-AAc,

PBT-AEMA, PBT-HEMA, PBT-PEGMA, Poly(vinyl alcohol),

Poly(L-lactide-co-glycolide)-AAc, Poly(L-lactide-co-glycolide)

- Evaluation on cytotoxicity and biodegradability of radiation developed mesh,

hydrogel and hybrid filters: over 80% of cell viability on L929/NIH 3T3,

non-degradation for over 5 hrs by Proteinase K

- Evaluation of radiation developed filers for commercial products (Pall)

· Mesh filter: PBT, PBT-AAc, PBT-AEMA

- Removal of WBC : over 98%

- Recovery of RBC : over 99%

- Recovery of Platelet : (ver. Pall) 83%

· Hydrogel filter : PLGA-AAc

- Removal of WBC : (ver. Pall) 76%

- Recovery of RBC : over 99%

- Recovery of Platelet : (ver. Pall) 105%

· Hybrid filter : PBT, AAc-g-PBT, AAc/AEMA-g-PBT

- Removal of WBC : (ver. Pall)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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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very of RBC : over 99%

- Recovery of Platelet : over 60%

- Patent application (No. 2014-0156012) of one-pot/multi-step filtering system

for whole blood separation

Ⅴ. Utiliz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 This study will provide very useful information and basic knowledge of

radiation technology to immuno-isolation cell transplantation research fields

as hybrid technology.

◦ It will transfer the radiation advantage for the preparation of blood filter to

industry and venture incubator.

◦ Promotion of this developed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thi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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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혈(輸血, blood transfusion)이란 일반적으로 과다한 출혈, 화상, 외상 뒤

에 혈액량을 회복하고, 빈혈과 쇼크를 치료하기 위해 혈액이나 혈액성분을

제공하는 치료 방법임. 옛날에는 채혈된 혈액을 그대로 수혈하는 전혈수혈

(全血輸血)이었지만 현재는 혈구나 혈장 등의 혈액성분을 수혈하는 성분수

혈(成分輸血)로 대체되었음.

[그림 1. 혈액의 구성성분: 50% 이상이 혈장, 약 40%가 적혈구]

◦ 전혈에는 2×109/unit의 백혈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농축적혈구, 농축혈소판,

신선냉동혈장을 제조하였을 때, 각각 90%, 8%, 2%의 백혈구가 혈액제제내

에 존재함.

◦ 혈구성 혈액제제는 다양한 수혈부작용을 일으키며, 최근 광우병 등 혈액감

염과 각종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혈액제제들의 사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

고 있는데다, 혈액 안정성과 품질에 대한 스크리닝에 대한 테스트와 심사

절차가 엄격하게 강화되고 있어, 혈액제제 분리용 고순도 필터재 개발기술

은 매우 중요한 산업임.

◦ 또한, 신선동결혈장(fresh frozen plasm)과 같은 비혈구성 혈액제제들도 동

종면역과 수혈관련-이식편대숙주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생존력을 가진

백혈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혈구 제거에 관한 연구가 중요

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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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백혈구가 제거된 혈액제제의 사용이 의무

화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종합병원에서만 백혈구가 제거된 혈액제

제를 사용하고 있어, 발열반응, 동종면역반응, 바이러스 감염 등의 수혈부

작용의 위험도가 높음.

◦ 혈액제제내의 백혈구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필터재의 분리특성

을 균형있게 부여할 수 있는 기술 및 백혈구가 원활하게 흡착되도록 하는

필터구조설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투자비용 및 기술난이도에 대한 부담으

로 인해 우리나라는 아직 기초연구만이 수행되고 있는 실정임.

◦ 사실상, 혈액은 분리 비용으로 인한 경제성이 가장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

이나, 현재 국내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저변이 넓지 못하고, 기술적으로도

후발주자에 해당됨. 따라서, 향후 시장형성을 역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

에서 선택과 집중적 투자가 요구됨.

◦ 특히, 관련 분야의 거대한 국제 시장 규모와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과 기

술의 독점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방사선 전문연구기관인 첨단방사선과학연

구소의 감마선, 전자선, 이온빔 등 대형 첨단 연구시설과 우수인력, 축적기

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

◦ 혈액제제용 필터는 백혈구 제거용량, 적혈구 회수율, 공정시간, 비용 등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본 연구는 세계최초의 연구

개발로서, 본 개발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전체 공정시간의 60% 이상

단축과 공정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

<연구개발의 경제적, 산업적 중요성>

◦ 전세계 혈액/혈장 시장의 주요 회사는 5개 정도이며, 전체 시장의 약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 174억 달러로 2005년

107억 달러 대비 63%의 높은 성장율로 지속되고 있음

◦ 또한, Global Industry Analysts, Inc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혈액은

행과 혈액 제제 시장은 2010년까지 약 31.7억 달러 규모로 전체 시장의 약

2/3를 미국과 유럽이 차지하고 있음

◦ 특히, 현재 혈액제제 시장의 주류는 혈장유래 제품으로 2008년 기준 전체

시장의 68%인 118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혈액제제 시장의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혈액제제용 필터 시장도 동반 고

성장이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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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

화지수는 9.6%로 30개 회원국 중에서 29번째에 해당되지만, 고령화지수는

2030년에 25.0%, 2050년에는 37.6%로 급격히 증가하여 일본에 이어 세계

에서 가장 노령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2009년 총 인구는 4,875만 명, 인구성장률은 0.29%로

2019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4,234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매년 8,100만 단위 이상의 전혈과 2,000만 리터 이상의 혈장

이 채혈되고 있으며, 이중 61%의 혈액은 54개의 선진국에서 채혈되고 나

머지 39%의 혈액은 전세계 인구의 82%를 차지하는 선진국을 제외한 124

개국에서 채혈되고 있음.

◦ 이를 각국의 혈액제제 가격으로 추산할 경우 최소 74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는 연평균 4.8%의 증가율을 보여 2015년에는 약 13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혈액 사용량이 많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급증

하고, 고령 인구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행위가 증가하는 것이 원인으로, 국

내에서의 수혈용 혈액 공급량은 2003년 276만 단위에서 2007년 337만 단

위로 공급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국내 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헌혈자원의 감소,

수혈용 혈액의 수요량 증가 등으로 국내 혈액 공급 부족 현상은 추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렇게 혈액 수급이 진입장벽인 상황에서 혈액제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수익 독과점 혈액제제 세계 시장은 앞으

로도 유지될 전망이므로 혈액제제용 필터재 역시 수요가 증가될 것임.

◦ 혈액/혈장 분리 공정은 1940년대에 개발된 이후 많은 개발과 개선을 거듭

해 왔지만, 최근 광우병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해 혈액제제들의 사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혈액제제 분리용 필터기술은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 특히, 혈액 감염과 전염병 증가로 혈액 안정성과 품질에 대한 스크리닝에

대한 테스트와 심사 절차가 엄격하게 강화되고 있어, 고순도 필터재의 개

발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임.

◦ 국내에서는 녹십자와 동신제약 2개 회사가 관련 혈액제제 산업을 영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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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혈액제제는 주로 생산된 국가에서만 사용되는데, 몇 개 지역은 아직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공장이 없는 지역이 있어 수출이 가능한 상황임.

◦ 녹십자는 태국 적십자사(Thai Red Cross Society)와 총 6,160 만달러에 혈

액분획제제 플랜트 건설 및 주요 혈액제제 기술이전 MOU를 체결하였음.

태국 혈액분획제제 공장의 예상되는 연간 혈장처리 능력은 약 20 만리터

가량으로 오는 2014 년경 완공이 예상됨.

◦ 현재 전세계 수위권 혈장처리능력의 70% 이상을 미국 및 유럽 지역이 차

지하고 있고, 한국, 일본, 중국,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 모두 혈액분

획제제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수집된 혈액/혈장을 처리하는 전체 공정은 약 6-9개월 정도 소

요되며, 실제 사용하기까지는 약 1년이나 소요되고 있어, 본 연구개발이 성

공적으로 수행된다면 60% 이상의 전체 공정시간의 단축과 공정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과제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전혈로부터 혈액의 구성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리고 혈장을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고순도 다기능

성 필터재를 개발하고자 함.

◦ 혈액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그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혈액을 대상으로 하

는 재료 및 시스템의 개발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혈액

완전분리시스템을 추구하는 본 연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혈액 자

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 혈유변학·미세유체 제어기술·나노 기술·방사선 기

술 등 다학제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

◦ 관련 분야의 거대한 국제 시장 규모와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과 기술의

독점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방사선전문 연구기관인 첨단방사선과학연구소

의 감마선, 전자선, 이온빔 등 대형 첨단 연구시설과 우수인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성과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이 매우 중

요함.

◦ 혈액제제용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백혈구수를 원래의 1/0000-1/10000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조작이 간편하다는 이점을 가지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으므로 환자의 부담도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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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외 동향분석

1. 국내외 동향분석

<선진국 동향>

◦ 백혈구 제거 필터의 사용의무화는 1998년 영국의 British Committee for

Standards in Hematology에서 처음 시행안을 작성하였고 1999년 11월부터

시행되었음.

◦ 미국과 일본에서는 혈액성분제제 제조시 아예 원심침전을 이용하여 백혈구층

을 제거하고 필터를 이용하여 잔존 백혈구를 제거하는 방법이 보편화되어 있

으며,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백혈구가 제거된 혈액제제의 사용

이 의무화되어 있음.

◦ 백혈구를 제거하기 위해 종래에는 혈액을 원심분리 한 후 백혈구연층(buffy

coat)을 제거하는 방법이 이용되어 왔으나, 이 방법은 백혈구제거율이 낮고

적혈구손실이 많아 최근에는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널리 보급되어 있음.

◦ 특히 수혈에 따른 발열반응, 동종면역, 이식편대 숙주병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별도의 백혈구제거 필터 및 혈액방사선 조사법이 이용되고 있음.

◦ 최근 벨기에에서는 화학적 그라프트 방법을 이용하여 기능기가 도입된 새로

운 타입의 혈액필터용 막을 개발하고 있음.

◦ 선진국에서 개발된 백혈구 제거 필터 타입으로는 Arterial line filter,

Cardioplegia filter, Blood transfusion filters가 있으며, 분리속도는 최대 500

ml/min, 적혈구 회수율은 90% 이상이나, 여전히 고가의 비용과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남아있음.

◦ 선진국에서 개발되어 가장 많이 시판되고 있는 백혈구 제거 필터(그림 2)는

아래와 같음.

[그림 2-1. 선진국의 백혈구 제거필터]

∙(좌) LeukoGuard® RS Leukocyte Removal

Filter for Salvaged Blood, Pall Co.

∙(우) Purecell® PL High Efficiency Leukocyte

Removal Filter for Platelet Trans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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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기존의 필터는 기능기로서 아크릴계 화합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화

합물은 화학적 중합과정에서 미반응 단량체, 저분자량 화합물 등이 잔류할 가

능성이 있어 혈액적합성은 물론 생체적합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국내 동향>

◦ 국내는 백혈병 환자에게만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백혈구 제거 필터의 사용의

의무화되어 있고, 일반 환자는 사용유무를 아직 선택에 맡기고 있음. 따라서

수혈환자의 약 20% 정도만이 백혈구 제거 필터를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수혈용 혈액필터(백혈구 제거 필터)의 사용을 의무화하

는 추세이므로 국내도 조만간 사용의무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추후 혈액필터의 사용의무화로 인해 수입액이 약 5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

측되고 있음. 따라서 혈액필터의 국산화가 시급함.

◦ 백혈구 제거 필터의 국내 출원동향을 연도별로 보면, 2000년까지는 특허출원

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2003년부터 출원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백혈구가 제거된 혈액제제 사용이 의무화되는 추세와 우리나라

에서도 2000년 이후 종합병원 등에서 백혈구 제거 필터를 일부 사용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한 외국 기업의 국내 출원 증가 및 국내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

발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산업계 동향 :

-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Asahi사의 Sepacell filter와 미국 Pall사의 필터가 시판

되고 있으며, 두 필터 모두 약간의 단점을 가지나 우수한 백혈구 제거능 및

적혈구회수율, 혈소판회수율을 강점으로 함.

- 최근에는 병실에서 직접 혈액을 연결하여 환자에게 백혈구 제거혈액제제를

수혈할 수 있는 병실용(bedside) 백혈구 제거용 필터들도 사용되고 있음.

◦ 학계 동향 :

-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1989년에 필터를 이용한 백혈구제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매년 사용량이 약 2배씩 증가되고 있어 1993년에는 수혈된 적

혈구의 10% 정도가 백혈구제거적혈구로서 수혈되었으며 혈소판의 경우는

60% 정도가 백혈구제거혈소판으로 수혈되고 있음.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임상병리학교실에서는 신선동결혈장 내 백혈구 오염도

평가 및 백혈구 제거 필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중임.

-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는 전혈로부터 혈액의 구성성분을 종류별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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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혈액완전분리마이크로시스템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연구계 동향 :

- 현재 백혈구 제거 필터는 ‘필터 기술의 백미’ 라 칭해질 만큼 높은 관심과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관련 기술에 대해 한국의 출원건수는 48건으로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출원

건수에 비해 일본 및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출원건수가 월등히 많은데, 이

는 외국에서는 이미 백혈구가 제거된 혈액제제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

며, 백혈구 제거 필터 시장의 대부분을 일본 Asahi사와 미국 Pall사가 독점

하고 있는 현 시장상황과도 일치함.

◦ 혈액제제용 필터는 다학제간의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투자비용 및 기술난이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아직 기초연구만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연구과제인 방

사선을 이용한 혈액제제용 고순도 다기능성 필터재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전

무함.

2. 세계 유사분야 기관과의 비교

[표 2-1. 주요 기술의 선진수준과의 비교분석]

성과지표 해외현황
해외연구

그룹과의 격차
연구원의

수월성/차별성

◦혈액처리시간
및 공정 단축
- 적층 필터 수
　:< 20개(sheet)

▪Pall 사(미국)
: > 20개(sheet)
▪Asahi Medical 사(일본)
: > 20개(sheet)

▪현 국내수준
: 60%

방사선 기술에 의한
기능기 도입 효율
향상으로 적층 필터
수의 감소에 의한
혈액 처리시간 및

공정단축

◦혈액필터여재
직경분포
- Prefilter
: 10~20 ㎛
- Main filter
: 1~2 ㎛

▪Pall 사(미국)
- Prefilter : 10~20 ㎛
- Main filter : 1~2 ㎛
▪Asahi Medical 사(일본)
- Prefilter : 10~20 ㎛
- Main filter : 1~2 ㎛

▪현 국내수준
: 90%

전기방사법 및
방사선 표면개질

기술을
이용함으로서 여재
직경분포 및 크기

조절용이

◦혈액/인체 적합
성 향상 기술

▪필터 표면처리를 위한
화학 케미컬 사용에 따
른 잔류독성

▪현 국내수준
: 60%

방사선 기술에 의한
잔류 독성 최소화
및 혈액/인체
적합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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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관련기관/유사사업과의 비교

[주요 관련기관과의 역할 비교분석]

기관명 임 무 상호 연계성 및 차별성 연구원의 수월성

(주)코오롱
혈액분리용

필터 개발

최종연구목표는 동일하나,

도입기술 및 수행방법이

상이함

방사선 기술 도입에 의한

공정단계의 획기적인 단축 및

제조가 수월함

(주)퓨어멤
혈액분리용

필터 개발

최종연구목표는 동일하나,

도입기술 및 수행방법이

상이함

방사선 기술 도입에 의한

공정단계의 획기적인 단축 및

제조가 수월함

[국내 유사사업/과제와의 중복성·차별성 검토]

기관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유사성 차별성

(주)코오롱

수혈 부작용

억제를 위한

혈액성분

분리필터

개발(김진일)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과제목표의 성격은

동일하나 실질적인

개발공정 및

시스템의 유사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본 연구과제는 방사선 기술과

생체친화성 재료를 융합하여

공정단계의 획기적인 단축과 제조의

효율성이 차별화됨

또한, 혈액제제 중 백혈구 제거만을

위한 필터 여재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혈의 선택적 분리를 한번에 수행할

수 있는(one-pot system) 다단계 필터

개발을 주목적으로 함

(주)퓨어멤

혈액 분리용

의료기기

필터

개발(정연석)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과제목표의 성격은

동일하나 실질적인

개발공정 및

시스템의 유사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본 연구과제는 방사선 기술과

생체친화성 재료를 융합하여

공정단계의 획기적인 단축과 제조의

효율성이 차별화됨

또한, 전혈의 선택적 분리를 한번에

수행할 수 있는(one-pot system)

다단계 필터 개발을 주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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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최종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의 우수성

제 1 절 성과목표 달성도

[최종 목표]

◦ 수혈부작용 예방을 위한 방사선 기술 이용 혈액제제용(농축적혈구, 농축혈

소판, 백혈구 제거 적혈구/혈소판/혈장) 필터를 개발하고, 선진제품 대비 필

터성능 및 최적화 수준 측정을 위한 신뢰성 있는 검증방법 설계를 통해, 혈

액응집 방지 및 혈액세포 생체적합성 향상, 분리성능 평가, 혈액을 이용한

성능평가 완성으로 선진국 기술 수준 대비 80% 수준으로 5년 내 추격을

목표로 함

◦ 방사선을 이용하여 유해한 화학공정을 단축하여 더욱 친환경적이고, 고품질

의 혈액제제용 필터재를 개발하고, 필터재의 혈액성분 선택성 강화와 고기

능화를 구현하여 세계 최초로 방사선을 이용하여 전혈의 완전분리를 위

한 one-pot 기반의 다단계 필터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함

<성과목표 달성도 및 우수성>

평가지표

(핵심성과)

목표사양(핵심) 달성도

2012년 2013년 2014년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매쉬형 필터재의 개발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매쉬형 필터 
소재 개발

 •혈액친화성 

매쉬형 필터
재의 혈액적
합성 향상을 
위한 코팅소
재 6종 개발

 •필터재의 세

포 생 존 율 
80% 이상

 •필터재의 효

•혈액친화성 매쉬형 소재 2

종 발굴 및 제작
 -Poly(L-lactide)(PLLA)
 -Poly(butylene terephtalate)(PBT)

•방사선 이용 매쉬형 필터

재의 혈액친화성 향상기
술 개발

 -표면처리용 코팅소재 선
정

  : Acrylic acid(AAc)
 -방사선 조사조건 확립
  : 동시조사법, 10 kGy(5 
kGy/h)

•혈액친화성 매쉬형 소재 6

종 개발
 -PLLA-AAc
 -PLLA-AEMA
 -PBT-AAc
 -PBT-AEMA
 -PBT-HEMA
 -PBT-PEGMA
 -혈액친화성 증가
  : 친수화도 2~8배 

•혈액제제 분리용 매쉬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및 생
분해성 평가

•방사선 이용 혈액제재별 

필터효율 향상을 위한 필
터구조설계
 -AAc/AEMA 이중 기능기
가 도입된 매쉬형 필터재 
개발

 -매쉬/미립구 혼합형 필터
재 구조설계 완료

•혼합형 필터재의 혈액친화

성 향상기술 개발
 -L929 세포독성 평가
 : 80% 이상 세포생존율 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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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비분해성 
5시간 이상 
유지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필터재의 성
능 평가

◦전혈 분리용 
one-pot 기
반의 매쉬형 
다단계 필터 
시스템 구조
설계 및 기
술 확보

 -방사선 그라프트율(TBO 
흡착량 환산시)(AAc 10% 
도입)

 · PLLA-AAc : 3224%
 · PBT-AAc : 398%
 -혈액친화성 평가(AAc 
10% 도입)

 · PLLA-AAc
   : < 수접촉각 20°
 · PBT-AAc
   : 초친수성

 -세포독성 평가
  : 80% 이상 세포생존율

(L929/NIH 3T3)
 -Proteinase K 이용 생분

해성 평가
  : 5시간 이상 비분해성 

유지

•혈액친화성 매쉬형 소재 

성능평가
 -백혈구 제거율
  : 98% 이상
 -적혈구 회수율
  : 99% 이상
 -혈소판 회수율
  : Pall 대비 83% 

 -Proteinase K 이용 생분
해성 평가

 : 5시간 이상 비분해성 유
지

•방사선 이용 혼합형 필터

재의 성능 평가
 -선진제품 대비 혈액제재 
필터 성능 평가
 : 상용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이 확보된 필터재 3종 
개발
 (PBT, AAc-g-PBT, 
AAc/AEMA-g-PBT)
 -백혈구 제거율 > 98%
 -적혈구 회수율 > 99%
 -혈소판 회수율 > 60%

•전혈 및 혈액제재별 필터 

탑재형 혈액필터시스템 구
조설계 및 기술 확보
 : One-pot 다단계 혈액필
터 시스템의 특허출원
(2014-0156012)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개발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
형 필터 소
재 개발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
형 필터재의 
혈액적합성 
향상을 위한 
코팅소재 3
종 개발

 •필터재의 세

포 생 존 율 
80% 이상

 •필터재의 효

소 비분해성 
5시간 이상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소재 2종 발굴 및 제작
 -Poly(vinyl alcohol)
   : 친수성 소재
 -Poly(L-lactide-co-glycolide)
   : 소수성 소재

•방사선 이용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혈액친화성 향
상기술 개발

 -표면처리용 코팅소재 선
정

  : Acrylic acid(AAc)
 -방사선 조사조건 확립
  : 동시조사법
 ·PVA
  : 50 kGy(10 kGy/h)
 ·PLGA-AAc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소재 3종 개발
 -Poly(vinyl alcohol)  : 친
수성 소재 

 -Poly(L-lactide-co-glycolide)
 -PLGA-AAc 
  : 소수성 소재의 친수성 
개질

 -혈액친화성(친수화도) 2~8
배 증가 

•방사선 이용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혈액친화성 향
상기술 개발

 -L929/NIH 3T3 세포독성 
평가

 : 80% 이상 세포생존율
 -Proteinase K 이용 생분

•방사선 이용 혈액제재별 

필터효율 향상을 위한 필
터구조설계
 -AAc/AEMA 이중 기능기
가 도입된 매쉬형 필터재 
개발

 -매쉬/미립구 혼합형 필터
재 구조설계 완료

•혼합형 필터재의 혈액친화

성 향상기술 개발
 -L929 세포독성 평가
 : 80% 이상 세포생존율 달
성

 -Proteinase K 이용 생분
해성 평가

 : 5시간 이상 비분해성 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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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수행 결과

<1차년도 (2012년)>

◦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매쉬형 필터재의 개발

- 혈액친화성 매쉬형 소재 발굴 및 제작

: PLLA, PBT 매쉬형 2종 개발

- 방사선 이용 매쉬형 필터재의 혈액친화성 향상기술 개발

: 친수화도 평가

◦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개발

-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소재 발굴 및 제작

: PVA, PLGA 하이드로겔형 2종 개발

- 방사선 이용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혈액친화성 향상기술 개발

: 친수화도 평가

유지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필터재의 성
능 평가

◦전혈 분리용 
one-pot 기
반의 매쉬형 
다단계 필터 
시스템 구조
설계 및 기
술 확보

  : 10 kGy(5 kGy/h)
 -방사선 그라프트율 및 혈
액친화성(친수화도) 평가

 ·PLGA-AAc
  : 155%(AAc 2% 도입) 

해성 평가
 : 5시간 이상 비분해성 유
지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소재 성능평가
 -백혈구 제거율
  : Pall 대비 76%
 - 혈구 회수율
  : 99% 이상
 -혈소판 회수율
  : Pall 대비 105% 

•방사선 이용 혼합형 필터

재의 성능 평가
 -선진제품 대비 혈액제재 
필터 성능 평가
 : 상용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이 확보된 필터재 3종 
개발
 (PBT, AAc-g-PBT, 
AAc/AEMA-g-PBT)
 -백혈구 제거율 > 98%
 -적혈구 회수율 > 99%
 -혈소판 회수율 > 60%

•전혈 및 혈액제재별 필터 

탑재형 혈액필터시스템 구
조설계 및 기술 확보
 : One-pot 다단계 혈액필
터 시스템의 특허출원
(2014-015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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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2013년)>

◦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매쉬형 필터재의 개발

- 매쉬형 필터재의 내부 구조제어 및 물성제어 기술 개발 및 최적화

- 매쉬형 필터재의 혈액적합성 향상을 위한 코팅소재 발굴 및 제작

․Poly(L-lactide)(PLLA) 기반 소재, Poly(butylene terephtalate)(PBT) 기

반 소재

- 매쉬형 필터재의 혈액친화성 향상기술 개발 : 친수화도 평가

- 혈액제제 분리용 매쉬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및 생분해성 평가

․L929/NIH 3T3 이용 세포독성 평가

․Proteinase K 이용 생분해성 평가

◦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개발

-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내부 구조제어 및 물성제어 기술 개발 및 최적화

․매쉬형 필터재의 혈액적합성 향상을 위한 코팅소재 발굴 및 제작

: 생체적합성 친수성 소재, 생체적합성 소수성 소재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혈액친화성 향상기술 개발 : 친수화도 평가

- 혈액제제 분리용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및 생분해성 평가

․L929/NIH 3T3 이용 세포독성 평가

․Proteinase K 이용 생분해성 평가

◦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필터재의 성능 평가

- 선진제품(Pall)과의 백혈구 제거 성능 및 적혈구, 혈소판 회수 성능 평가

<3차년도 (2014년)>

◦ 방사선 이용 혈액제재별 필터효율 향상을 위한 필터구조 설계

- 방사선 이용 혈액제재별 필터효율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기능기 도입조

건 확립

- 매쉬형/하이드로겔형 혼합형 필터재 구조설계 및 물성 평가

- 매쉬형/하이드로겔형 혼합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및 생분해성 평가

․L929/NIH 3T3 이용 세포독성 평가

․Proteinase K 이용 생분해성 평가

- 매쉬형/하이드로겔형 혼합형 필터재의 혈액친화성 향상도 평가 : 친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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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가

◦ 방사선 이용 혼합형 필터재의 성능 평가

- 선진제품(Pall) 대비 백혈구 제거 성능 및 적혈구, 혈소판 회수 성능 평가

․농축적혈구용 혈액필터 : 선진제품 대비 동등 이상 성능 구현

․농축혈소판용 혈액필터 : 선진제품 대비 동등 이상 성능 구현

◦ 전혈 분리용 one-pot 기반의 다단계 필터 시스템 구조설계 및 기술 확보

- 전혈 및 혈액제재별 필터 탑재형 필터시스템 구조설계 및 기술 확보

1. 연구수행 내용

<1차년도 (2012년)>

가.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매쉬형 필터재의 개발

(1)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매쉬형 필터 소재 발굴 및 제조

- 방사선 기술 중의 하나인 방사선 그라프팅 방법은 두 가지 이상의 재

료를 결합시켜 각각 재료의 특성을 융합할 수 있어, 기능성 하이브리드

물질 제조에 매우 유용한 기술이므로 산업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기능기 도입으로 생체 적합성

을 높이는 등의 생명공학 분야에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혈액친화성 매쉬형 필터재를 개발하기

위해, 우선 전혈로부터 각 혈액제제의 최적화된 추출방법과 각 혈액성

분의 특성에 따른 필터기재를 선정하고,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필터

기재 표면에 선택적인 기능기를 부여하고자 하였음.

- 현재 시판되고 있는 섬유상의 백혈구 제거 필터는 기공 크기를 조절함

으로써 백혈구를 제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이는 백혈구가

혈액성분 중 존재하는 다른 혈구들과 비교하여 그 크기가 크다는 점

(혈소판: 2 - 5 ㎛, 적혈구: 8 - 10 ㎛, 백혈구: 12 - 16 ㎛)을 이용한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방법으로 제조된 섬유형 시트를 방사선 그

라프팅 기술을 이용하여 친수성의 단량체를 도입시키는 표면개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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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였음. 이는 백혈구 제거 분리필터로 사용함에 있어서 혈소판의 필

터 여재 침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혈소판이 필터 여재를 통과하는

중 필터 여재에 침적으로 인한 여과 효율 저감 방지와 차압의 증가로

인한 혈과 투과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필터 기공 크기 조절에 의한 백혈구 분리를 위

해 폴리에스터계의 고분자인 poly(l-latide)(PLLA)와 poly(butylene

terephtalate)(PBT)를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평균 약 1 ㎛의 직경을

갖는 섬유형 시트를 제작하여 백혈구를 분리하고자 하였음.

(2) PLLA 매쉬형 시트 제작 및 방사선 이용 표면개질

- 실험내용 및 방법

(가) 전기방사를 이용한 나노 섬유형 시트 제작

생분해성 합성 고분자인 poly(L-lactide)(PLLA)를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DCM)과 트리플루오로에탄올(trifluoroethanol, TFE)의

혼합 용매에 3 wt%의 농도로 용해한 후, 15 kV의 전압을 가하여 전기

방사를 실시하였음. 상기의 방사 조건은 선행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시

트 제작을 위한 최적화된 조건을 적용하였음.

(나) 감마선을 이용한 아크릴산 그라프트

전기방사로 제작된 시트는 70% 에탄올과 증류수로 세척한 후, 1~10%

의 아크릴산(acrylic acid, AAc) 수용액에 담지하고, 10 kGy(선량률: 5

kGy/hr)의 감마선(60Co)을 조사하여 아크릴산 그라프트를 수행하였음.

감마선 그라프팅이 완료된 후 조사된 시트는 반응에 참여되지 않은 아

크릴산 단 분자의 제거를 위해 증류수로 반복 세척하고 상온에서 건조

한 후,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였음.

(3) PBT 부직포 시트의 표면개질

- 실험내용 및 방법

(가) 감마선을 이용한 아크릴산 그라프트

폴리에스터계의 고분자인 poly(butylene terephtalate)(PBT, (주)퓨어멤

제공) 부직포 시트를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하여 백혈구 제거 효

율을 증가시키고 적혈구와 혈소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표면개질을 시

도하였음. PBT 부직포 시트를 70% 에탄올과 증류수로 세척한 후

1~10%의 아크릴산(acrylic acid, AAc) 수용액에 담지하고, 60Co 소스의

감마선을 5 kGy/hr의 선량률로 10 kGy를 조사하였음. 감마선 그라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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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료된 후 조사된 시트는 반응에 참여되지 않은 아크릴산 단분자를

제거를 위해 증류수로 반복 세척한 후 상온에서 건조하였으며, 건조 후

에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였음.

[그림 3-1. (주) 퓨어멤에서 제공 받은 PBT의 화학구조(a)와 표면 SEM

관측 결과(저배율(b), 고배율(c))]

나.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개발

(1)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필터 소재 발굴 및 제조

- 하이드로겔은 3차원 망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분을 함유하면서도

우수한 물성과 생체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생체재료 개발분야

에 응용되고 있음. 이러한 하이드로겔의 제조법 중에서 특히, 방사선

가교법은 유해한 화학 가교제나 개시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교

후 잔류 첨가제를 제거할 필요가 없고 가교와 동시에 멸균을 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또한 가교과정에서 열을 가하지 않아도 되며, 방사

선 조사량 조절을 통해 물리적 특성을 제어하는데 용이한 기술임.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가교기술을 이용하여 poly(vinyl alcohol)(PVA)

하이드로겔 미립구를 제작하였음. 제조된 PVA 겔 미립구는 구형의 입

자상으로 여과기의 모양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필터용기에 쉽게 충진할

수 있으며, 용액 내에 혼재된 여러 크기의 입자들을 한번에 분별여과

할 수 있음. 또한, 겔 자체 특성인 부피팽창과 수축특성을 이용하여 사

용된 여과재는 건조 후 수축특성에 의해 여과기 내부 공간을 증가시켜

사용 후 필터재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여과찌꺼기의 제거가 매우 용이

함.

- 또한 친수성이 높은 PVA를 사용함으로써 혈소판의 점착 현상이 적어

여과효율 및 혈액적합성이 우수하고, 적혈구 또는 혈소판의 회수효율

을 높일 수 있음. 또한, 필터 여재의 표면 친수화 단계를 생략할 수 있

어서 제조공정이 간소화할 수 있으며, 수분에 의한 필터재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음. 제조 과정에는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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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환경 친화적인 필터소재임.

(2) 방사선 가교에 의한 PVA 겔 미립구의 제조

- 실험내용 및 방법

(가) PVA 미립구 제작

실험에 사용된 poly(vinyl alcohol)(PVA)는 평균분자량이 85,000 -

124,000인 것을 사용하였음. PVA는 3차 증류수에 10~15%의 농도로 90

°C에서 교반하여 용해한 후, 상온에서 서서히 냉각시킴. 상기의 수용액을

실리콘오일(350 cs)에 1 : 10의 비율로 첨가한 후 Probe type sonicator를

이용하여 30 초간 분산시켰음. 분산된 혼합액을 square dish에 부은 후,

-20 °C에서 서서히 냉동시킨 후 형태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1차적인 물리

적 가교를 수행하였음. 이를 위해 상온에서 해동하는 동결/융해 과정을 3

회 실시 하였음. 상기 해동된 겔을 총 35, 50 kGy의 감마선(60Co)을 선량

률 10 kGy/hr로 조사하였음. 제조된 PVA 겔 미립구를 체에 걸러 아세톤

으로 세척하였음. 이 때, 실험에 사용된 실리콘 오일의 완전한 제거를 위

해 tween 80을 아세톤에 1% 농도로 첨가하였음. 제조된 겔 미립구는 진

공오븐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건조하였음.

[그림 3-2. PVA 겔 미립구 제조 과정]

(3)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PLGA 미립구의 표면개질

- 실험내용 및 방법

(가) PLGA 미립구 제작

실험에 사용된 poly(L-lactide-co-glycolide)(PLGA)(lactide/glycolide

ratio = 50/50)는 평균분자량이 9000인 것을 사용하였음. PLGA 미립구의

제조는 일반적인 미립구 제조 방법 중 하나인 유화 용매 증발법

(oil-in-water, O/W)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먼저 유상 제조를 위해 메

틸렌클로라이드(methylene chloride, MC) 3 ml에 PLGA를 500 - 1500

mg을 첨가하여 용해시켰음. 제조된 용액을 0.5% PVA 수용액에 첨가하

여 균일혼합기를 이용하여 1500 - 3000 rpm에서 30 초간 분산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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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매 증발을 위해 4 시간 동안 개구부를 개방한 상태로 후드 내에서 교

반시킴. 교반 후에는 용액을 증류수로 희석시켜 원심분리기에서 1000

rpm에서 2 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버린 후 증류수로 3회 세척

하여 미립구를 제조하였음. 제조된 미립구는 동결건조기를 사용하여 건

조시켜 사용 전까지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였음.

[그림 3-3. PLGA 미립구 제조 과정]

(나) 감마선을 이용한 아크릴산 그라프트

O/W로 제작된 PLGA 미립구는 70% 에탄올과 증류수로 세척한 후, 0.5

- 2%의 아크릴산(acrylic acid, AAc) 수용액에 담지하고, 10 kGy(선량

률: 5 kGy/hr)의 감마선(60Co)을 조사하여 그라프트 반응을 수행하였음.

감마선이 조사된 미립구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아크릴산 단 분자의 제

거를 위해 증류수로 반복 세척하고 진공에서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였음.

<2차년도 (2013년)>

가.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매쉬형 필터재의 개발

(1) 매쉬형 필터재의 내부 구조제어 및 물성제어 기술 개발 및 최적화

- 방사선 기술 중의 하나인 방사선 그라프팅 방법은 두 가지 이상의 재

료를 결합시켜 각각 재료의 특성을 융합할 수 있어, 기능성 하이브리드

물질 제조에 매우 유용한 기술로서 산업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

는데, 최근에는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기능기 도입으로 생체 적합성을

높이는 등의 생명공학 분야에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혈액친화성 매쉬형 필터재를 개발하기

위해, 우선 전혈로부터 제조된 혈액제제의 특성에 따른 필터기재를 선

정하고,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필터 기재 표면에 선택적인 기능기를

부여하고자 하였음.

- 현재 시판되고 있는 매쉬형(섬유상)의 백혈구 제거 필터는 내부 기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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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함으로써 백혈구를 제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이는 백

혈구가 혈액성분 중 존재하는 다른 혈구들과 비교하여 그 크기가 크다

는 점(혈소판: 2~5 ㎛, 적혈구: 8~10 ㎛, 백혈구: 12~16 ㎛)을 이용한 것

임.

- 당해연도 연구에서는 기년도에 방사선 표면개질로 개발하였던 매쉬형

시트의 내부 구조제어 및 물성제어를 최적화하기 위해 친수성의 단량

체를 추가로 도입시키는 표면개질을 시도하였음. 이는 혈액제제 중 혈

소판 농축제제의 백혈구 제거 분리필터로 사용함에 있어서 혈소판의

필터 여재 침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혈소판이 필터 여재를 통과하

는 중 필터 여재에 침적으로 인한 여과 효율 저감 방지와 차압의 증가

로 인한 혈과 투과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따라서 폴리에스터계 고분자인 poly(L-lactide)(PLLA)와 poly(butylene

terephtalate)(PBT)를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평균 약 1 ㎛의 직경을

갖는 섬유형 시트를 제작하였고, 방사선 그라프팅을 통한 친수성 단량

체인 acrylic acid(AAc), 2-aminoethyl methacrylate(AEMA),

2-hydroxyethyl methacrylate(HEMA), polyethylene glycol

methacrylates(PEGMA)를 추가로 도입하여 백혈구의 제거 및 혈소판

회수율을 증가시키고자 하였음.

(2) 매쉬형 필터재의 혈액적합성 향상을 위한 코팅소재 개발 및 물성평가

(가) PLLA 기반 매쉬형 필터재

- 실험내용 및 방법

․전기방사를 이용한 나노 섬유형 시트 제조

생분해성 합성 고분자인 poly(L-lactide)(PLLA, Resomer L214S)를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DCM)과 트리플루오로에탄올

(trifluoroethanol, TFE)의 혼합 용매에 3 wt%의 농도로 용해한 후, 15

kV의 전압을 가하여 전기방사를 실시하였음. 상기의 방사 조건은 선

행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시트 제작을 위한 최적화된 조건을 적용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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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전기방사법을 이용한 나노섬유 시트 제조]

․감마선을 이용한 PLLA-AAc 제조

전기방사로 제작된 시트는 70% 에탄올과 증류수로 세척한 후,

1~10%의 아크릴산(acrylic acid, AAc) 수용액에 담지하고, 1차년도에

사용되었던 10 kGy 선량과 물성을 비교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25

kGy(선량률: 5 kGy/hr)의 감마선(60Co)을 조사하여 아크릴산 그라프트

를 수행하였음. 감마선 그라프팅이 완료된 후 조사된 시트는 반응에

참여되지 않은 아크릴산 단 분자의 제거를 위해 증류수로 반복 세척

하고 상온에서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였음.

․감마선을 이용한 PLLA-AEMA 제조

전기방사로 제작된 시트는 70% 에탄올과 증류수로 세척한 후, 1~5%

의 2-aminoethyl methacrylate(AEMA) 메탄올 용액에 담지하고, 25

kGy(선량률: 10 kGy/hr)의 감마선(60Co)을 조사하여 AEMA 그라프트

를 수행하였음. 감마선 그라프팅이 완료된 후 조사된 시트는 반응에

참여되지 않은 AEMA 단 분자의 제거를 위해 증류수로 반복 세척하

고 상온에서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였음.

(나) PBT 기반 매쉬형 필터재

- 실험내용 및 방법

․감마선을 이용한 PBT-AAc 제조

폴리에스터계의 고분자인 poly(butylene terephtalate)(PBT, (주)퓨어

멤 제공) 부직포 시트를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하여 백혈구 제

거 효율을 증가시키고 적혈구와 혈소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표면개

질을 시도하였음. PBT 부직포 시트를 70% 에탄올과 증류수로 세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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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10%의 아크릴산(acrylic acid, AAc) 수용액에 담지하고, 감마선

을 5 kGy/hr의 선량률로 1차년도에 사용되었던 10 kGy 선량과 물성

을 비교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25 kGy를 조사하였음. 감마선 그라프

팅이 완료된 후 조사된 시트는 반응에 참여되지 않은 아크릴산 단분

자를 제거를 위해 증류수로 반복 세척한 후 상온에서 건조하였으며,

건조 후에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였음.

․감마선을 이용한 PBT-AEMA 제작

PBT 부직포 시트를 70% 에탄올과 증류수로 세척한 후, 1~5%의

2-aminoethyl methacrylate(AEMA) 메탄올 용액에 담지하고, 25 kGy

(선량률: 10 kGy/hr)의 감마선(60Co)을 조사하여 AEMA 그라프트를

수행하였음. 감마선 그라프팅이 완료된 후 조사된 시트는 반응에 참여

되지 않은 AEMA 단 분자의 제거를 위해 증류수로 반복 세척하고 상

온에서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였음.

․감마선을 이용한 PBT-HEMA 제작

PBT 부직포 시트를 70% 에탄올과 증류수로 세척한 후, 2~8 mM의

FeCl3 inhibitor가 포함된 0.5~2%의 2-hydroxyethyl

methacrylate(HEMA) 수용액에 담지하고, 1~10 kGy(선량률: 5

kGy/hr)의 감마선(60Co)을 조사하여 HEMA 그라프트를 수행하였음.

감마선 그라프팅이 완료된 후 조사된 시트는 반응에 참여되지 않은

HEMA 단 분자의 제거를 위해 증류수로 반복 세척하고 상온에서 건

조한 후,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였음.

․감마선을 이용한 PBT-PEGMA 제조

우선 homopolymerization을 방지하기 위해 전조사를 이용하여

polyethylene glycol methacrylates(PEGMA)의 그라프트를 수행함.

PBT 부직포 시트를 5 kGy/hr의 선량율로 감마선(60Co)을 50~120 kGy

조사한 후 반응 전 까지 -130 ℃에서 보관함. 전조사된 PBT를 50 ml

의 10~30% PEGMA 용액에 담지한 후 60~70℃에서 20분 동안 질소

분위기에서 반응하여 PEGMA를 그라프트를 수행하였음. 그라프팅이

완료된 후 조사된 시트는 반응에 참여되지 않은 PEGMA 단 분자의

제거를 위해 증류수로 반복 세척하고 상온에서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

에 보관하였음. 다음으로, PBT 부직포 시트를 70% 에탄올과 증류수

로 세척한 후, 1~4 mM의 Mohr's salt inhibitor가 포함된 5%의

PEGMA 수용액에 담지하고, 10 kGy(선량률: 10 kGy/hr)의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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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Co)을 조사하여 PEGMA 그라프트를 수행하였음. 감마선 그라프팅

이 완료된 후 조사된 시트는 반응에 참여되지 않은 PEGMA 단 분자

의 제거를 위해 증류수로 반복 세척하고 상온에서 건조한 후, 데시케

이터에 보관하였음.

(다) 혈액제제 분리용 매쉬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및 생분해성 평가

․매쉬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평가

- 실험내용 및 방법

매쉬형 필터재의 세포독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L929, NIH 3T3 세포를

이용하여 세포독성평가를 수행하였음. 매쉬형 필터재를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high glucose 배지에 6 cm2/ml 비

율로 48 시간 동안 추출 한 후 멸균필터를 수행하였음. L929, NIH 3T3

세포를 96 well plate 에 2×104 개가 되도록 seeding하여 하루 간 배양

하고, 필터한 추출용액을 100, 80, 50, 30, 20, 10, 1, 0.5% 농도로 세포

가 배양된 96 well plate에 처리하였음. 이를 하루 간 더 배양한 후,

cell counting kit(CCK)-8 시약을 처리하고 2시간 더 배양하였음. 그 후

ELISA를 이용해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독성을 평가함.

․매쉬형 필터재의 생분해성 평가

- 실험내용 및 방법

매쉬형 필터재의 생분해성을 proteinase K 효소(from tritirachium

album, sigma, USA)를 이용하여 평가함. 매쉬형 필터재(5 mm x 5

mm)를 proteinase K 용액(200 μg/ml tris-HCl buffer pH 8.5) 1 ml

에 담지한 후, 37 ℃에서 1, 3, 5, 24, 48 hr 동안 교반하였음. 생분해

시험이 끝난 샘플을 꺼내어 proteinase K 용액을 제거 후, 에탄올과

증류수로 반복세척을 하여 진공오븐에서 24 hr 동안 건조하였음. 생분

해율은 PBT 시트의 무게를 재어 감소된 무게의 백분율비로 평가하였

음.

Degree of degradation(%) 

 
× 

W0= 초기 무게

Wa= 분해 후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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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개발

(1)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내부 구조제어 및 물성제어 기술개발 및 최적화

- 하이드로겔은 3차원 망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분을 함유하면서도

우수한 물성과 생체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생체재료 개발 분야

에 응용되고 있음. 이러한 하이드로겔의 제조법 중에서 특히, 방사선

가교법은 유해한 화학 가교제나 개시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교

후 잔류 첨가제를 제거할 필요가 없고 가교와 동시에 멸균을 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또한 가교과정에서 열을 가하지 않아도 되며, 방사

선 조사량 조절을 통해 물리적 특성을 제어하는데 용이한 기술임.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가교기술을 이용하여 poly(vinyl alcohol)(PVA)

및 poly(L-lactide-co-glycolide)(PLGA) 하이드로겔 미립구를 제작하였

음. 제조된 겔 미립구는 구형의 입자상으로 여과기의 모양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필터용기에 쉽게 충진할 수 있으며, 용액 내에 혼재된 여러

크기의 입자들을 한번에 분별여과할 수 있음. 특히 PVA의 경우 겔 자

체 특성인 부피팽창과 수축특성을 이용하여 사용된 여과재는 건조 후

수축특성에 의해 여과기 내부 공간을 증가시켜 사용 후 필터재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여과찌꺼기의 제거가 매우 용이함.

- 또한 친수성이 높은 PVA 및 방사선 표면개질로 친수화된 PLGA를 사

용함으로써 혈소판의 점착 현상이 적어 여과효율 및 혈액적합성이 우

수하고, 혈소판의 회수효율을 높일 수 있음. 또한, 필터 여재의 표면 친

수화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서 제조공정이 간소화할 수 있으며, 수분

에 의한 필터재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음. 제조 과정에는 인체에 유해

한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환경 친화적인 필터소재임.

(2)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혈액적합성 향상을 위한 코팅소재 개발 및 물성

평가

(가) PVA 기반 하이드로겔형 필터재

- 실험내용 및 방법

․PVA 미립구 제조

실험에 사용된 poly(vinyl alcohol)(PVA)는 평균분자량이

85,000~124,000인 것을 사용하였음. PVA는 3차 증류수에 10~15%의

농도로 90 °C에서 교반하여 용해한 후, 상온에서 서서히 냉각시킴.

상기의 수용액을 실리콘 오일(350 cs)에 1 : 10의 비율로 첨가한 후

Probe type sonicator(Branson digital sonicator, USA)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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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간 분산시켰음. 분산된 혼합액을 square dish에 부은 후, -20 °C

에서 서서히 냉동시킨 후 형태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1차적인 물리적

가교를 수행하였음. 이를 위해 상온에서 해동하는 동결/융해 과정을

3회 실시하였음. 상기 해동된 겔을 총 35, 50 kGy의 감마선(60Co)을

선량률 10 kGy/hr로 조사하였음. 제조된 PVA 겔 미립구를 체에 걸

러 아세톤으로 세척하였음. 이 때, 실험에 사용된 실리콘 오일의 완

전한 제거를 위해 tween 80을 아세톤에 1% 농도로 첨가하였음. 제조

된 겔 미립구는 진공오븐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건조하였음.

(나) PLGA 기반 하이드로겔형 필터재

- 실험내용 및 방법

․PLGA 미립구 제조

실험에 사용된 poly(L-lactide-co-glycolide)(PLGA)(lactide/glycolide

ratio=50/50)는 평균분자량이 9000인 것을 사용하였음. PLGA 미립구

의 제조는 일반적인 미립구 제조 방법 중 하나인 유화 용매 증발법

(oil-in-water, O/W)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먼저 유상 제조를 위해

메틸렌클로라이드(methylene chloride, MC) 3 ml에 PLGA를

500~1500 mg을 첨가하여 용해시켰음. 제조된 용액을 0.5% PVA 수

용액에 첨가하여 균일혼합기를 이용하여 1500~3000 rpm에서 30 초간

분산시킨 후, 용매 증발을 위해 4시간 동안 개구부를 개방한 상태로

후드 내에서 교반시킴. 교반 후에는 용액을 증류수로 희석시켜 원심

분리기에서 1000 rpm에서 2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버린 후

증류수로 3회 세척하여 미립구를 제조하였음. 제조된 미립구는 동결

건조기를 사용하여 건조시켜 사용 전까지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였음.

․감마선을 이용한 PLGA-AAc 제조

O/W로 제작된 PLGA 미립구는 70% 에탄올과 증류수로 세척한 후,

0.5~2%의 아크릴산(acrylic acid, AAc) 수용액에 담지하고, 1차년도에

사용되었던 10 kGy 선량과 물성을 비교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25

kGy(선량률: 5 kGy/hr)의 감마선(60Co)을 조사하여 그라프트 반응을

수행하였음. 감마선이 조사된 미립구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아크릴

산 단 분자의 제거를 위해 증류수로 반복 세척하고 진공에서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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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액제제 분리용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및 생분해성 평가

(가)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평가

- 실험내용 및 방법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세포독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L929, NIH 3T3

세포를 이용하여 세포독성평가를 수행하였음. 하이드로겔형 필터재를

DMEM High glucose 배지에 0.2 g/ml 비율로 48시간 동안 추출 한 후

멸균필터를 수행함. L929, NIH 3T3 세포를 96 well plate에 2×104 개가

되도록 seeding하여 하루 간 배양하고, 필터한 추출용액을 100, 80, 50,

30, 20, 10, 1, 0.5% 농도로 세포가 배양된 96 well plate에 처리하였음.

이를 하루 간 더 배양한 후, CCK-8 시약을 처리하고 2시간 더 배양함.

그 후 ELISA를 이용해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독성을 평

가함.

(나)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생분해성 평가

- 실험내용 및 방법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생분해성을 proteinase K 효소(from

tritirachium album, sigma, USA)를 이용하여 평가함. 미립구 15 mg

을 proteinase K 용액(200 μg/ml tris-HCl buffer pH 8.5) 1 ml에 담

지한 후, 37 ℃에서 1, 3, 5, 24, 48 hr 동안 교반하였음. 생분해 시험이

끝난 샘플을 꺼내어 proteinase K 용액을 제거 후, 에탄올과 증류수로

반복세척을 하여 진공오븐에서 24 hr동안 건조하였음. 분해율은 하이

드로겔형의 무게를 재어 감소된 무게의 백분율비로 평가하였음.

Degree of degradation(%) 

 
× 

W0= 초기 무게

Wa= 분해 후 무게

라.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필터재의 성능 평가

(1) 선진제품과의 혈액필터 성능 평가

- 실험내용 및 방법

자원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을 항응고제인 sodium

citrate/phosphate/adenine 혼합액(S00163, 녹십자 MS, 0.14 ml/ml

blood)에 넣어 잘 혼합시킨 후 제조된 매쉬형/하이드로겔형 필터재에

통과시켜 혈액필터재의 성능을 평가하였음. 필터에서 통과된 혈액은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적혈구, 백혈구 및 혈소판의 개수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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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터성능을 평가하였음.

[그림 3-5. 제작된 혈액 통과용 필터 시린지 및 성능 평가]

<3차년도 (2014년)>

마. 방사선 이용 혈액제재별 필터효율 향상을 위한 필터구조 설계

- 당해연도 연구에서는 기년도에 내부 구조제어 및 물성제어를 최적화하기

위해 친수성의 단량체를 추가로 도입시키는 방사선 표면개질로 개발하였

던 매쉬형 시트를 더 발전시켜 친수성 고분자로 하이드로겔 미립자를 만

들고 매쉬형 시트와 혼합 사용함으로써 백혈구를 효과적으로 분리제거하

고 적혈구와 혈소판의 필터 여재 침적을 낮춤으로서 회수율의 저감 방지

와 차압의 증가로 인한 혈과 투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음.

- 매쉬형 시트는 폴리에스터계 고분자인 poly(butylene terephtalate)(PBT)

를 기반으로, 방사선 그라프팅을 통한 친수성 단량체인 acrylic

acid(AAc)와 2-aminoethyl methacrylate(AEMA)를 도입하여, 백혈구의

제거율은 물론 적혈구와 혈소판의 회수율을 높이고자 하였음.

- 하이드로겔형 미립구는 방사선 가교기술을 이용하여 poly(vinyl

alcohol)(PVA) 기반으로 제조하였음. 제조된 겔 미립구는 구형의 입자상

으로 여과기의 모양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필터용기에 쉽게 충진할 수 있

으며, 용액 내에 혼재된 여러 크기의 입자들을 한번에 분별여과할 수 있

음. 특히 PVA의 경우 겔 자체 특성인 부피팽창과 수축특성을 이용하여

사용된 여과재는 건조 후 수축특성에 의해 여과기 내부 공간을 증가시켜

사용 후 필터재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여과찌꺼기의 제거가 매우 용이함.

- 또한 친수성이 높은 PVA를 사용함으로써 혈소판의 점착 현상이 적어 여

과효율 및 혈액적합성이 우수하고, 혈소판의 회수효율을 높일 수 있음.

또한, 필터 여재의 표면 친수화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서 제조공정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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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할 수 있으며, 수분에 의한 필터재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음. 제조

과정에는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환경 친화적인

필터소재임.

(1) 방사선 이용 혈액제재별 필터효율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기능기 도입조

건 확립

(가) 아크릴계 및 아민계 모노머의 혼합 도입조건 확립

- 실험내용 및 방법

폴리에스터계의 고분자인 poly(butylene terephtalate)(PBT, (주)퓨어

멤 제공) 부직포 시트를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하여 백혈구 제

거 효율을 증가시키고 적혈구와 혈소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표면개

질을 시도하였음. PBT 부직포 시트를 70% 에탄올과 증류수로 세척하

여 0.01M Mohr salt’s를 녹인 증류수에 아크릴산(acrylic acid, AAc)

을 10 wt%로 혼합한 용액과 메탄올에 10 wt%로 AEMA를 용해시킨

용액을 AAc : AEMA(0:100, 30:70, 50:50, 70:30, 100:0)의 비율로 제조

한 용액에 담지 하였음. 그 후, 감마선을 10 kGy/hr의 선량률로 10,

25 kGy로 각각 조사하였음. 감마선 그라프팅이 완료된 후 조사된 시

트는 반응에 참여되지 않은 AAc와 AEMA 단분자를 제거를 위해 증

류수로 반복 세척한 후 상온에서 건조하였으며, 건조 후에 데시케이터

에 보관하였음.

[그림 3-6. 감마선을 이용한 AAc/AEMA-g-PBT 제조 방법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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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Ac/AEMA-g-PBT 매쉬형 필터재의 혈액친화성 향상도 평가

- 실험내용 및 방법

소수성을 띄는 PBT 시트에 방사선 그라프팅 방법을 통해 표면을 친

수화시킨 AAc/AEMA-g-PBT 필터재의 표면 친수성 평가를 위해 물

방울을 떨어뜨려 친수성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Contact angle

analyzer(phoenix-300, SEO, Koera)를 이용하여 필터재의 혈액친화성

을 분석하였음.

(2)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미립구 필터재의 개발

- 친수성이 높은 PVA를 사용함으로써 혈소판의 점착 현상이 적어 여과

효율 및 혈액적합성이 우수하고, 적혈구 또는 혈소판의 회수효율을 높

일 수 있음. 또한, 필터 여재의 표면 친수화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서

제조공정이 간소화할 수 있으며, 방사선 가교구조 형성으로 수분에 의

한 필터재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음. 제조 과정에는 인체에 유해한 유

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환경 친화적인 필터소재임.

(가) PVA 기반 하이드로겔형 미립구 필터재 제조

- 실험내용 및 방법

[그림 3-7. PVA 미립구 제조 과정 도식화]

실험에 사용된 poly(vinyl alcohol)(PVA)는 평균분자량이

85,000~124,000인 것을 사용하였음. 2차년도에서 보다 고농도의 PVA는

3차 증류수에 15, 20 wt%의 농도가 되도록 무게를 재어 첨가하고 실리

콘 오일(350 cs)과의 비율이 1 : 10이 되게 증류수, PVA, 실리콘 오일

을 한번에 혼합한 후 Autoclave를 이용하여 용해하였음. 상기의 혼합액

을 Probe type sonicator(Branson digital sonicator, USA)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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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간 분산시켰음. 분산된 혼합액을 square dish에 부은 후, -20 °C에

서 서서히 냉동시킨 후 형태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1차적인 물리적 가

교를 수행하였음. 이를 위해 상온에서 해동하는 동결/융해 과정을 3회

실시하였음. 상기 해동된 겔을 총 2차년도에서 보다 낮은선량으로 10,

25 kGy의 감마선(60Co)을 선량률 10 kGy/hr로 조사하였음. 제조된

PVA 겔 미립구를 체에 걸러 실험에 사용된 실리콘 오일의 완전한 제

거를 위해 1 % tween 80을 섞은 아세톤으로 총 4회 세척 후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세톤만 사용하여 세척하였음. 제조된 겔 미립구는 아세톤

을 날리기 위해 진공오븐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건조하였음.

(3) 매쉬형/하이드로겔형 혼합형 필터재 구조설계 및 물성 평가

(가) AAc/AEMA-g-PBT 시트:PVA 미립구 혼합형 필터재 제조

- 혼합형 필터재 제조를 위해, 출구를 멸균된 솜으로 막은 2 ml 시린지

에 직경 1 cm biopunch를 이용하여 자른 AAc/AEMA-g-PBT 매쉬,

PVA 하이드로겔형 미립구를 틈새 없이 촘촘히 쌓아 시린지 안에 넣

어 제작하였음.

(나) 매쉬형/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및 생분해성 평가

․매쉬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평가

- 실험내용 및 방법

매쉬형 필터재의 세포독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포독성평가 지표

ISO 109939-5에 제시된 의료기기 세포독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준수

하여 L929세포를 이용한 세포독성평가를 수행하였음. 매쉬형 필터재

를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high glucose 배

지에 6 cm2/ml 비율로 48 시간 동안 추출 한 후 멸균필터를 수행하

였음. L929세포를 96 well plate 에 2×104 개가 되도록 seeding하여

24 시간 배양하고, 각각의 추출용액을 100, 80, 50, 30, 20, 10, 5, 1 %

농도로 세포가 배양된 96 well plate에 처리하였음. 이를 24 시간 더

배양한 후, cell counting kit(CCK)-8 시약을 처리하고 1 시간 더 배

양하였음. 그 후 ELISA를 이용해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

포독성을 평가함.

(2)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평가

- 실험내용 및 방법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세포독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포독성평가 지

표 ISO 109939-5에 제시된 의료기기 세포독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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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L929 세포를 이용하여 세포독성평가를 수행하였음. 하이드로겔형

필터재를 DMEM High glucose 배지에 0.2 g/ml 비율로 48 시간 동안

추출 한 후 멸균필터를 수행함. L929 세포를 96 well plate에 2×104 개

가 되도록 seeding하여 하루 간 배양하고, 필터한 추출용액을 100, 80,

50, 30, 20, 10, 1, 0.5 % 농도로 세포가 배양된 96 well plate에 처리하

였음. 이를 하루 간 더 배양한 후, CCK-8 시약을 처리하고 2시간 더

배양함. 그 후 ELISA를 이용해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독

성을 평가함.

(3) 매쉬형 필터재의 생분해성 평가

- 실험내용 및 방법

매쉬형 필터재의 생분해성을 proteinase K 효소(from tritirachium

album, Sigma, USA)를 이용하여 평가함. 매쉬형 필터재(5 mm x 5

mm)를 proteinase K 용액(200 μg/ml tris-HCl buffer pH 8.5) 1 ml

에 담지한 후, 37 ℃에서 1, 3, 5 hr 동안 교반하였음. 생분해 시험이

끝난 샘플을 꺼내어 proteinase K 용액을 제거 후, 에탄올과 증류수로

반복세척을 하여 진공오븐에서 24 hr 동안 건조하였음. 생분해율은

PBT 시트의 무게를 재어 감소된 무게의 백분율비로 평가하였음.

Degree of degradation(%) 

 
× 

W0= 초기 무게

Wa= 분해 후 무게

(4)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생분해성 평가

- 실험내용 및 방법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생분해성을 proteinase K 효소(from

tritirachium album, Sigma, USA)를 이용하여 평가함. 미립구 15 mg

을 proteinase K 용액(200 μg/ml tris-HCl buffer pH 8.5) 1 ml에 담

지한 후, 37 ℃에서 1, 3, 5 hr 동안 교반하였음. 생분해 시험이 끝난

샘플을 꺼내어 proteinase K 용액을 제거 후, 에탄올과 증류수로 반복

세척을 하여 진공오븐에서 24 hr동안 건조하였음. 분해율은 하이드로

겔형의 무게를 재어 감소된 무게의 백분율비로 평가하였음.

Degree of degradation(%) 

 
× 

W0= 초기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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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 분해 후 무게

바. 방사선 이용 혼합형 필터재의 성능 평가

(1) 선진제품(Pall) 대비 백혈구 제거성능 및 적혈구, 혈소판 회수성능 평가

- 실험내용 및 방법

제조된 매쉬형 필터재와 하이드로겔형 미립구 필터재, 그리고 매쉬/

미립구 혼합형 필터재는 입구를 멸균된 솜으로 막은 2 ml 시린지에

틈새 없이 넣어 제작한 후, 자원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을 항응고제인

sodium citrate/phosphate/adenine 혼합액(S00163, 녹십자 MS, 0.14

ml/ml blood)에 넣어 잘 혼합시킨 후, 제조된 각 필터재에 통과시켜

혈액필터재의 성능을 평가하였음. 필터에서 통과된 혈액은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적혈구, 백혈구 및 혈소판의 개수를 측정

하여 필터성능을 평가하였음.

[그림 3-8. 제작된 혈액필터용 필터 시린지 및 성능 평가]

바. 전혈 분리용 one-pot 기반의 다단계 필터 시스템 구조설계 및 기술

확보

- 전혈 및 혈액제재별 필터 탑재형 필터시스템 구조설계 및 기술 확보를

위해 one-pot 다단계 혈액필터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도안 및 개발내용

의 특허출원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2. 연구수행 결과

<1차년도 (2012년)>

가.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매쉬형 필터재의 개발

(1)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매쉬형 필터소재 개발 및 혈액친화성 향상기술

개발

(가) PLLA 섬유형 시트 제작 및 표면개질

․AAc-PLLA 시트의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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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 방사선 조사에 의한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LLA 시트의

SEM 표면 사진을 나타내었음. 아크릴산의 농도는 1 – 10 %로 그라

프트 하였으며, 방사선 그라프트 전·후의 변형된 구조는 발견되지 않

았음.

[그림 3-9. 방사선 조사에 의한 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PLLA 시트의 
SEM 표면사진]

․감마선을 이용한 아크릴산 그라프트율 분석

전기방사된 PLLA 시트의 아크릴산 그라프트율의 변화는 톨루이딘블

루오 (toluidine blue O, TBO) 염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농도의 아크릴산에서는 낮은 그라프트율을

보여 주었으나, 아크릴산의 농도가 고농도일 경우 그라프트율이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음.

이러한 톨루이딘블루오의 염색 경향은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시트에 염색된 톨루이딘블루오를 용출시킨 후 흡광도를 측정해 본 결

과, 그림 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크릴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라프트율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이러한 결과

로 보아 아크릴산의 농도가 그라프트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방사선 그라프팅 반응의 일반적인 반응 수율인 그라프트율로

환산하였을 때, 톨루이딘블루오 정량 결과로부터 도출해낸 식은 다음

과 같음.



 × 

여기서 W0는 그라프트 전의 시트의 무게이며, Wg는 정량된 톨루이

딘블루오의 값이고, 72.06이라는 수치는 아크릴산의 분자량임. PLLA

시트의 그라프트율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크릴산의 농도가 증

가할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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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PLLA 시트의 아크릴산 농도에 따른 그라프트율]

아크릴산 농도 (%) 그라프트율 (%)a 그라프트율 (%)b

0 0 0

1 448.36 105.64

5 914.40 215.45

10 3224.08 759.66

*a: TBO 흡착량 환산시, b: 아크릴산 그라프트량 환산시

[그림 3-10. 톨루이딘블루오 염색을 이용한 아크릴산의

그라프트 변화 (a)와 그라프트율 정량 (b)]

․감마선이 조사된 PLLA 시트의 표면 친수성 평가

감마선이 조사된 PLLA 시트의 표면 친수성을 평가를 통해 개발된

시트의 혈액친화성을 판단하고자 하였음. 다양한 농도로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시료의 물 접촉각을 분석하였음. 순수한 PLLA 시트는 약

80°의 물 접촉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에 따라

감소하여 10 wt% 아크릴산에서는 초기에 약 50° 였던 접촉각이 시간

이 흐름에 따라 약 20° 까지 감소되었음. 또한 아크릴산의 농도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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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접촉각의 감소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3).

[그림 3-11. 아크릴산 그라프트 농도별 물 접촉각 대표 이미지 (a)와
dynamic 물 접촉각 평가 (b)]

․감마선이 조사된 PLLA 시트의 표면 특성 분석

[그림 3-12. PLLA 시트의 ATR-FTIR 분석 결과]

감마선에 의해 아크릴산이 도입된 PLLA 시트의 표면 특성 분석을

위해 ATR-FTIR 분석을 수행하였음.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PLLA 시트는 아크릴산의 그라프트에 따라 아크릴산의 COOH 피크

(1740 cm-1)가 관찰되었음. PLLA 시트에 그라프트된 아크릴산이 표면

특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나) PBT 부직포 시트의 표면개질

․아크릴산 농도에 따른 PBT 시트의 형태 변화

감마선을 이용하여 아크릴산을 그라프트한 PBT 시트의 형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SEM을 사용하여 관찰하였음. 감마선 조사 전과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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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구조는 발견되지 않았음(그림 5).

[그림 3-13. 아크릴산 그라프트 전·후의 PBT 시트의 SEM 관측 결과]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BT 시트의 표면 특성 분석

감마선에 의해 아크릴산이 도입된 PBT 시트의 표면 특성 분석을 위

해 ATR-FTIR 분석을 수행하였음.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PBT

시트 내에 존재하는 주 피크(1740 cm-1)와 중첩되어 아크릴산의 카르

복실기 특성화 피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음.

[그림 3-14. PBT 시트의 ATR-FTIR 분석 결과]

․감마선을 이용한 아크릴산 그라프트율 분석

전기방사된 PBT 시트의 아크릴산 그라프트율의 변화는 톨루이딘블

루오 (toluidine blue O, TBO) 염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7(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농도의 아크릴산에서는 낮은 그라프트율을

보여 주었으나, 아크릴산의 농도가 고농도일 경우 그라프트율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음.

이러한 톨루이딘블루오의 염색 경향은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시트에 염색된 톨루이딘블루오를 용출시킨 후 흡광도를 측정해 본 결

과, 그림 7(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크릴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라프트율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이러한 결과

로 보아 아크릴산의 농도가 그라프트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방사선 그라프팅 반응의 일반적인 반응 수율인 그라프트율로

환산하였을 때, 톨루이딘블루오 정량 결과로부터 도출해낸 식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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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음.



 × 

여기서 W0는 그라프트 전의 시트의 무게이며, Wg는 정량된 톨루이

딘블루오의 값이고, 72.06이라는 수치는 아크릴산의 분자량임. PBT 시

트의 그라프트율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크릴산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2. PBT 시트의 아크릴산 농도에 따른 그라프트율]

아크릴산 농도 (%) 그라프트율 (%)a 그라프트율 (%)b

0 0 0

1 82.48 19.43

3 147.86 34.84

5 207.59 48.91

10 398.31 93.85

*a: TBO 흡착량 환산시, b: 아크릴산 그라프트량 환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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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톨루이딘블루오 염색을 이용한 아크릴산의 그라프트

변화 (a)와 그라프트율 정량 (b)]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BT 시트의 표면 친수성 평가

감마선이 조사된 PBT 시트의 표면 친수성을 평가하여 개발된 필터

재의 혈액친화성을 판단하고자 하였음. 다양한 농도로 아크릴산이 그

라프트된 시료의 물 접촉각을 분석하였음. 순수한 PBT 시트는 약 80°

의 물 접촉각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에 따라 감

소하여 5 wt% 아크릴산에서는 초기에 약 70° 였던 접촉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PBT 시트에 점차 완전한 흡수를 보였으며, 10 wt% 아

크릴산에서는 완전히 흡수되어 매우 높은 친수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

음. 또한 아크릴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접촉각의 감소폭이 커지는 것

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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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아크릴산 그라프트 농도별 물 접촉각 대표 이미지 (a)와
dynamic 물 접촉각 평가 (b)]

나.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개발

(1)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필터 소재 발굴 및 제조

(가) 방사선 가교에 의한 PVA 미립구의 제조

․PVA 농도에 따른 미립구의 형태 분석

제조된 PVA 미립구의 입자 크기 및 형태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그림 3-17. PVA 미립구의 SEM 이미지]

그림 9는 PVA 농도에 따른 미립구의 이미지임. 제조된 미립구는 전

반적으로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PVA의 농도가 높을수록 구의

형태가 더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이것은 PVA 농도가 낮을수록

방사선 가교율이 감소하여 가교가 덜 진행된 PVA가 건조과정에서 서

로 달라붙는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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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 가교에 의한 PLGA 미립구의 제조

․PLGA 농도에 따른 PLGA 미립구의 형태 분석

제조된 PLGA 미립구의 입자 크기 및 형태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그림 10은 PLGA 첨가량과 균일분산기

의 RPM에 따른 미립구의 이미지임. 제조된 미립구는 전반적으로 구

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PLGA의 농도가 높을수록, 균일분산기의

RPM 속도가 낮을수록 미립구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18. PLGA 미립구의 SEM 이미지]

(2) 방사선 이용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혈액친화성 향상기술 개발

(가)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PLGA 미립구의 표면개질

․AAc-PLGA 미립구의 특성 평가

[그림 3-19. 아크릴산 그라프트 전·후의 PLGA 미립구의 SEM 관측
결과]

그림 11에 방사선 조사에 의한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LGA(PLGA

1500 mg, MC 3 ml) 미립구의 SEM 이미지를 나타내었음. 아크릴산의

농도는 0.5 – 2 %로 그라프트하였으며, 방사선 그라프트 전·후의 변

형된 구조는 발견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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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을 이용한 아크릴산 그라프트율 분석

전기방사된 PLGA 미립구의 아크릴산 그라프트율의 변화는 톨루이딘

블루오(toluidine blue O, TBO) 염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1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농도의 아크릴산에서는 낮은 그라프트율

을 보여 주었으나, 아크릴산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라프트율이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음.

이러한 톨루이딘블루오의 염색 경향은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미립구에 염색된 톨루이딘블루오를 용출시킨 후 흡광도를 측정해 본

결과, 그림 1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크릴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그라프트율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이러한 결

과로 보아 아크릴산의 농도가 그라프트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3-20. 톨루이딘블루오 염색을 이용한 아크릴산의 그라프트 변화
(a)와 그라프트율 정량 (b)]

또한 방사선 그라프팅 반응의 일반적인 반응 수율인 그라프트율로

환산하였을 때, 톨루이딘블루오 정량 결과로부터 도출해낸 식은 다음

과 같음.



 × 

여기서 W0는 그라프트 전의 시트의 무게이며, Wg는 정량된 톨루이

딘블루오의 값, 72.06이라는 수치는 아크릴산의 분자량임. PLGA 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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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그라프트율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크릴산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3. PLGA 미립구의 아크릴산 농도에 따른 그라프트율]

아크릴산 농도 (%) 그라프트율 (%)a 그라프트율 (%)b

0 0 0

0.5 1.53 0.36

1 36.94 8.7

2 155.38 36.61

*a: TBO 흡착량 환산시, b: 아크릴산 그라프트량 환산시

․감마선이 조사된 PLGA 미립구의 표면 특성 분석

감마선에 의해 아크릴산이 도입된 PLGA 미립구의 표면 특성 분석을

위해 ATR-FTIR 분석을 수행하였음.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PLGA 미립구는 아크릴산의 그라프트에 따라 아크릴산의 COOH 피크

(1740 cm-1)가 관찰되었음. 이 결과로 PLGA 미립구에 그라프트된 아

크릴산이 표면 특성, 즉 친수화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음.

[그림 3-21. PLGA 미립구의 ATR-FTIR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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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2013년)>

다.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매쉬형 필터재의 개발

(1) 매쉬형 필터재의 내부 구조제어 및 물성제어 기술 개발 및 최적화

(가) 매쉬형 필터재의 혈액적합성 향상을 위한 코팅소재 개발 및 물성평가

1) PLLA 기반 매쉬형 필터재

․PLLA-AAc 시트의 특성 평가

- PLLA-AAc의 형태학적 SEM 분석

그림 1에 방사선에 의해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LLA 시트의

SEM 분석 사진을 나타내었음. 아크릴산의 농도는 1~10%로 그라프

트되었으며, 방사선 그라프트 전·후의 뚜렷한 외형상 구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또한 방사선 조사선량을 25 kGy로 증가시킨 경

우에도 외형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그림 3-22. PLLA-AAc의 SEM 분석 사진]

- PLLA-AAc의 아크릴산 그라프트율 분석

전기방사로 제조된 PLLA 시트의 아크릴산 그라프트율의 변화는

톨루이딘블루오(toluidine blue O, TBO) 염색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그림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크릴산의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그

라프트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음. 이러한 결과를 TBO의

염색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PLLA 시트에 염색된

TBO를 용출시킨 후 흡광도를 측정해 본 결과, 그림 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크릴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라프트율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그라프트율을 계산하기 위해

TBO 정량 결과로부터 환산한 식은 아래와 같음.

Degree of gra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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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0는 그라프트 전의 시트의 무게이며, Wg는 정량된 TBO

의 값이고, 72.06이라는 수치는 아크릴산의 분자량임. PLLA 시트의

그라프트율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크릴산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아크릴산의 그라프

트율은 방사선 조사선량을 25 kGy로 증가시켜도 뚜렷한 증가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음.

[그림 3-23. TBO 염색을 이용한 AAc의 그라프트 변화(a)와

그라프트율(b)]

[표 3-4. PLLA 시트의 아크릴산 농도에 따른 그라프트율]

AAc 농도 (%)
그라프트율 (%)a 그라프트율 (%)b

10 kGy 25 kGy 10 kGy 25 kGy
0 0 0 0 0

1 448.36 450.13 105.64 106.45

5 914.40 919.80 215.45 221.72

10 3224.08 3181.36 759.66 753.86

*a: TBO 흡착량 환산시, b: AAc 그라프트량 환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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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LA-AAc의 표면 친수성 평가

감마선이 조사된 PLLA 시트의 표면 친수성을 평가를 통해 개발된

시트의 혈액친화성을 판단하고자 하였음. 다양한 농도로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시료의 물 접촉각을 분석하였음. 순수한 PLLA 시트는

약 80°의 물 접촉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에

따라 감소하여 10 wt% 아크릴산에서는 초기에 약 50° 였던 접촉각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 20° 까지 감소되었음. 또한 아크릴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접촉각의 감소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감

마선 25 kGy가 조사된 PLLA에서는 10 kGy와 비교하여 5 % 아크

릴산에서 접촉각 감소 수치가 약간 달라졌지만 전체적인 아크릴산

농도에 따른 경향은 비슷하였음(그림 3).

[그림 3-24. AAc 농도별 PLLA-AAc의 물 접촉각 대표 이미지와

dynamic 물 접촉각; 10 kGy((a), (b)), 25 kGy((c), (d))]

- PLLA-AAc의 화학구조 분석

감마선에 의해 아크릴산이 도입된 PLLA 시트의 화학구조 분석을

위해 ATR-FTIR 분석을 수행하였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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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LA 시트는 아크릴산의 그라프트에 따라 아크릴산의 COOH 피크

(1740 cm-1)가 관찰되었음. PLLA 시트에 그라프트된 아크릴산이 표

면 특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감마선 조사선량

이 25 kGy로 증가시킨 경우 COOH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intensity는 10 kGy와 큰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음(그림 4).

[그림 3-25. PLLA-AAc의 ATR-FTIR 분석 결과]

․PLLA-AEMA 시트의 특성 평가

- PLLA-AEMA의 형태학적 SEM 분석

그림 5에 방사선 조사에 의한 AEMA가 그라프트된 PLLA 시트의

SEM 표면 사진을 나타내었음. AEMA의 농도는 1~5 %로 그라프팅

하였으며, 방사선 그라프트 전·후의 뚜렷한 외형상 구조 차이는 발

견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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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방사선 조사에 의한 AEMA가 그라프트된 PLLA시트의

SEM 표면사진]

- PLLA-AEMA의 표면 친수성 평가

PLLA-AEMA의 표면 친수성을 평가를 통해 개발된 시트의 혈액

친화성을 판단하고자 물 접촉각을 측정하였음. 순수한 PLLA 시트는

약 80 °의 물 접촉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AEMA의 그라프트율에

따라 감소하여 5 wt% AEMA에서는 초기에 약 75° 였던 접촉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 30° 까지 감소되었음. 또한 AEM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접촉각의 감소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27. AEMA 그라프트 농도별 물 접촉각 대표 이미지와

dynamic 물 접촉각 평가 10 kGy ((a),(b))]

- PLLA-AEMA의 화학구조 분석

감마선에 의해 AEMA가 도입된 PLLA 시트의 표면 특성 분석을

위해 ATR-FTIR 분석을 수행하였음. AEMA가 그라프트된 시트에

서 카보닐기(1740 cm-1)나 아민기(3400 cm-1)의 특성피크를 예상할

수 있었으나, 본 분석결과에서는 아민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PLLA의 카보닐기와 AEMA의 카보닐기의 중첩에 의해 카보닐기의

확인도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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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PLLA-AEMA의 ATR-FTIR 분석 결과]

(나) PBT 기반 매쉬형 필터재

․PBT-AAc 시트의 특성 평가

[그림 3-29. 방사선 조사조건에 따른 PBT-AAc 시트의 SEM 표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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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을 이용하여 아크릴산을 그라프트한 PBT 시트의 형태 변화

를 관찰하기 위해 SEM을 사용하여 관찰하였음. 감마선 조사 전과

후, 10 kGy와 25 kGy 조사 시료간의 뚜렷한 외형상 차이는 관찰

되지 않았음(그림 29).

- PBT-AAc의 아크릴산 그라프트율 분석

전기방사된 PBT 시트의 아크릴산 그라프트율의 변화는 톨루이딘

블루오 (toluidine blue O, TBO) 염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림 9(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크릴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라프

트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음. 이러한 TBO의 염색 경향은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시트에 염색된 TBO를 용출시킨 후

흡광도를 측정해 본 결과, 그림 9(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크릴산

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라프트율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방사선 그라프팅 반응의 일반적인 반응 수율인 그라

프트율로 환산하였을 때, TBO 정량 결과로부터 도출해낸 식은 다

음과 같음.

Degree of graft

 × 

여기서 W0는 그라프트 전의 시트의 무게이며, Wg는 정량된 TBO

의 값이고, 72.06이라는 수치는 아크릴산의 분자량임. PBT 시트의

그라프트율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크릴산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아크릴산의 그라프트

율은 방사선 조사선량을 25 kGy로 증가시켜도 뚜렷한 증가율을 나

타내지 않아 향후 PBT-AAc 제조시 10 kGy의 조사조건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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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TBO 염색을 이용한 아크릴산의 그라프트 변화(a)와

그라프트율 정량(b)]

[표 3-5. PBT 시트의 아크릴산 농도에 따른 그라프트율]

아크릴산 농도 (%)
그라프트율 (%)a 그라프트율 (%)b

10 kGy 25 kGy 10 kGy 25 kGy
0 0 0 0 0
1 82.48 81.32 19.43 18.91
3 147.86 140.35 34.84 32.24
5 207.59 214.21 48.91 49.54
10 398.31 413.10 93.85 99.41

*a: TBO 흡착량 환산시, b: 아크릴산 그라프트량 환산시

- PBT-AAc의 표면 친수성 평가

감마선이 조사된 PBT 시트의 표면 친수성을 평가하여 개발된 필

터재의 혈액친화성을 판단하고자 하였음. 다양한 농도로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시료의 물 접촉각을 분석하였음. 순수한 PBT 시트는 약

80 °의 물 접촉각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에 따

라 감소하여 5 wt% 아크릴산에서는 초기에 약 70 ° 였던 접촉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PBT 시트에 점차 완전한 흡수를 보였으며, 10

wt% 아크릴산에서는 완전히 흡수되어 매우 높은 친수특성을 확인

할 수 있었음. 또한 아크릴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접촉각의 감소폭

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마선 조사량을 25 kGy로 증가한

이후에도 10 kGy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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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AAc 농도별 물 접촉각 대표 이미지와 dynamic 물

접촉각 평가 10 kGy ((a),(b)), 25 kGy ((c),(d))]

- PBT-AAc의 화학구조 분석

[그림 3-32. PBT-AAc의 ATR-FTIR 분석 결과]

감마선에 의해 아크릴산이 도입된 PBT 시트의 표면 특성 분석을

위해 ATR-FTIR 분석을 수행하였음.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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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시트 내에 존재하는 주 피크(1740 cm-1)와 중첩되어 아크릴산

의 카르복실기 특성 피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음. 감사선 조사량

을 25 kGy로 증가한 이후 AAc의 그라프트가 증가하게 되면 피크가

확인 될 것으로 예상 했으나 10 kGy와 동일하게 피크를 구분하기

어려웠음.

․PBT-AEMA 시트의 특성 평가

- PBT-AEMA의 형태학적 SEM 분석

그림에 방사선 조사에 의한 AEMA가 그라프트된 PBT 시트의

SEM 표면 사진을 나타내었음. AEMA의 농도는 1~5 %로 그라프트

하였으며, 방사선 그라프트 전·후의 외형상 구조차이는 발견되지 않

았음.

[그림 3-33. 방사선 조사에 의한 AEMA가 그라프트 된 PBT 시트의

SEM 표면사진]

- PBT-AEMA의 표면 친수성 평가

[그림 3-34. AEMA 그라프트 농도별 물 접촉각 대표 이미지와

dynamic 물 접촉각 평가 10 kGy ((a),(b))]

감마선이 조사된 PBT 시트의 표면 친수성을 평가를 통해 개발된

시트의 혈액친화성을 판단하고자 하였음. 다양한 농도로 AEMA가

그라프트된 시료의 물 접촉각을 분석하였음. 순수한 PBT 시트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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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의 물 접촉각을 보여주었으며, 다양한 농도의 AEMA가 그라프트

된 시트에서는 5 % AEMA에서 72°의 물 접촉각확인 할 수 있었고

dynamic 접촉각을 확인 하였을 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지 않았

음.

- PBT-AEMA의 화학구조 분석

감마선에 의해 AEMA가 도입된 PBT 시트의 구조분석을 위해

ATR-FTIR 분석을 수행하였음. AEMA가 그라프트된 PBT에서 카

보닐기(1740 cm-1)나 아민기(3400 cm-1)를 예상하였으나, 아민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PBT의 카보닐기에 의해 AEMA의 카보닐기가

중첩이 되어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음(그림 34).

[그림 3-35. PBT-AEMA ATR-FTIR 분석 결과]

․PBT-HEMA 시트의 특성 평가

- PBT-HEMA의 inhibitor의 농도에 따른 형태학적 SEM 분석

[그림 3-36. Inhibitor 농도에 따른 PBT-HEMA 시트의 SEM 표면

사진]

그림에 방사선 조사에 의한 HEMA가 그라프트된 PBT 시트의

SEM 표면 사진을 나타내었음. 방사선 조사선량은 10 kGy로 하였으

며, inhibitor(FeCl3)를 사용하여 HEMA의 호모폴리머 반응을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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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inhibitor의 농도에 따라 방사선 그라프트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외형 사진상으로는 동일해 보이나, SEM을 통해 inhibitor의

농도에 따라 표면이 HEMA에 의해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PBT-HEMA의 inhibitor의 농도에 따른 HEMA 그라프트율 분석

그림에 inhibitor(FeCl3)의 농도에 따른 PBT 시트의 HEMA 그라

프트율을 나타내었음. Inhibitor의 농도는 0~8 mM로 하였으며, 1

% HEMA와 감마선 10 kGy의 조건에서 inhibitor의 농도 증가에

따라 그라프트율이 증가하지 않고 inhibitor 4 mM에서 가장 높은

그라프트율을 보였음.

Degree of graft 

 
×

Wg=그라프트 후 시트의 무게

W0= 그라프트 전 시트의 무게

[그림 3-37. inhibitor 농도에 따른 HEMA의 그라프트율 변화; 10

kGy, 5 kGy/hr, 1 % HEMA]

- PBT-HEMA의 형태학적 SEM 분석

그림에 감마선을 이용하여 HEMA가 그라프트된 PBT 시트의

SEM 표면 사진을 나타내었음. 그라프트율이 가장 놓은 inhibitor 4

mM에서 HEMA의 농도는 1~2 %로 그라프트 하였으며, 방사선 조

사량은 1, 5 kGy로 하였음. 방사선 그라프트 전·후의 뚜렷한 외형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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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방사선 조사에 의한 PBT-HEMA 시트의 SEM 표면 사진]

- PBT-HEMA의 그라프트율 분석

그림 18에 감마선 조사에 의한 PBT 시트의 HEMA 그라프트율을

나타내었음. Inhibitor 4 mM 농도에서 HEMA의 농도와 방사선 조

사량을 변화하였으며,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하여도 그라프트율에 큰

차이는 없음을 보여주었고 HEMA 2 %에서 8 % 이상의 그라프트

율을 보임. 이러한 결과로 보아 HEMA의 농도가 그라프트율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3-39. 방사선 조사에 의한 PBT의 HEMA 그라프트율 변화]

- PBT-HEMA의 화학구조 분석

감마선에 의해 HEMA가 도입된 PBT 시트의 표면 특성 분석을 위

해 ATR-FTIR 분석을 수행하였음. PBT-HEMA는 PBT의 카보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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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의해 HEMA의 카보닐기가 중첩이 되어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3400 cm-1에서 HEMA의 아민기에 의해 피크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

하였음.

[그림 3-40. HEMA-PBT 시트의 FT-IR 분석 결과]

․PBT-PEGMA 시트의 특성 평가

- PBT-PEGMA의 형태학적 SEM 분석

▪감마선 전조사 PBT-PEGMA의 형태학적 SEM 분석

그림 20는 전조사를 이용하여 PEGMA를 그라프트한 PBT시트의

SEM 표면 사진을 나타내었음. 70 °C의 온도에서 PEGMA 30 %로

그라프트 하였으며, PEGMA 분자량 360의 PBT 표면에서는 큰 입

자를 확인 할 수 있었음. 반면 PEGMA 분자량 500에서 작은 입자

가 PBT 표면에 있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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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감마선 전조사를 이용하여 PBT-PEGMA 시트의 SEM

표면 사진]

▪감마선 동시조사 PBT-PEGMA의 형태학적 SEM 분석

그림 21는 감마선 전조사가 아닌 동시조사를 이용하여 PEGMA가

그라프트된 PBT 시트의 SEM 표면 사진을 나타내었음. 동시조사에

의한 호모폴리머 방지를 위해 다양한 inhibitor(Mohr's salt) 농도에

서 5 % PEGMA를 감마선 10 kGy에서 그라프트 하였음. 방사선

그라프트 전·후의 변형된 구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inhibitor의 농

도에 따라 표면의 PEGMA 그라프트에 의한 구조변화는 발견되지

않음.

[그림 3-42. 방사선 조사에 의한 PEGMA가 그라프트된 PBT 시트의

SEM 표면 사진]

- PBT-PEGMA의 그라프트율 분석

▪감마선 전조사 PBT-PEGMA의 그라프트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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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온도와 PEGMA 농도에 따른 PBT표면의 그라프트율 변화;

PBT-PEGMA Mw 360(L), PBT-PEGMA Mw 500(H)]

[그림 3-44. PEGMA 분자량에 따른 PBT 표면의 그라프트율 변화;

120 kGy]

그림은 호모폴리머를 방지하기 위해 전조사를 이용한 PBT에서의

PEGMA 그라프트율을 나타내었음. 감마선을 50 kGy 조사한 PBT를

온도 60, 70 °C와 PEGMA농도는 10~30 %로 그라프트하였으며,

PEGMA 분자량 500의 경우 70 °C에서 그라프트율이 약 3 %로 확인

되었으며 그 외는 그라프트율이 1 % 미만으로 확인되었음(그림 22).

방사선 조사량을 120 kGy로 증가시켜 PEGMA를 그라프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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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프트율이 약 2 %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방사선 조사선량 증가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감마선 동시조사 PBT-PEGMA의 그라프트율 분석

동시조사에 의해 호모폴리머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inhibitor의 농도

에 따른 PBT 시트의 PEGMA 그라프트율 확인하였음. Inhibitor의

농도는 0~4 mM로 하였으며, 5 % PEGMA와 감마선 10 kGy의 조건

에서 inhibitor의 농도 증가에 따라 그라프트율이 증가하지 않고

inhibitor 2.5 mM에서 가장 높은 그라프트율을 보였음.

- PBT-PEGMA의 화학구조 분석

감마선에 의해 PEGMA가 도입된 PBT 시트의 표면 특성 분석을 위

해 ATR-FTIR 분석을 수행하였음. PEGMA가 그라프트된 시트에서

카보닐기(1740 cm-1)나 아민기(3400 cm-1)를 예상하였으나, 아민기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PBT의 카보닐기와 중첩되어 PEGMA의 카보닐

기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그림 3-45. PBT-PEGMA 시트의 FT-IR 분석 결과; 5 % PEGMA

10 kGy]

(2) 혈액제제 분리용 매쉬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및 생분해성 평가

(가) 매쉬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평가

- L929, NIH 3T3 세포에서 매쉬형 필터재 실험군의 추출물을 각

농도별로 처리한 후 세포생존율을 TCPs와 비교 하였을 때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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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확인 할 수 있었음. 그러므로 각 실험군의

L929, NIH 3T3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46. L929와 NIH 3T3 세포에 대한 PLLA-AAc,

PLLA-AEMA 시트의 세포 독성 평가]

[그림 3-47. L929와 NIH 3T3 세포에 대한 PBT-AAc,

PBT-AEMA, PBT-HEMA, PBT-PEGMA 시트의 세포 독성 평가]

(나) 매쉬형 필터재의 생분해성 평가

1) PLLA 기반 매쉬형 필터재의 생분해성 평가

제조된 PLLA 매쉬형 필터재는 방사선 그라프트율을 기반으로 10

kGy에서 제조된 농도별 PLLA-AAc와 25 kGy에서 제조된

PLLA-AEMA를 선정하여 생분해성을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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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ador(Macromol.Mater.Eng., 2010)에 의하면, PLLA는 생분해

효소인 proteinase K에 의해 분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어,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혈액필터를 적용하는 경우

최장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5 시간까지의 분해평가를 수행하였음.

그 결과 5 시간 이내에는 생분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AAc나 AEMA의 그라프트도 생분해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됨.

[그림 3-48. PLLA-AAc(a)와 PLLA-AEMA(b)의 생분해성 평가;

PLLA, PLLA-AAc(10 kGy), PLLA-AEMA(25 kGy)]

2) PBT 기반 매쉬형 필터재의 생분해성 평가

제조된 PBT 매쉬형 필터재 또한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라 그라프

트율의 변화가 없으므로 10 kGy의 PBT-AAc와 25 kGy의

PBT-AEMA를 생분해성 평가하였음. 그리고 PBT-HEMA는 1

kGy, PBT-PEGMA는 5 % PEGMA 10 kGy를 생분해성을 평가하

였음.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PBT는 proteinase K에 의해 5

시간 이내에는 생분해가 일어나지 않으며, 방사선을 이용한 PBT

시트의 표면 개질 이후에도 분해가 일어나지 않으며, 생분해 속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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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PBT-AAc(a), PBT-AEMA(b), PBT-HEMA(c),

PBT-PEGMA 5 %(d)의 생분해성 평가; PBT, PBT-AAc(10

kGy), PBT-AEMA(25 kGy), PBT-HEMA(1 kGy), PBT-5%

PEGMA(10 kGy)]

라.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개발

(1)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내부 구조제어 및 물성제어 기술개발 및 최적화

(가)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혈액적합성 향상을 위한 코팅소재 개발 및 물

성평가

1) PVA 기반 하이드로겔형 필터재

․PVA 농도에 따른 미립구의 형태 분석

[그림 3-50. PVA 미립구의 SEM 이미지]

제조된 PVA 미립구의 입자 크기 및 형태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그림 29는 PVA 농도에 따른 미립구의

이미지임. 제조된 미립구는 전반적으로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PVA의 농도가 높을수록 구의 형태가 더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

음. 이것은 PVA 농도가 낮을수록 방사선 가교율이 감소하여 가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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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진행된 PVA가 건조과정에서 서로 달라붙는 것으로 생각됨.

(나) PLGA 기반 하이드로겔형 필터재

․PLGA 농도에 따른 PLGA 미립구의 형태학적 SEM 분석

제조된 PLGA 미립구의 입자 크기 및 형태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그림 30은 PLGA 첨가량과 균일분산기

의 RPM에 따른 미립구의 이미지임. 제조된 미립구는 전반적으로 구

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PLGA의 농도가 높을수록, 균일분산기의

RPM 속도가 낮을수록 미립구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음.

[그림 3-51. PLGA 미립구의 SEM 이미지]

․PLGA-AAc의 형태학적 SEM 분석

[그림 3-52. 아크릴산 그라프트 전·후 PLGA 미립구의 SEM 관측

결과]

그림 31에 방사선 조사에 의한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LGA(PLGA 1500 mg, MC 3 ml) 미립구의 SEM 이미지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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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 아크릴산의 농도는 0.5~2 %로 그라프트하였으며, 방사선 그라

프트 전·후 및 방사선 조사량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뚜렷한 외형상 차

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PLGA-AAc의 아크릴산 그라프트율 분석

PLGA 미립구의 아크릴산 그라프트율의 변화는 톨루이딘블루오

(toluidine blue O, TBO) 염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32(a)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크릴산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라프트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음. 이러한 TBO의 염색 경향은 정량적으

로 분석할 수 있는데, 미립구에 염색된 TBO를 용출시킨 후 흡광도

를 측정해 본 결과, 그림 3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크릴산의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그라프트율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감마선 조사량 증가는 그라프트율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

로 보임. 이러한 결과로 보아 감마선 조사량보다는 아크릴산의 농도

가 그라프트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3-53. TBO 염색을 이용한 아크릴산의 그라프트 변화 (a)와

그라프트율 정량 10 kGy (b), 25 kGy (c)]

또한 방사선 그라프트 반응의 일반적인 반응 수율인 그라프트율로

환산하였을 때, TBO 정량 결과로부터 도출해낸 식은 다음과 같음.

Degree of graft

 × 

여기서 W0는 그라프트 전의 시트의 무게이며, Wg는 정량된 TBO의

값, 72.06이라는 수치는 아크릴산의 분자량임. PLGA 미립구의 그라

프트율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크릴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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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PLGA 미립구의 아크릴산 농도에 따른 그라프트율]

아크릴산 농도 (%)
그라프트율 (%)a 그라프트율 (%)b

10 kGy 25 kGy 10 kGy 25 kGy
0 0 0 0 0
0.5 1.53 2.12 0.36 0.57

1 36.94 30.84 8.7 7.08

2 155.38 165.45 36.61 42.38

*a: TBO 흡착량 환산시, b: 아크릴산 그라프트량 환산시

․PLGA-AAc의 표면 특성 분석

감마선에 의해 아크릴산이 도입된 PLGA 미립구의 표면 특성 분석

을 위해 ATR-FTIR 분석을 수행하였음.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PLGA 미립구는 아크릴산의 그라프트에 따라 아크릴산의 COOH

피크(1740 cm-1)가 관찰되었음. 이 결과로 PLGA 미립구에 그라프트

된 아크릴산이 표면 특성, 즉 친수화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감마선 조사량이 25 kGy로 증가된 이후에도 COOH 피크

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10 kGy와 intensity에서 큰 차이는 나타내

지 않음.

[그림 3-54. PLGA 미립구의 ATR-FTIR 분석 결과]

(2) 혈액제제 분리용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및 생분해성 평가

(가)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평가

- L929, NIH 3T3 세포에서 하이드로겔형 필터재 실험군의 추출물을

각 농도별로 처리한 후 세포생존율을 TCPs와 비교 하였을 때 80

%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확인 할 수 있었음. 그러므로 각 실험군

의 L929, NIH 3T3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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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L929 세포와 NIH 3T3에 대한 PVA, PLGA 미립구의 세포

독성 평가]

(나)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생분해성 평가

- 제조된 미립구형 PVA와 PLGA의 생분해성을 preoteinase K를 이

용하여 평가하였음. 또한 방사선 표면개질로 제조한 PLGA-AAc는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른 그라프트율에 큰 차이가 없었기에 10 kGy

로 제조된 PLGA-AAc의 생분해성을 평가하였음. 그림 3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PVA, PLGA, PLGA-AAc 모두 5 시간 이내에는

proteinase K에 의한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림 3-56. PVA(a)와 PLGA-AAc(b)의 생분해성 평가]

마.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필터재의 성능 평가

(1) 선진제품과의 혈액필터 성능 평가

- 제조된 매쉬형 필터재의 혈액 필터 성능을 상용 제품인 Purecell RC

(농축적혈구 제재용, Pall, USA), PXLTM 8(농축혈소판 제재용, Pall,

USA)과 비교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PBT 기반 매쉬형 시트는 99 % 이상의 적혈구(RBC) 회수율을 보여

주었으며, 백혈구는 상용 선진제품인 Pall사 대비 동등 이상의 제거율

을 나타냄. 특히 혈소판(PLT)의 경우 PBT, PBT-AEMA의 PLT 회

수율은 각각 30, 14 %의 성능을 보였으며, PBT-AAc는 46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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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 회수율로 Pall사 PLT 회수율 대비 83 %의 성능을 나타냄.

[그림 3-57. 방사선 이용 매쉬형 필터재의 혈액평가]

[표 3-6. 방사선 이용 매쉬형 필터재의 필터 후 혈액성분]

　
Whole
blood

PBT
PBT
-AAc

PBT
-AEMA

PALL
(RBC)

PALL
(PLT)

WBC (%) 100 11.36 1.87 9.09 1.79 18.18

RBC (%) 100 99.29 99.53 99.76 91.19 99.76

PLT (%) 100 16.97 46.06 7.88 11.02 55.76

- 제조된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혈액 필터 성능을 매쉬형과 동일하게

상용 제품인 Purecell RC(농축적혈구 제재용, Pall, USA), PXLTM 8

(농축혈소판 제재용, Pall, USA)과 비교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그림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된 PLGA 기반 필터재는 거의 100 %의

우수한 적혈구(RBC) 회수율을 보여주었으며, PLGA의 충진량을 증가

시킴에 따라 백혈구의 필터능은 증가하며, 상용대비 76 %의 백혈구

제거 성능을 확인하였다. 특히 혈소판 회수 성능에 있어서는 PLGA

기반 필터재는 58 % 이상의 PLT 회수율을 나타내었으며, Pall사

PLT용 필터에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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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방사선 이용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혈액평가]

[표 3-7. 방사선 이용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필터 후 혈액성분]

　
Whole
blood

PLGA-AAc
0.2g

PLGA-AAc
0.4 g

PLGA-AAc
0.6 g

PALL
(RBC)

PALL
(PLT)

WBC
(%)

100 51.79 50.00 37.50 1.79 18.18

RBC
(%)

100 99.41 99.02 99.61 91.19 99.76

PLT
(%)

100 68.57 65.10 58.98 11.02 55.76

<3차년도 (2014년)>

바. 방사선 이용 혈액제재별 필터효율 향상을 위한 필터구조설계

(1) 방사선 이용 혈액제재별 필터효율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기능기 도입조

건 확립

(가) PBT 기반 이중 기능기 도입 매쉬형 필터재 제조

1) AAc/AEMA-g-PBT 매쉬형 필터재의 특성 평가

- AAc/AEMA-g-PBT의 형태학적 SEM 분석

감마선을 이용하여 10 wt% AAc(0->100, v/v%)과 10 wt%

AEMA(100->0, v/v%)가 도입된 PBT의 형태 변화를 관찰하기 위

해 SEM 분석을 수행하였음. 이중 기능기(아크릴기, 아민기) 도입

전과 후, 10 kGy와 25 kGy 조사선량 변화에는 시료간의 뚜렷한 외

형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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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조사 조건에 따른 AAc/AEMA-g-PBT의 SEM 분석.

(a-e) 10 kGy, (f-j) 25 kGy]

- AAc/AEMA-g-PBT 매쉬형 필터재의 아크릴기, 아민기 그라프트

율 분석

PBT 시트(AAc:AEMA; 0:100, 30:70, 50:50, 70:30, 100:0)에 아크

릴기의 도입여부 및 그라프트율은 톨루이딘 블루오(toluidine blue

O, TBO) 염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2(a,b)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아크릴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라프트율이 증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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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이나, 조사선량의 차이에 따른 그라프트율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음. 아민기의 그라프트율은 fluorescamine 염색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그림 2(c)에서 조사선량의 차이에 따른 그라프트율

은 비슷하였고, 아민기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형광발현이 더 잘되는

것으로 보아 아민기의 그라프트가 더 많이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음(Student’s t-test를 통한 통계적 분석 시행).

[그림 3-60. TBO와 Fluorescamine 염색을 통한 AAc/AEMA도입

및 그라프트율 분석(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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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c/AEMA-g-PBT 매쉬형 필터재의 혈액친화성 평가

이중기가 도입된 PBT 시트의 표면 친수성을 평가하여 개발된 필

터재의 혈액친화성을 판단하고자 하였음. 다양한 비율로 아크릴산과

AEMA가 그라프트된 시료의 물 접촉각을 분석하였음. 순수한 PBT

시트는 약 85 °의 물 접촉각으로 소수성을 나타냈고, 아크릴산과

AEMA가 혼합 그라프트된 시트 중 아크릴산의 비중이 50 v/v% 이

상인 시트는 물에 완전히 흡수되어 초친수성을 나타냈으며, 조사선

량에 따른 친수성 변화는 크지 않았음.

[그림 3-61. AAc/AEMA 비율별 물 접촉각 대표 이미지와 dynamic

물 접촉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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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는 1,2 차년도에서 개발된 단일기 도입 필터재와 당해연도

에 개발된 이중기 도입 필터재의 혈액 적합성을 비교해 보았음. 10

wt% AAc가 그라프트된 PBT 시트와 비교시, 당해연도에 제작된

AAc/AEMA-g-PBT 시트 중에서 10 wt% AAc가 50 v/v% 이상

도입된 시트들이 훨씬 더 높은 초반 친수성을 나타냈음. 즉, 아크릴

계 모노머 한 종류만 100 % 사용하는 것 보다 두 종류의 모노머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한 PBT 시트가 초반 친수성, 즉 젖음

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중기 도입

필터재가 혈액 통과 시간을 보다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3-62. AAc/AEMA-g-PBT(a,b)와 AAc/AEMA-g-PBT(c,d)의 

dynamic 물 접촉각 비교평가]

  

- AAc/AEMA-g-PBT의 화학구조 분석

감마선을 이용해 아크릴기과 아민기가 도입된 PBT 시트의 화학

분석을 위해 ATR-FTIR 분석을 수행하였음. 이중기가 도입된 PBT

시트에서 카보닐기와 아민기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그림 5에서 보

면, PBT 시트 내에 존재하는 주 피크(1709 cm-1)와 아크릴산과

AEMA의 카르복실기의 특성 피크가 중첩되어 명확히 구분되지 않

았지만 AAc와 AEMA의 혼합 비율에 따른 intensity의 차이를 통해

이중기가 성공적으로 도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즉, 1709 cm-1

지점에서 PBT 시트의 주요 아크릴기가 AAc의 도입 비율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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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라프트 반응에 의해 감소되는 것이 확인됨.

[그림 3-63. AAc/AEMA-g-PBT의 ATR-FTIR 분석 결과. 10

kGy(a), 25 kGy(b)]

(2)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하이드로겔형 미립구 필터재의 개발

(가) PVA 기반 하이드로겔형 미립구 필터재 제조

1) PVA 농도에 따른 미립구의 형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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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PVA 미립구의 SEM 이미지(a-d)(배율: 50)와 형광현미경

이미지(e-h)(배율: 200)]

제조된 PVA 미립구의 입자 크기 및 형태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SEM과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그림 6은 PVA 농도에

따른 미립구의 이미지임. 제조된 하이드로겔형 필터재는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PVA의 농도와 방사선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구의

형태가 더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음. 또한, PVA 농도가 낮을수

록 방사선 가교율이 감소하여 일부 가교가 덜 진행된 PVA가 건조과

정에서 서로 달라붙거나 모양변형이 일어난 것도 확인되었음.

2) PVA 겔 미립구의 화학 분석

[그림 3-65. PVA 미립구의 ATR-FTIR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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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가교반응으로 제조된 PVA 미립구의 화학 분석을 위해

ATR-FTIR 분석을 수행하였음.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PVA 미

립구는 15 %보다 20 %의 농도로 제조된 PVA 미립구 특성피크의

intensity가 더 높았고, 조사선량에 따라서는 10 kGy 보다 25 kGy로

높였을 때 intensity가 더 높은 것을 보아 PVA 미립구는 농도와 조사

선량이 높을수록 가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3) 매쉬/하이드로겔 미립구 혼합형 필터재 구조설계 및 혈액 친화성 향상

평가

(가) 매쉬형 필터재의 세포독성 평가

- L929 세포에 매쉬형 필터재 실험군의 추출물을 각 농도별로 처리

한 후 세포생존율을 TCPs와 비교 하였을 때 감마선 조사량이 10

kGy인 것은 대부분 80 %의 세포 생존율, 25 kGy인 것은

60-10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확인 할 수 있었음. 그러므로 대

체로 모든 실험군의 L929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은 거의 없는 것

으로 판단됨.

[그림 3-66. L929 세포에 대한 AAc/AEMA-g-PBT 시트의 세포

독성 평가. 10 kGy(a), 25 kGy(b)]

(나) 하이드로겔형 미립구 필터재의 세포독성 평가

- L929 세포에 하이드로겔형 미립구 필터재 실험군의 추출물을 각

농도별로 처리한 후 세포생존율을 TCPs와 비교 하였을 때, 80 %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확인 할 수 있었음. 그러므로 각 실험군의

L929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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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 L929 세포에 대한 PVA 미립구의 세포 독성 평가]

(다) 매쉬형 필터재의 생분해성 평가

- 10 kGy의 AAc/AEMA-g-PBT와 25 kGy의 AAc/AEMA-g-PBT

의 생분해성을 평가하였음. 그림 10에서 보면, 대조군인 PBT는

proteinase K에 의해 5 시간 이내에는 생분해가 일어나지 않았으

며, 이중기가 도입된 PBT 시트도 생분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

음.

[그림 3-68. AAc/AEMA-g-PBT 시트의 생분해성 평가]

(라) 하이드로겔형 필터재의 생분해성 평가

- 제조된 미립구형 PVA의 생분해성을 preoteinase K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음.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VA 미립구는 조사선

량과 농도에 따른 생분해 정도가 큰 차이가 없었고 2시간 이내에

는 거의 분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 에는 proteinase K에 의

한 10% 정도의 분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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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겔 고유의 팽윤특성으로 인해 일부 표면에 약한 결합의 분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3-69. PVA 미립구의 생분해성 평가]

(마) 혼합형 필터재 구조 설계

- 혈액제재별 필터효율 향상을 위해 혼합형 필터재를 제조하였음.

혼합형 필터재는 2 ml 용량의 멸균 시린지 출구를 멸균된 솜으로

막고, biopunch를 이용하여 직경 1 cm로 자른

AAc/AEMA-g-PBT 매쉬, PVA 하이드로겔형 미립구를 틈새 없

이 촘촘히 시린지 안에 적재하여 제작하였음.

바. 방사선 이용 매쉬형/하이드로겔 미립구형 필터재의 성능 평가

(1) 선진제품(Pall) 대비 백혈구 제거성능 및 적혈구, 혈소판 회수성능 평가

- 제조된 필터재의 혈액 필터 성능을 상용 제품인 Purecell RC(농축적

혈구 제재용, Pall, USA), PXLTM 8(농축혈소판 제재용, Pall, USA)

과 비교하여 혈액 평가를 실시하였음. 그림 12에서 보면, 개발된 필

터재 모두 99% 이상의 우수한 적혈구 회수율을 나타냈음. 그러나 기

대와는 달리 매쉬/미립구 혼합형 필터재는 상용제품 대비 140%의 성

능으로 월등한 혈소판 회수율(약 60%~75%)에도 불구하고 백혈구 제

거율이 70% 미만의 결과를 나타내었음. 겔 미립구 단독 사용시 매우

낮은 필터성능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된 미립구의 큰 공극과 높은

혈액 친화성으로 인해 혈액성분이 대부분 그대로 빠져나온 결과로

생각되며, 따라서 혼합형 필터재 역시 낮은 필터성능을 나타낸 것으

로 판단됨. 친수성 단량체(AAc)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백혈구 제거율

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통해서도 표면 친수성이 필터성능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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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향후 미립구형 필터재 성능은

적절한 공극 및 표면 친수성 조절에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함. 이중기가 도입된 AAc/AEMA-g-PBT는 백혈구 제거율

99% 이상, 적혈구 회수율 99% 이상, 혈소판 회수율 60% 이상으로

가장 월등한 성능을 나타내었고, 상용제품과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동

등 이상의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음.

[표 3-8. 매쉬형/하이드로겔 미립구형 필터재의 혈액 필터 후 혈액성분]

　혈액성분 WBC (%) RBC (%) PLT (%)
NC Whole blood 100.00 100.00 100.00
PC1 PALL (RBC) 1.79 91.19 11.02
PC2 PALL (PLT) 18.18 99.76 55.76
A PVA 88.88 99.16 96.2
B PBT-PVA 30.30 99.30 64.94
C 1% AAc PBT-PVA 34.58 99.55 74.09
D 3% AAc PBT-PVA 33.88 99.34 71.48
E AAc/AEMA-g-PBT 1.89 99.84 60.34
F 1% AAc PBT 2.08 99.05 50.34
G 3% AAc PBT 16.4 99.23 49.49

[그림 3-70. 매쉬형/하이드로겔 미립구형 필터재의 혈액평가]

- 1, 2, 3차년도에 개발된 필터재의 혈액 필터 후 혈액성분 비교데이터

를 표 2에 나타내었고, 그림 13에 비교평가 하였음.

- 그림에 1, 2, 3차년도에서 개발된 소재의 혈액평가 결과를 총괄 비교

해 본 결과, 현재 혈액필터용 기본 소재로 상용되고 있는 PBT 소재

자체만으로도 백혈구 제거 및 적혈구 회수에 있어서는 유효한 성능

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가장 문제가 되는 혈소판 회수율

저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필터재의 개발이 요구되는

데, 본 과제에서는 친수성 단량체를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하

여 PBT에 도입하였음. 그 결과, 단일기 보다는 이중기 도입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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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성분과 필터재와의 interaction filtering에 의해 선진제품 대비 동

등 이상의 성능을 나타내는 3종의 필터재(PBT, AAc-g-PBT,

AAc/AEMA-g-PBT)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음.

[표 3-9. 1/2/3차년도까지 개발된 필터재의 혈액 필터 후 혈액성분]

　 WBC (%) RBC (%) PLT (%)
NC Whole blood 100.00 100.00 100.00
PC1 PALL (RBC) 1.79 91.19 11.02
PC2 PALL (PLT) 18.18 99.76 55.76
A PBT 11.36 99.29 16.97
B PBT-AAc 1.87 99.53 46.06
C PBT-AEMA 9.09 99.76 7.88
D PPGA-AAc 0.6 g 37.50 99.61 58.98
E PVA 88.88 99.16 96.2
F PBT-PVA 30.30 99.30 64.94
G 1% AAc PBT-PVA 34.58 99.55 74.09
H 3% AAc PBT-PVA 33.88 99.34 71.48
I AAc/AEMA-g-PBT 1.89 99.84 60.34

[그림 3-71. 1/2/3차년도까지 개발된 필터재의 혈액평가]

-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본 과제에서 개발된 소재 중 PBT,

AAc-g-PBT, AAc/AEMA-g-PBT는 상용 적혈구 농축제재용 필터

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AAc/AEMA-g-PBT는 농축혈소판 제재용 필터로서의 활용도가 매

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과제 성과를 통한 혈액제재용 필터의 국산화가 성공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개발된 성과를 바탕으로 방사선 이용

이중기 도입조건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 최적화된 필터재의

scale-up 실제작으로 전임상 및 임상 등의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

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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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혈 분리용 one-pot 기반의 매쉬형 다단계 필터 시스템 구조설계

및 기술 확보

- 전혈 및 혈액제재별 필터 탑재형 필터시스템 구조설계 및 기술 확보를

위해 그림 14와 같이 one-pot 다단계 혈액필터 시스템의 개념도를 확립

한 후,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도안 및 개발내용의 특허출원(대한민국

제2014-0156012호)을 통해 기술을 확보함.

[그림 3-72. 다단계 필터 시스템 구조설계를 위한 개념 도안 및 특허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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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성과의 우수성

1. 주요 연구성과

○ 방사선 이용 이중 기능기 도입 필터재의 혈액적합성 및 필터성능 향상기술

개발

2. 성과의 우수성

○ 방사선 이용 혈액친화성 필터소재 11종 개발

- 매쉬형 필터: AAc/AEMA-g-PBT, PLLA-AEMA, PLLA-AAc,
PBT-AAc, PBT-AEMA, PBT-HEMA, PBT-PEGMA

- 하이드로겔형 필터: PVA, PLGA, PLGA-AAc
- 매쉬/미립구 혼합형 필터: PBT/PVA
- 혈액친화성(친수화도) 2~8 배 증가
- L929/NIH 3T3 세포생존율 80% 이상 달성
- Proteinase K 효소 비분해율 5시간 이상 유지

[혈액친화성 매쉬형 필터] [혈액친화성 미립구 필터]

○ 선진제품 대비 혈액제재 필터 성능 평가

[상용제품 대비 혈액필터 성능]

- 농축적혈구용 필터 : AAc-g-PBT, AAc/AEMA-g-PBT
․ 백혈구 제거율 : 99% 이상 달성
․ 적혈구 회수율 : 99% 이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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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소판 회수율 : 상용 대비 100% 달성

- 농축혈소판용 필터 : AAc/AEMA-g-PBT
․ 백혈구 제거율 : Pall 대비 76% 달성
․ 적혈구 회수율 : 99% 이상 달성
․ 혈소판 회수율 : 상용 대비 120% 달성

- 백혈구제거용 필터 : AAc-g-PBT, AAc/AEMA-g-PBT
․ 백혈구 제거율 : 상용 대비 100% 달성

○ 혈액필터 구성재 제조공정 단축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필터재에 보다 효과적인 기능기 도입으로 기존 상
용 필터재 충진량 대비 60 % 이상 단축이 가능하므로 필터재 제조공정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음.

- One-pot 다단계 혈액필터 시스템 설계 및 특허출원

○ 특허출원 및 등록을 통해 관련 기술을 선점하였음.

: 특허출원 4건, 특허등록 2건

[One-pot 다단계 혈액필터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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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혈액공급은 자발적인 헌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일정한 공급의 유지가 힘들

기 때문에, 본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혈액의 성분분리를 통해 만

들어진 각종 혈액성분제제들을 환자의 각종 임상상황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혈액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불필요한 혈액성분에 노출되

는 것을 피함으로써 수혈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본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각종 수혈부작용(비용혈성 발열반응, 수혈 불

응화, 이식편대숙주병, 면역억제 및 바이러스 감염 등)을 예방함으로써 헌혈자

선별검사 비용의 감소, 수혈자에게 노출되는 헌혈자 수의 감소, 혈액제제 안

전성 향상 등 많은 의학적, 경제적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음.

◦ 방사선전문 연구기관인 첨단방사선과학연구소의 감마선, 전자선, 이온빔 등

대형 첨단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성과 창출이 가능함.

◦ 현재 방사선 기술은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나, 우

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새로운 방사선 응용

보건향상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홍보가 가능함.

◦ 또한,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하면 고품질의 의공학 소재 기술 개발이 가능하

여 국민 보건 의료를 증진시킬 수 있고, 공정 중 공해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

어 환경 친화적 기술이라는 특징이 있음.

◦ 본 연구개발 결과물 중 특히 하이드로겔형 필터에 대한 기초지식은 하이브리

드형 신기술로써 세포이식분야의 immunoisolation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함.

◦ 우수한 연구 성과의 산업체 기술이전 및 벤처 창업 지원에 활용하고자 함.

◦ 국내외 학술발표를 통해 우수 신기술 발굴 및 산업체 동향 파악으로 기술 이

전 및 상업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학연 석박사 과정을 통하여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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