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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rous poly(e-caprolactone) (PCL) scaffolds were fabricated by salt leaching method. The PCL
scaffolds were treated with aqueous NaOH for 0h, 2h, 4h, 8h, and 12h at 40oC. The NaOH-treated PCL
scaffolds were dipped in CaCl2 and K2HPO4 · 3H2O solution alternately three times to induce apatite nuclei
onto the surface of the scaffolds. The NaOH-treated PCL scaffolds were immersed into SBF solution for 1day
to grow the apatite. The apatite formation were investigated as a fuction of NaOH treatment time. The
hydrophilicty and surface area of the PCL scaffolds were increased with NaOH treatment time. The NaOH-
treated PCL scaffolds were successfully formed a dense and uniform bone-like apatite layer after immersion
for 1 day in SBF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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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인체의 손상된 골 조직의 손실을 치료하는 방법

으로는 골 조직을 이식 및 매식방법과 조직 공학적으로

골 조직 재생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중 조직공학을 이

용한 방법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손실된 골 조직을

대치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본래의 조직과 똑같은 골

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써 이에 사용되는 재료는 생체친

화성이 우수하고, 생분해 특성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

다.1) 이에 적합한 재료로써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와 생

체 세라믹스 등이 존재한다.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에는
poly(lactide) (PLA), poly(glycolide) (PGA), poly (pro-

pylene fumarate) (PPF), poly(e-caprolactone) (PCL), poly

(ethylene oxide) (PEO) 및 이들의 공중합체 등이 있으

며, 이 재료는 그 개발과 동시에 의료분야로의 응용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2) 인산칼슘계 세라믹스는 대부

분 인체의 결손 조직의 대체로서 조직기능의 회복을 목

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인체의 뼈, 상아질, 에나

멜질 등의 경조직을 구성하는 무기성분과 동일한 칼슘과

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직 친화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3-5) 그러나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는 우수한 분해성

에도 불구하고 약한 기계적 특성과 낮은 생체적합성이 문

제가 되고 있으며, 생체 세라믹스는 생체친화성은 우수

하지만 취성이 있고 형성성이 좋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보완하고 골 조직공학에 응용하기 위하여 생분해

성 고분자와 생체 흡수성 세라믹인 수산화아파타이트

(hydroxyapatite; HAp) 및 삼인산칼슘(tricalcium phosphate;

TCP) 등을 복합화 하는 유무기 복합재료 개발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7)

최근에는 생체 유무기 복합재료 합성의 한 방법으로 사

람의 체액과 무기이온 농도가 유사한 의사체액 중에서 아

파타이트를 형성시켜 코팅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는데,

생체 활성 소재 표면에 존재하는 Si-OH,8) Ti-OH,9-10)

Zr-OH11)그룹 등이 아파타이트 결정의 핵생성 사이트(site)

로 제공하게 된다. 이 방법으로 코팅되어진 아파타이트

상은 사람의 뼈 중에서 발견되는 아파타이트와 물리 및

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모사법을 이용해 골 조직공학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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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 고분자/세라믹 복합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염침출법

(salt leaching method)을 이용하여 다공성 PCL 지지체

를 제조하고, 제조된 PCL 지지체에 골친화성이 우수한

아파타이트층이 균일하게 코팅될 수 있도록 NaOH 수용

액에서의 전처리 시간에 따른 의사체액 함침 시 아파타

이트 형성 거동을 관찰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다공성 PCL 지지체를 제조하기 위해서 chloroform

(99.0%, DUKSAN, Korea)에 PCL (Mw 65,000, Sigma-

Aldrich, USA) 20 w/v를 첨가하여 2시간동안 교반하여

용해하고 NH4HCO3 (95.0%, SAMCHUN, Korea)을 혼

합하였다. NH4HCO3은 체 거름하여 입자크기 500 µm이

상으로 크기를 제어하여 사용하였다. NH4HCO3가 혼합

된 PCL용액을 Teflon mold (φ5×50 mm, φ5×80 mm)

에 넣고 상온에서 24시간 건조하고, 건조된 샘플을 20

wt% citric acid (99.5%, SAMCHUN, Korea) 수용액에

넣고 상온에서 12시간 동안 gas foaming 반응을 시켰다.

반응 후 샘플을 증류수에 넣고 12시간마다 교체하며 2

일간 침적시켜 세척하였고, 세척 후 샘플을 상온에서 24

시간 건조하고 진공건조기에서 다시 12시간이상 건조하

였다.

NaOH 처리시간에 따른 의사체액에서의 아파타이트 형

성 거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조된 PCL 지지체를 5M

NaOH에 침적시켜 40oC항온항습기에서 전처리하였다.

NaOH 처리시간은 2시간, 4시간, 8시간, 12시간으로 변

화하였다. NaOH 전처리 후 PCL지지체를 증류수 담궈

초음파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48시간동안 진공건조

시킨 후 alternate soaking process12)를 하였다. 0.2M CaCl2
(nacalai tesque, Japan)와 0.2M K2HPO4 (nacalai tesque,

Japan) 수용액을 각각 준비한다. 제조된 PCL 지지체를

CaCl2 수용액에 10초 침적 후 증류수에 1초 침적시키고

2분간 건조한 뒤 K2HPO4 수용액에 10초 첨적 후 증류

수에 1초 침적시고 2분간 건조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각각 3회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Alternate soaking process 처리된 PCL지지체를 의사체

액에서 1일 동안 함침 시켰다. 실험에 사용된 의사체액

은 증류수에 NaCl, NaHCO3, KCl, K2PO4·3H2O,

MgCl2·6H2O, CaCl2, Na2SO4를 첨가하고 1M-HCl, tri

(hydroxymetethyl) aminomethane ((CH2OH)3CNH2)으로

36.5, pH 7.4로 조절하여 제조하였으며, 의사체액의 양

과 함침 방법은 Kokubo의 식을 이용하였다.13) 제조된 의

사체액의 이온농도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함침 후

PCL 지지체를 증류수에 5회 세척하고 상온에서 2일간 건

조 시킨 후, 진공건조기에서 다시 24시간동안 건조하였다.

PCL 지지체를 NaOH에 첨적시킨 후 시간에 따른 미

세구조, 중량변화, 접촉각을 측정하고, 원자결합을 적외

선분광기 (FT-IR, FTS800, Varian, USA)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유사체액 함침 뒤 PCL 지지체의 기공형상, 크

기 및 분포 등의 미세 조직 관찰을 위하여 주사전자현

미경 (SEM, JSM-5800, Jeol, Japan)을 이용하였다. 지지

체 표면에 생성된 의 조성 및 결정상은 에너지 분산 분

광기 (EDS, JXA-8600, Jeol, Japan)와 X선 회절 분석기

(XRD, miniplex, Rigaku,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염침출법으로 제조된 다공성 PCL 지지체의 미세구조

를 Fig. 1에 나타내었다. 평균기공크기는 450 µm이고 기

공분포 380~490 µm인 다공성 구조임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다공성 PCL 지지체의 기공율은 81.19%이며 밀도

는 0.2598 g/cc이었다.

Fig. 2는 제조된 PCL 지지체에 NaOH를 침적시간에

따른 접촉각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NaOH 처리시

간이 길어짐에 따라 접촉각은 감소하였으며 8시간까지는

Table 1. Ion concentrations of human blood plasma and SBF.

Ion
Ion Concentrations (mM)

Human blood plasma SBF

Na+ 142.0 142.0

K+ 5.0 5.0

Mg2+ 1.5 1.5

Ca2+ 2.5 2.5

Cl- 103.0 147.8

HCO3
- 27.0 4.2

HPO4
2- 1.0 1.0

SO4
2- 0.5 0.5

pH 7.2~7.4 7.4

Fig. 1. SEM image of PCL scaffolds fabricated by salt
leach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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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o에서 34o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8시간 이후부터는

34o에서 33o까지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NaOH 처리시간

이 8시간 이상일 때 PCL지지체의 표면이 대부분 소수

성에서 친수성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여 지며,14) 이는

Fig. 3의 FT-IR 분석결과에서 PCL 출발물질과 제조된

PCL 지지체에서는 −OH기가 관찰되지 않으나 NaOH 처

리 후 PCL 지지체에서는 3444 cm−1에서 생성된 −OH기

피크를 볼 수 있는데, NaOH 처리를 함에 따라 PCL지

지체의 표면에 −OH기가 생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5)

Fig. 4는 PCL 지지체의 NaOH에 침적 후 침적시간에

따른 SEM 관찰 결과이다. NaOH 처리를 하지 않은 지

지체의 표면은 매끄러운 형상을 한 것에 비하여 NaOH

처리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표면의 크랙이 점진적으로 많

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Fig. 2, 3의 결과

와 같이 NaOH 처리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PCL 지지체

Fig. 4. SEM images of PCL scaffolds with NaOH treatment for (a) 0h, (b) 2h, (c) 4h, (d) 8h, and (e) 12h.

Fig. 2. Advancing contact angle(θ) of PCL scaffolds treated in
5M NaOH as a function of NaOH treatment time.

Fig. 3. IR spectra of (a) PCL raw mëaterial, (b) PCL scaffold,
and (c) PCL scaffold after NaOH treatment for 8h. Fig. 5. Mass loss of PCL scaffolds after NaOH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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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이 친수성으로 바뀌면서 표면의 분해가 시작되어 크

랙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14)

NaOH에 침적시간에 따른 PCL 지지체의 중량변화를

나타내는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침적 후 8시간까

지는 PCL 지지체의 중량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8시간 이

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Fig. 2, 3, 4의 결과에

서도 볼 수 있듯이 NaOH 처리를 통해 PCL 지지체 표

면이 친수성으로 바뀌면서 PCL 지지체의 분해가 시작되

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14) Fig. 2의 접촉각 측정결과와

같이 미루어보아 NaOH 처리의 최적시간은 8시간인 것

으로 판단된다.

8시간동안 NaOH 처리한 PCL 지지체의 alternate

soaking process 후의 SEM 관찰결과와 EDS 분석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SEM 관찰결과 PCL 지지체의 표

면에 생성된 생성물을 볼 수 있고 EDS 분석결과 생성

물의 주성분은 Ca, P, O이며, 이는 alternate soaking

process 를 통해 PCL 지지체 표면에 아파타이트의 핵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7,16,17)

NaOH 처리시간에 따른 의사체액에 1일 침적 후의

PCL 지지체의 SEM 관찰결과와 EDS 분석결과를 Fig. 7

과 8에 나타내었다. NaOH 처리시간이 2시간 이하인 경

우 PCL 지지체 표면에 아무런 생성물도 관찰되지 않았

으나 NaOH 처리시간이 4시간인 경우 생성물이 관찰되

기 시작하였으며, NaOH 처리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생

성물은 더욱 치밀하게 형성됨을 볼 수 있다. 이는 Fig.

2와 3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NaOH 처리시간이 길

어짐에 따라 PCL지지체 표면의 수화로 인한 −OH기의

증가로 alternate soaking process 시 아파타이트의 핵생

성수가 증가하여 의사체액 함침 후 PCL지지체 표면의 아

파타이트 핵이 성장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생성물의

Fig. 7. SEM images of NaOH-treated PCL scaffolds after immersion in SBF solution for 1 day (NaOH treatment time : (a) 0h,
(b) 2h, (c) 4h, (d) 8h, (e) 12h(×3k), and (f) 12h(×30k)).

Fig. 6. EDS Spectra of 8h NaOH-treated PCL scaffold after alternate so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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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구조는 침상형을 보이며(Fig. 7(f)), EDS 분석결과 생

성물의 주성분은 Ca, P, O 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Ca/P

몰비는 1.58이었다. 일반적으로 생체모사법으로 아파타이

트를 형성시킬 경우 Ca/P 몰비가 결정성 수산화아파타

이트의 Ca/P 몰비인 1.67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며, 이

는 모재 표면에 형성된 -OH기 위에 Ca와 P의 입자가

붙어 초기 비정질 아파타이트를 형성하고 그 뒤 결정성

아파타이트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1) 본

연구에서도 결정성 아파타이트로 완전한 성장을 하지 못

한 입자들이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 9는 NaOH 처리시간에 따른 PCL 지지체의 의사

체액 함침 후의 XRD pattern이다. Fig. 7의 SEM 관찰

결과와 같이 NaOH 처리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PCL 피크 외에 다른 피크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8시간

이상인 경우 약한 결정성의 HAp 피크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약한 결정성의 HAp는 생분해성이 우수18)하여 생

체이식 시 칼슘이온과 인산이온이 체내에서 용출되어 골

세포의 증식 및 분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18,19)

EDS, XRD 분석결과를 통해 PCL 지지체 표면에 약한

결정성의 HAp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

구를 통해 제조된 PCL/HAp 지지체는 생체이식 시 생

분해성인 PCL의 분해와 함께 HAp의 칼슘이온과 인산

이온이 체내에서 용출되어 골세포의 증식 및 분화에 도

움을 줌으로써 생체적합성과 생분해성을 가진 지지체로

써 골조직 공학에의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염침출법으로 다공성 PCL 지지체를 제조하였으며, 평

균기공크기는 450 µm이고 기공분포 380~490 µm인 다공

성 구조이고, 기공율 81.19%, 밀도 0.2598 g/cc이었다.

PCL 지지체의 NaOH 침적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접촉각

은 감소하였으며, 8시간까지는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8시

간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PCL 지지체의 중

량은 NaOH 침적 후 8시간까지는 서서히 감소하다가 8

시간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한다.  Alternate soaking

process를 통해 PCL 지지체 표면에 아파타이트의 핵이

생성되었다. 의사체액에 1일 침적 후 PCL 지지체의 표

면에는 NaOH 처리시간이 4시간인 경우 침상형의 HAp

가 관찰되기 시작하였으며, NaOH 처리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HAp는 더욱 치밀하게 형성됨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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