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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Silicone)은 규소와 산소로 된 실록산 결

합(-Si-O-Si-)을 골격으로 하며, 규소원자에 유기기

가 연결된 분자수 에서 무기물과 유기물의 하이

리드 재료라고 할 수 있으며, 천연에는 존재하

지 않는 인공 인 화학 고분자물질이다. 실리콘 

고무는 Si-O 결합을 반복단 로 하는 폴리실록산

을 골격으로 하고 측쇄에 유기기를 갖는 엘라스토

머로서 천연고무나 다른 합성고무와는 달라서 탄

소-탄소(C-C) 결합을 골격으로 하지 않는 특수한 

엘라스토머이다.1,2

  실리콘고무가 처음 개발된 당시는 디메틸폴리실

록산 형태 으며 재는 비닐, 페닐, 트리 루오로

로필기 등이 치환된 기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되며, 특이한 구조 때문에 내열성, 내한성, 내
후성이 우수하고 안정된 기특성과 우수한 고무

탄성 등의 물성을 지닌다. 그 응용분야도 기․

자, 자동차, 사무기기분야를 비롯하여 건축․토

목, 의료, 식품분야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사용되

고 있으며, 한 생체 합성이 좋기 때문에 의료

용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

는 실리콘고무가 의료용이나 재활의료공학 분야

에서 사용되는 사례와 안에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재활의료공학의 개념

  재활이란 미국 국립재활 회 (National Council 
on Rehabilitation)에 따르면 심신장애인의 신체 , 
정신 , 사회 , 직업  는 경제  가용능력을 

최 한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3 

재활공학(Rehabilitation Engineering)은 장애인 재

활을 한 기술과 공학, 학습과 생활편의를 한 

자립보조용구 는 보조공학기기(assistive technol-
ogy device), 그리고 재활기기  보조기구 등을 

포함한다.4 미국의 재활법에 따르면 재활공학은 

“교육, 재활, 취업, 교통, 독립 인 일상생활 그리

고 크리에션을 포함하는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장애인이 직면하는 난 에 

처하기 한 기술공학, 공학방법론, 는 과학  

원리의 체계  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서 하

나의 체계 이고 과학 인 재활공학이 이루어지

기 해서는 의학, 기계, 자, 재료공학 등의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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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식                  ASTM 표기 (ASTM.D1418)

그림 1. 실리콘 고무의 종류와 표시

공    학 의    학

기계설계(Machine design) 재활의학(Rehab. Med.)

인체공학(Human Eng.) 정형외과(Orthopedic Surgery) 

자제어(Control/s) 신경외과(Neuro Surgery) 

재료공학(Material Eng.) 기타

표 1. 재활의료공학을 구성하는 공학-의학 다학

제 분야

과 의학의 다각 인 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재활공학에 주로 련되는 분야를 표 1에 나타내

었다.5,6

  재활의료공학에서의 소재 연구는 좁게는 신체의 

이 요구되는 재활보조기구(Assistive products)
에 해당되는 의지(prosthesis)나 보조기(orthosis)에서

부터 넓게는 체내에 이식되는 생체재료와 인공장

기와 같은 분야에 이른다고 볼 수 있으며, 속, 
고분자, 고무, 세라믹 등 생체 합성을 지니면서 

다양한 물리  특성을 보이는 재료 분야에서 응용

이 가능하다.7

2. 실리콘 고무의 화학

  실리콘 고무는 규소(Si)와 산소(O)가 결합된 실

록산 구조 Si-O-Si-로 구성되며, 무기-유기의 특성

을 보인다. 실리콘 고무의 종류는 여러 가지 단량

체의 종류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고무가 사용되고 있다. 시 되고 있는 실리콘 고

무의 부분은 디메틸실록산을 주성분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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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화방법에 따른 실리콘 고무의 분류 

――――――――――――――――――――――――――――――――――――――

    1. 고온가황 실리콘 고무(Heat Cure Silicone Rubber)
                                (MW 300,000~700,000 )                            
    2. 상온가황 실리콘 고무(RTV; Room Temperature Vulcanizing Silicone Rubber)
                                 (MW 10,000~100,000)
              (1)이액형 상온가황 실리콘 고무(Two Component RTV)
                                 부가반응형 (Addition RTV)
                                 치환반응형 (Substitution RTV)
              (2)일액형 상온가황 실리콘 고무 (One Component RTV)
                                    탈 산형 (Acetic acid type RTV)
                                    탈아민형 (Amine type RTV)
                                    탈알콜형 (Alcohol type RTV)
                                    탈옥심형 (Oxime type RTV)

유기기(R)과 규소의 몰 비 R/Si에 의해 물성이 변

하며, 이 값이 커지면 유연성과 탄성이 크고, 동일

한 값에서는 탄소수가 많을수록 유연성이 커진다. 
이 에 디메틸폴리실록산형의 고무가 가장 렴

하며 이는 규소와 염화메틸의 직 반응에서 량

으로 생산되는 디메틸디클로로실란으로 만들어지

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유기기가 붙은 규소화

합물은 제조공정이 복잡해져 비싸지나 다른 유기

성분이 도입됨으로 제조공정상의 장 도 생기거

나 제품의 특정한 물성이 향상될 수 있다. 로 비

닐기는 메틸기보다 과산화물에 의한 경화반응시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비닐기 함유 고무는 메틸기

를 가진 고무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가황시킬 수

가 있다. 한 페닐기가 도입되면 분자사슬의 유

연성과 내열성이 향상된다. 트리불화 로필기는 

내약품성  내용매성을 향상시켜 유기용매에 팽

창(swell)되지 않는 고무의 성질을 다. 일반고무

는 주로 황을 첨가하여 가교를 형성하지만 실리콘 

고무는 유황 신에 유기과산화물이나 다른 속

의 유기화합물을 가황제로 사용한다.8

2.1 경화방식에 따른 실리콘 고무의 분류

  실리콘 고무를 경화시키는 방법에 따른 분류는 

표 2와 같다. 고온가황 실리콘 고무 (Hot Air Vul-
canizing Rubber, HAV)는 경화제로 유기과산화물

을 사용하여 가열하여 가황시킨 실리콘 고무이다. 

열에 의하여 유기과산화물이 분해하여 생기는 자

유라디칼이 규소에 결합된 메틸기에서 수소를 떼

어내고 실록산에 메틸라디칼을 생성시킨다. 메틸

라디칼을 가진 실리콘의 분자끼리 서로 가교되어 

경화가 이루어진다. 
  상온가황 실리콘 고무 (Room Temp. Vulcanizing 
Rubber, RTV)는 실록산에 당한 작용기를 도입

하고, 가교반응이 상온에서 일어나도록 한 

매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가황시킨다. 상온에서 가

황되는 실리콘 고무를 포장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2액형과 1액형 상온가황 실리콘 고무로 구분한다.
  2액형 상온가황 실리콘 고무는 분자 안에 Si- 
OH, Si-OR, Si-H, Si-CH=CH2 등과 같이 반응성이 

있는 작용기를 가진 직선형의 실록산을 상온에서 

매를 사용하여 가교결합을 형성시켜 얻는다. 이 

형태의 경화반응에 여하는 3가지 주요 성분은 

반응성이 있는 디알킬폴리실록산, 가교제와 매

이다. 세 성분이 섞이면 곧 화학반응이 진행되므

로 실록산과 가교결합 반응제 혹은 실록산과 매

를 섞어 두 개의 포장으로 나  후에 사용 직 에 

섞어서 쓰도록 공 된다.
  2액형 상온가황 실리콘 고무는 경화되는 반응

기구에 따라 부가반응 형과 치환반응형 경화 형태

로 두 종류로 나뉜다. 그림 2와 같이 부가반응형 

RTV는 비닐기와 같은 불포화결합을 가진 실록산

과 Si-O 형 실록산을 반응시키면 Si-H 결합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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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가반응형 실리콘 고무 반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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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치환반응형 실리콘 고무 반응식

닐기에 부가됨으로써 가교반응이 일어나며, 이 때 

매로는 백 이나 팔라듐의 화합물이 주로 사용

된다.
  치환반응형 RTV는 실란올(SiOH)을 가진 폴리

실록산들이 서로 축합하여 가교를 형성하거나 실

란올과 알콕시실란 (SiOR)과의 반응으로 알코올

이 빠지면서 경화하는 고무가 이에 속한다. 그림 3
에서 보듯이 실란올과 규소와 수소결합을 가진 실

록산이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하여 고무가 되는 형

도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수소로 인하여 폼(foam)
이 형성된다. 치환반응형 RTV의 가황에는 속유

기산염, 유기아민, 제 4  암모늄 화합물 등이 

매로 사용된다. 가교반응의 부산물로 나오는 물이

나 알코올이 다 날아갈 때까지는 부피가 어드는 

상이 일어난다. 
  1액형 RTV는 착성 등의 특성이 좋아 산업용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반응 시 발생되는 

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탈 산형, 탈아민형, 탈알콜

형, 탈옥심형 등으로 나뉘고 있으나, 발생하는 부

산물에 기이하는 불쾌한 냄새가 난다던지 부식성

이 있기 때문에 일반 으로 의료용 소재로서는 

합하지 않다.

3. 의료용 실리콘 고무

  실리콘 고무는 일반 으로 고분자소재로서 생

체 합성이 우수한 소재로 알려져 있으며, 의료용 

분야에서 다양한 응용연구가 되고 있거나 제품화

가 실 되었다. 이 에서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

는 실리콘고무는 매, 경화제 등의 첨가제에 의

한 생체조직에의 독성이 없는 공정으로 제조되어

야 한다. 의료용 실리콘 고무는 앞에서 언 하

듯이 주로 부가반응형 RTV가 사용된다. 이는 의

료용 소재로서 생체 합성이 매우 요하며, 합

반응시의 반응물과 생성물 는 부산물이나 매

나 경화제 등의 첨가제에서의 독성이 최 한 제거

되어야 한다. 부가반응형 RTV에서 매로 사용되

는 백 이나 팔라듐의 화합물 매가 생체 합성

이 우수하고 반응 시 부산물이 생성되지 않기 때

문에 비교  세포나 피부에 임상학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는다. 의료용 소재로서 사용되기 해서

는 일반 으로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성이 

요구 된다.9-11

  (1) 생체 합성(biocompatibility): 생체조직과 

 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

   ∙생체조직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염증, 알 르기, 암을 유발하지 않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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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품             목

1 등 

성형  치료 목 에 사용되는 실리콘 재료. 
귀나 코, 유방 등과 같은 체외 형상의 비이식형 재료.
치과용 합시험재 

2 등 없음

3 등 

성형  치료 목 에 사용되는 실리콘 재료. 
이식형의 단단한 재료. 
요도삽입튜 , 고막용튜 , 하드콘택트 즈, 본캡(bone cap),
인조건(Tendon prosthesis), 이 몰드

4 등 
성형  치료 목 에 사용되는 실리콘 재료. 
이식형 액상의 재료, 인공유방, 인공고환

표 3. 의료용 실리콘 고무의 식약청의 등 별 분류

   ∙독성이 없어야 된다.
   ∙ 상과 액성분을 괴 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생체 기능성: 체내에 존재하는 동안 목표한 

기능을 온 히 수행할 수 있는 특성 

   ∙화학  안정성, 기계  강도, 피로강도 유지

하여야 한다.
   ∙ 합한 모양으로 설계와 가공이 하여야 한다.
   ∙멸균 는 소독이 가능하고 재 성이 있어

야 된다.
  실리콘 고무는 의료용으로 사용이 되는 는 주

로 수 용 튜 나 카테터(catheter)등의 의료기기, 
미용을 한 성형용이나 암 등의 발생으로 상실된 

장기를 복원하는 임 란트나 보형물, 그리고 인공

장기의 부품 등 신체 내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

으며 재활의료용으로 쓰이는 의지나 보조기와 같

은 처럼 피부와 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

다.12-14

  한 치아의 인상재로 여러 고무 재료가 많이 있

으나, 치과의 정 가공과 사용의 편리성이 요구됨

에 따라 액상 실리콘 고무가 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실리콘 인상재는 경화가 민한 , 
경화 시 치수안정성이 뛰어난 , 실온에서 경화

가 늦어 작업시간에 여유가 있고 구강 내에서 온

도가 상승하면 속하게 경화하는  등의 특징이 

있어 고무 인상재 에서 가장 정 한 인상에 

합하다.15

  콘택트 즈나 인공수정체의 소재로 실리콘 고

무가 사용된다. 특히 인공수정체의 역할을 하는 

ICL(Implantable Contact Lens- 안내삽입콘택트

즈)은 특히 고도근시  원시의 시력교정을 하

여 각막을 그 로 보존하고 원래의 수정체 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수 즈이다. ICL 즈

는 재까지 알려진 굴 수술과 비교할 때 매우 

투명하고 우수한 시력을 제공하며, 특히 수술과정

이나 수술 후에도 각막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장 이 있다. 요구되는 특성으로는 굽힘특성과 함

수율 등의 생체 합성을 지녀야 한다. 
  식품의약안 청(KFDA)에서는 의료기기나 의료

용 재료에 하여 의학 인 안 성과 신체에 해 

미칠수 있는 험성에 따라 등 별로 규정하고 있

으며 식약청 고시 제2005-71호(‘05. 12. 06 개정)
에 나타난 “의료기기 품목  품목별 등 에 한 

규정”에 있는 의료용 실리콘 고무의 등 별 분류

는 표 3과 같다.
  1등 은 인체에 직  되지 않거나, 되

더라도 잠재  험성이 거의 없으며 고장 발생시

에도 인체에 미치는 향이 경미한 의료기기나 재

료이며 2등 은 사용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인체에 한 험성은 있으나 생명의 험 는 

한 기능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은 어 잠재  

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나 재료 3등 은 인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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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삽입되어 사용되거나, 잠재  험성이 

높은 의료기기나 재료이며 4등 은 인체 내에 

구 으로 이식되는 의료기기, 심장, 추신경계, 
앙 계 등에 직  되어 사용되는 의료기

기나 동물의 조직 는 추출물을 이용하거나 안

성 등의 검증을 한 정보가 불충분한 원자재를 

사용한 의료기기 는 새로운 목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나 재료이다.

3.1 의료용 변성 실리콘 고무

  실리콘 고무는 자체 으로 여러 우수한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응용분야에 따라 특성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다른 고분자와의 공 합체를 

형성하여 사용하기도 한다.12 콘택트 즈 등의 산

소투과율 향상을 목 으로 사용되는 실리콘 변성 

메타아크릴 이트 공 합체는 산소투과성이 메타

아크릴 이트 단독의 경우보다 증가하는데, 이는 

실리콘 고분자의 구성요소  Si-O와 Si-C결합이 

상 으로 높은 비율을 이루며 이 긴 결합들로 

인하여 자유부피가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폴리디

메틸실록산은 폴리메타아크릴 이트에 비해 자유

부피가 5내지 6배 크다. 한 폴리디메틸실록산이

나 폴리비닐트리메틸실란 등을 공 합체로 하여 

비규칙  분자사슬(랜덤 공 합체나 삼원공 합

체의 구조)을 형성하여 높은 산소투과율을 얻을 

수 있으나 미세 역의 상분리 형성은 억제되어야 

한다.
  실리콘-우 탄 공 합체는 아세톡시 말단기를 

갖는 실록산을 치환한 우 탄과의 반응을 통한 가

교에 의해 형성되는 비균일상의 고분자이다. 단일

의 실리콘 고분자가 갖고 있는 기계  강도  생

체학  반응 특성보다 매우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

기 때문에 액 펌 나 동맥 내의 삽입 풍선, 심장 

치 재료 등에 사용된다. 이들은 특히 피로 강도

나 유연성, 라즈마 단백질과의 낮은 반응성 등

이 필요한 생명 공학 분야에 선호되고 있다. 
  실리콘-폴리에스테르 우 탄 소재와 폴리우

탄 IPN으로 이루어진 성형  사출이 가능한 의료

용 소재도 개발되었으며, 우 탄-실리콘 공 합체

로서는 실록산과 우 탄과의 카빈올(C-OH) 이

를 이용하여 가수분해 안정성이 향상된 변성 실리

콘 소재(SiCH2CH2CH2OH)를 만드는 것이나 실리

콘 우 탄 사이의 요소 이를 이용하여 변형된 

아미노 알킬 실록산 고분자를 만드는 것 등이 

심의 상이다.
  실리콘-폴리카보네이트는 주입성형  사출이 

가능한 소재로 염화 메틸 이나 사염화 로  등

의 용매를 이용하여 필름 형태로 가공이 용이한 

특성을 들 수 있으며 실록산-폴리카보네이트는 비

충  실록산 고분자에 비해 기계  특성이 뛰어나

다. 폴리카보네이트 리 폴리머와 아민 말단기를 

갖는 실록산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공 합체는 

안장강도가 높고 산소  수분 투과성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액의 산소 공 , 투석  mi-
cro-electrode 멤 인 등에 사용되고 있다. 

4. 재활의료공학용 실리콘 고무

  장애를 극복하고 신체기능의 복원을 해 사용

되는 재활의료공학 분야의 실리콘 고무의 주요한 

몇 가지 에 하여 소개한다. 실리콘 고무는 주

로 단장애인에 사용되는 의지(prosthesis)의 부품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4.1 단장애인용 소켓 라이  (Socket Liner)

와 패드 (pad)

  단장애인은 선천  는 후천  질병 는 사

고로 인하여 신체의 일부가 단된 사람을 말하

며, 특히 사고 는 동맥경화증(arteriosclerosis)이
나 당뇨병 등의 심  는 말 계 질환에 

의하여 신체의 일부를 단하게 되는 경우 운동능

력을 복원하기 하여 의지(prosthesis)를 착용하게 

된다.4 그림 4와 그림 5 에는 의지 사용 시 사용하

게 되는 패드와 소켓라이 를 나타내었다. 단장

애인의 단부(stump)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

켓 제작 시 단부가 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bony 
prominence)의 소켓에 의한 압박을 최소화하기 

하여 의지의 소켓내부에 패드를 부착하고 소켓라

이 를 착용한다. 이들은 단부에 의 돌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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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단부를 보호하기 하여 소켓의 내부

에 부착되는 패드

과 액순환이 용이하지 않다든지 등의 이유로 정

상 인 경우보다 환부상태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

를 보호하고 의지 착용 시 발생하는 압력에 의한 

통증을 방지해 다. 소켓라이 와 패드의 소재로

는 재 주로 실리콘고무가 사용되며 부분 으로 

우 탄 탄성체와 열가소성탄성체가 사용되고 있

다. 실리콘 고무의 경우는 주로 백 이나 팔라듐

매를 이용한 이액형의 부가 반응형 RTV를 사용

한다.
  그림 6은 소켓라이 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탄

성체재료의 압축시의 기계  물성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실리콘 고무는 신체의 연부조직, 
즉 근육 는 피부와 비슷한 압축강도  연신율

을 보이기 때문에 착용 시 단부에 가해지는 압

력분산에 효과 으로 사용된다. 동일한 압축강도

에 하여 변형의 정도를 비교할 때 우 탄 탄성

체와 인체의 생체조직이 가장 작은 수 으로 비슷

하며, 다음이 실리콘과 열가소성 탄성체의 순서이

다.16

  

그림 5. 단부와 의지소켓의 인터페이스로 

사용되는 실리콘 소켓라이

  소켓라이 는 실리콘 고무 등에 천으로 입힌 것

과 패럴린 등으로 코 한 것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소켓라이 의 용어  분

류와 시험테스트 방법 등에 련된 KS 표 이 제

정 바가 있다.17,18 연결부 착강도 시험, 인장/인
열강도시험, 내구성 등의 시험항목이 있으며 소재

에 련된 요한 시험 항목은 내구성 시험을 들 

수 있다. 내구성 시험용 시험편은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험편을 채취하여 제작한다. 시험 장

치는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리콘 소재의 

구 변형량을 측정한다. 소켓라이  제품의 특성

상 팽창수축을 반복하는 기능이므로 반복되는 팽

창수축에 의한 구변형이 발생하여 원주의 치수

가 변하면 다리 단부와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우

므로 매우 요한 요구특성이다. 최  변 량이 

80 mm가 되도록 하고, 반복주기는 0.1 Hz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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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소켓라이 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탄성체재료의 압축시의 기계  물성 

그림 7. 내구성 시험편 채취 방법

그림 8. 내구성 시험 설치 방법

100,000회 반복시험한 후 구 변형량이 4%이내

여야 한다.

  다리에서 주요 단의 원인은 과거에는 교통사

고나 산재사고 등의 외상(trauma) 등의 사고에 기

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동맥경화증

(arteriosclerosis)과 폐색성  염(thromboan-
guiitis) obliterance), 버거스 병 (Buerger's disease)
과 이노 병(Raynaud's disease)에 의한 심 계 

말  질환과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과 같은 후

천  질환에 의한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선
진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격한 고

령사회화로 인하여 노인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

러한 질환에 의한 단장애인이 70%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이 경우 외상에서와는 달리 단부의 

류나 감염 등의 의료 인 상태가 상 으로 취

약하다. 한, 그림 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

지 단부의 경우에 따라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다음에서 열거하는 경우, 즉 앞서 나열한 

심 계  말 계 질환, 당뇨 등의 단으

로 단부 류상태가 취약, 화상으로 피부가 취

약, 수술 후 단부가 짧거나 특이한 형상인 경우

나 운동 등의 활동성이 크게 향상을 원하는 경우 

등에는 맞춤형 라이 를 사용하여 소켓과 단부

의 속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맞춤형 라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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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맞춤형 라이 를 용하는 다리 단부의 시

그림 10. 맞춤형 라이 의 제작과정

장애인 개개인의 단부의 형상(contour)에 따라 

장에서 제작되어 치수와 형태가 정해져 있는 기

존의 기성품에 비하여 피부조직보호(생체 합성), 
돌출  보호, 보행시의 충격완화, 피스톤 상 방

지하는 라이 의 기능  목 에 더욱 향상된 역

할을 한다.  
  그림 10에는 맞춤라이 의 제작과정을 보여

다. 맞춤라이 를 제작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먼  환자의 

단부를 석고로 취형하여 매끄럽게 가공을 한 후, 
필라이트 폼재를 석고형에 성형한다. 성형된 상태

에서 라스틱으로 커버를 워 형틀을 제작한 후, 
필라이트를 제거하고 그 공간에 2액형 실리콘 액을 

주입하여 성형하여 맞춤형 라이 를 제작한다. 

4.2 미 형 의지 (cosmetic prosthesis) 

  재활기기와 보조기구가 주로 기능회복 주의 

목표를 구 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들은 육체 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심리 으로도 장애에 한 고

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양 인 면에서 신체

일부를 상실한데서 오는 심리 인 어려움을 극복

하기 한 한 방법으로 실리콘고무를 이용한 미

형 의지를 사용한다. 미 형 의지는 안면부나 다

리 는 손이나 팔에 용하게 되는데 가장 빈번

하게 요구되고 외 상으로 더욱  필요한 부분이 

손이라 할 수 있다. 손이나 팔의 단은 주로 외상



133Rubber Technology Vol. 9, No. 2, 2008

그림 11. 미 형 의지를 용하기 후의 손 단장애인의 형상

(trauma)에 의하여 발생하며, 선천 인 기형(con-
genital anomaly)와 말 질환(vascular disease), 
종양 등이 원인 된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외양

인 면에서 실제의 피부와 유사하게 보여서 심리

인 치료  재활에 최 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재 미 형 의지로 사용되는 소재로는 PVC와 

실리콘 고무를 이용한 두 가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림 12에서 보듯이 PVC는 물성은 우수

하나 친수성의 소재이기 때문에 때 등에 의하여 

쉽게 더러워지거나 오염이 잘 되고 세척에 의해 

그림 12. 미 형 의지로 사용되는 PVC와 실리

콘고무의 

때가 잘 제거되지 않는 큰 단 이 있다. 반 로 실

리콘은 소수성의 소재이기 때문에 쉽게 더러워지

지는 않으나 PVC에 비하여 상 으로 내성이 떨

어지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거나 정 기에 의하여 

(a)

(b)

그림 13. (a) 자손과 실리콘고무를 이용한 인

공미용피부와 (b) 기능성 인공피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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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과의 마찰이 강해서 옷을 입고 벗는데 불편한 

이 있다. 따라서 강화실리콘을 이용한다던지 

PVC 는 실리콘 미 형 의지에 패럴린 등의 코

을 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개선하고 있다.19 
이러한 소재는 자의수(electronic hand)로 알려진 

근 동의수 등의 인공미용 피부로 용이 되며, 
최근에는 단순한 미용소재뿐만 아니라 잔존하는 

피부와 하는 부분에서 공기의 투과성을 부과

하는 고기능성을 지니면서 기능성의 인공피부가 

연구개발 되고 있으며 심이 되고 있는 합성소재

로는 실리콘과 나일론, 폴리우 탄, PHEMA 등이 

있고, 생체재료에는 콜라겐과 키틴, 키토산, 피

린, Hyaluronic acid 등이 이용된다.  
  그림 13에는 자손과 기능성 인공미용 피부

(Living skin)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4.3 인공근육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망실된 신체의 근골격

계 근육을 재건하기 하여 생체모방형의 고분자

구동체를 이용하여 근골격계 인공근육을 개발하

려는 연구는 최근 십 수년 부터 미국 등을 심

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 근육은 뇌로

부터 신경신호에 의하여 명령이 달되어 체내의 

화학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즉 체액의 수소, 
칼슘, 칼륨의 이온농도의 변화에 의하여 ATP를 

ADP로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에 지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게 되는 일종의 탄성을 지니는 생체재

료이다. 인공근육으로 주로 심을 갖는 소재로는 

이온성고분자의 속복합체(IPMC 는 ionic pol-
ymer metal composite)와 실리콘 고무, 우 탄 등

의 유 성탄성체를 들 수 있다. 유 성탄성체의 

경우 강유 성과 낮은 탄성율을 지니는 탄성체가 

이에 합하다. 이는 를 인가하면 유도 극자 

모멘트에 의하여 변형을 하는 특성을 보인다. 미

국의 SRI International사에서는 실리콘, 우 탄, 아
크릴탄성체를 이용하여 기반응고분자(electros-
trictive polymer)로 제조하여 기신호변화에 수축

과 팽창을 반복하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 
  이런 기  반응은 구동력과 변 의 인공근육

의 구성요소 에서 볼 때 그림 15에서 보는 바

그림 14. 유 성탄성체의 기  변형의 시

그림 15. 유 성탄성체의 구동특성 비교

와 같이 실리콘 고무 소재는 인체의 생체근육과 

유사한 구동시의 변형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4.4 Implant 와 prosthesis 용 실리콘 고무

  최근에 여성에게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 

등에 의하여 손실된 몸의 일부를 미용 으로 복원

하기 하여 많이 사용되는 것이 실리콘 고무를 

이용한 유방보형물(breast prosthesis)를 들 수 있으

며, 한 기타 그 밖의 응용분야로서 미용을 목

으로 성형에 많이 사용되는 미 형 임 란트(cos-
metic implant)나 유방 임 란트(breast implant)를 

들 수 있다. 
  유방 개수술 후 보형물의 경우 pseudo-IPN 형
태의 실리콘 고분자는 응집성과 더불어 투명하고 

탄성이 좋은 겔을 가장 많이 사용된다. 염화백

산을 비닐메틸시클로실록산 단량체로 화시킨 

매를 사용하여 도가 1000 cSt(centistoke)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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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의료공학용 Implant 나 prosthesis 에 사용되는 실리콘 고무의 

의 비닐말단기 실록산 고분자와 디메틸 실록산 공

합체를 제조하거나 가수 분해되기 쉬운 기능성 

기를 갖고 있는 비닐 실록산과 비닐 피롤리돈을 

공 합하여 친수성 공 합체의 겔을 제조하기도 

한다. pseudo-IPN 형태의 실리콘 겔의 단 으로 

지 되는 고분자의 일부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방지

하기 하여 폴리디메틸실록산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페닐기나 트리 루오르 로필기로 치환

된 실록산 폴리머로 캡슐화하거나 코 한다.12

4.5 실리콘 고무 소재의 멸균성

  의료용 실리콘의 경우 제품제작과정이 끝난 후 

는 사용직 에 멸균처리를 하게 되며, 이는 제

품의 안 성에 큰 향을 미친다.
  재 ISO에 알려져 있는 멸균방법은 방사선(감
마선, 자선) 멸균, 에틸 옥사이드(ETO) 가스 

멸균, 고압증기 멸균 등 3가지이다.20-22 그동안 

통 으로 고압증기 멸균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유

기재료는 부분 내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에틸 옥사이드 가스(EOG) 는 코발트 60의 γ

선에 의한 방사선 멸균이 사용되고 있다. 근래 

ETO 가스 멸균은 잔류가스의 인체에 한 향이

나 방출가스에 의한 환경 괴 등의 문제로, 고온

가스 멸균은 고온에 따른 변형이나 검증 리의 

번잡함 때문에 각각 방사선 멸균으로 체되는 경

향이 있다. 재 많이 이루어지는 멸균법은 EOG
로 멸균화과가 높고, 가열에 의한 변형이 없다는 

에서 리 이용되고는 있지만, 피부, 막에 자

극작용을 비롯하여 용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ETO가스 멸균은 멸균한 상물에 잔류

가스를 남김으로 그것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하며 

고압증기 멸균도 건조처리를 필요로 하는 등 모두 

후처리를 해야 하지만 방사선 멸균은 후처리가 필

요 없다. ETO가스 멸균에서는 잔류가스가 발암성

이어서 2000년 이후부터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

량 보고제도(Pollutant Release Transfer Register, 
PRTR)에 의한 규제 상물질이다. 이에 따라 차 

방사선 멸균으로 체되는 경향이 있다.
  자선은 감마선보다 물질에 한 투과성이 작

아 도가 큰 상물이나 복잡한 형상의 상물이

면 자선보다는 감마선을 사용하여 멸균하는 것

이 좋다. 도 1 g/cm3인 제품일 경우 4 MeV 자

선 가속기로는 표면에 40 kGy를 조사해도 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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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여러 고분자의 방사능 멸균시 20% 신장율 감소를 발생시키는 피폭선량

깊이에서의 선량은 0 kGy가 되어 멸균되지 않는

다. 그러나 감마선은 보다 투과력이 강함으로 최

종 포장된 상태라 하더라도 내부의 멸균이 충분히 

가능하다. 자선은 그 특성상 표면보다 약간 내

부에 들어가서 흡수선량이 더 높아짐으로 제품 내

부에서의 선량변화율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감마

선은 그러한 흡수선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장

이 있다.23,24

  방사선 멸균에서 고분자는 종류에 따라 다른 물

성 변화의 특성을 보인다. 일반 으로 방사능 처

리 시에 신장율이 25%감소하는데 필요한 선량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그림 17에서 보듯이 Epoxy 나 

열경화성 수지인 페놀수지나 액정고분자 등은 

1500 kGy이상의 매우 양호한 선량을 보이며, 천연

고무 라텍스는 700 kGy, EPDM은 220 kGy를 보

이는 반면에 실리콘 고무는 75 kGy 정도로 비교

 취약한 물성변화를 보인다. 
  일반 으로 고분자 자체로는 생체 내에서 생화

학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분자 

에 포함된 불순물 는 가공 에 혼입된 물질

에 의해 생체 조직에 손상을 부여하는 경우가 발

생하거나, 액과 으로 인해 응 , 용 , , 
칼슘침착 상 발생 우려가 있다. 실리콘 고무의 

경우 반응에 따라 고무 가교 반응 시 생성되는 디

클로로벤조익 산으로 인해 조직의 괴되며, 고분

자 에 포함된 요소(충 제, 첨가제, 가교제 등)
가 생체 내에 용출할 수 있다. 생체요소를 고분자

가 흡착하거나 생체요소를 흡착한 고분자에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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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부착, 증식, 미생물이 분비한 사산물이 생

체 조직을 자극하는 경우 신체에 되면서 외부

에서 사용되는 실리콘제의 간디다균 흡착이나 콘

택트 즈의 미생물 증식하게 되며 멸균이 필수

이다. 따라서 실리콘 고무가 방사선 멸균에 이용

되기 해서는 용도에 따라 공 합체 는 컴 운

딩에 의한 개질을 한다던지 표면코 개질을 하든

지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한 생체 합

성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되고 있

다.22-27

5. 맺 음 말 

  실리콘 고무는 고기능성과 생체 합성과 같은 

의료용 분야에서 고성능화됨에 따라 소량다품종 

형태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요창출이 기 되고 있

다. 그러나 의료용 실리콘의 원료도 아직 우리나

라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의료용 분야의 실리

콘 재료를 이용한 제품 는 기술개발에서 국산화

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 서술한 재활의료공학 분야에서는 본 

필자들이 련 실리콘 고무 제품의 국산화 연구개

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 하여 국산

화를 완료하 고, 는 재 진행하고 있는 실정

이다. 재활의료공학에서의 소재  제품 개발은 

지 까지는 사회  는 국가 인 심부족과 기

술  시장성이 상 으로 열세이었으며 우리가 

경제  는 산업 인 고도성장을 추구할 때, 장

애인  노인들의 복지와 이에 련된 소재, 기술 

 제품개발은 크게 뒤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종 사고와 성인병에 의한 후천  단  마비

장애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으로

나 국가 으로 이에 한 많은 심이 요망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세계 체인구의 10%가 

장애인이고, 이  60%가 지체장애인이며 사회가 

고령화 될수록 장애인의 비율이 격히 증가하고 

있다. 재활의료공학 분야를 포함하는 의료용 소재 

 기기 분야는 향후 신소재, IT, BT, NT  의학

기술이 융합되는 첨단 기술로써 복지의료기술과 

공익성에 련된 기술로 앞으로 많은 발  가능성

이 있다. 
  우수한 물성과 생체 합성을 지니는 실리콘고

무가 고부가가치의 의료용 소재로서의 용도와 응

용범 는 매우 넓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학계, 연
구소, 련업계가 심을 가지고 연구 개발에 새

로운 장을 펼쳐 나가게 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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