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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rboxymethyl cellulose (CMC) hydrogel has been synthesized in this study by chemically cross-linking of its hydroxyl
groups with 1,4-butanediol diglycidyl ether (BDDE), and then converted into a CMC hydrogel by incorporating temperature-responsive (TR) particles with freeze-drying methods. The CMC hydrogel with TR particles was evaluated with
physicochemical and biological methods such as color changes over time and temperatures and by in vitro culture of
fibroblast cells under the surface of the CMC hydrogels with TR particles, respectively. The CMC hydrogel with TR particles were changed in its colors over temperatures, where its colors depended on the concentrations of TR particles
such as 0.1, 0.2 and 0.3%. The results of in vitro assays of the CMC hydrogel with TR particles with bromodeoxy uridune, 3-(4,5-dimethythiazol-2-yl)-2, 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and neutral red showed excellent cell compatibility compared to those of latex, which was employed as a negative control. Some cells seeded in vitro on the
CMC hydrogel were however dead at day 7, even though no significant damages were observed by the extracts of
the CMC hydrogel with TR particle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CMC hydrogel with TR particles should be
employed within limited times for its applications in the human contacting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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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연구에서는 상온에서는 붉은색으로 존재하다가 체온에서
무색으로 전환하는 온도감응성 입자가 포함된 가교결합 된 카
복시메틸 셀룰로오스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CMC
하이드로젤이 인체와 접촉하는 의료용 기기로 이용할 수 있을
지 검토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carboxymethyl cellulose
(CMC) 고분자를 1,4-butanediol diglycidylether 가교결합제로
고분자 내 및 고분자 사이의 화학적으로 가교된 CMC 하이드
로젤로 일차 합성한 다음, 온도 감응성 입자를 젤에 코팅 및
흡착시켜 온도감응성 입자가 포함된 셀룰로오스 하이드로젤 샘
플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CMC 하이드로젤에 대하여 물리화학
적 특성평가를 진행한 다음, 가교결합제의 농도에 따라 제조된
CMC 하이드로젤에 대하여 다양한 in vitro 세포독성 평가와
섬유아세포의 부착 및 증식성, 세포적합성평가를 통하여 CMC
하이드로젤을 인체와 접촉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적용할 수 있
는 생체재료로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하

이드로젤은 고분자 사슬이 삼차원 구조를 이루는 친수성
망상구조 물질을 뜻하며,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거나 기
능을 잃었을 때 조직이나 장기를 대체하기 위한 조직재생용 지
지체로 사용이 가능하다.1-6) 또한 바이오센서, 의료용 전극, 화
상/상처치료용 패치, 마스크 팩, 렌즈 등 인체와 접촉하거나 이
식하는 적용되는 의료기기이다. 최근에 온도 감응성 입자가 코
팅된 다양한 하이드로젤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패치,
마스크 팩 등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유아용 체온기, 열 흡수상
태나 제품교환 시기를 알리는 미용 하이드로젤 패치의 개발로
진화 중이다.7-13) 생체친화성의 하이드로젤을 제조하기 위한 고
분자로서는 셀룰로오스, 히알루론산, 키토산, 덱스트란, 젤라틴,
콜라겐 등의 천연고분자와, 폴리 (에틸렌 옥사이드), 폴리 (바이
닐 알코올) 등의 합성고분자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고분자
를 의료기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다이하이드라자이드, 카보다이
이미드, butanediol diglycidylether 등의 다양한 가교결합제를
사용하고 있다.14-21)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carboxymethyl cellulose (CMC),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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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anediol diglycidylether (BDDE) 은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USA)에서 구입 하였으며, 체온에서 색이 변화
하는 온도 감응성 안료입자(red color)는 세원과학사(서울, 한국
)에서 구입하였다. 세포배양평가에서 사용되는 FGM-2,
penicillin-streptomycin는 Lonza Korea (Switzerland)에서 구입
하였고, cell counting kit-8 (CCK-8) solution, live & dead
viability/cytotoxicity kit for mammalian cells, fetal bovine
serum (FBS)는 Dojindo Laboratories (Japan)와 Invitrogen
(USA), Gibco (Australia)에서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배양된 섬유아세포에 제조된 온도감응성 입자가 포함된 CMC
하이드로젤, 테플론 및 라텍스로부터의 용출용액과 아무것도 첨
가하지 않은 배지를 넣은 후, 다음날 제조회사에서 지정한 프
로토콜에 따라 20 MTT Solution (2 mg/mL in PBS)을 분주
하고 4시간 동안 추가배양 하였다. 그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100 µL dimethylsulfoxide (DMSO)를 첨가하고 Microplate
reader 기기(Tecan, Australia)를 이용하여 570 nm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eutral red assay

온도감응성 입자가 포함된 셀룰로오스 하이드로젤 제조
CMC의 말단 작용기인 하이드록시기, 카르복실기를 BDDE의
에폭시 작용기와 가교하여 CMC 하이드로젤을 제조 하였으며,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CMC 0.10 g을 1%NaOH 수용액에
용해하여 CMC 용액을 만든 후, 가교결합제 BDDE (100 uL)
를 첨가하여 혼합한 다음, 테플론 모울드에 넣어 하루 동안 반
응을 유도하였다. 반응을 완료한 후, 샘플을 phosphate
buffered solution 버퍼용액(PBS, pH7.4)에 담지하여 100
rpm 으로 쉐이킹 하며 미반응물들을 제거하였다. 세척은 3일
동안 진행 하였으며, PBS 버퍼는 12시간에 1번씩 교체한 다
음, 동결건조 한 뒤 0.1%, 0.2%, 0.3% 온도감응성 입자 수
용액에 샘플을 5 분간 100 rpm으로 쉐이킹 하여 하이드로젤
에 온도감응성 입자의 코팅과 흡착을 유도하였다.

96 well-plate에 1 × 104 cells 씩 분주하여 하루 동안 배양된
섬유아세포에 제조된 온도감응성 입자가 포함된 하이드로젤, 테
플론, 라텍스 용출용액과 아무것도 첨가 하지 않은 배지를 넣
은 후, 다음날 0.33% neutral red solution (2 mg/mL in
PBS)을 분주하고 2시간 동안 추가적인 in vitro 배양을 진행하
였다. 그 후, 회사에서 지정한 프로토콜에 따라 Neutral Red
assay fixation으로 washing 후, solubilization solution을 10분
동안 100 µL/well로 첨가하였고 microplate reader 기기(Tecan,
Australia)를 이용하여 550 nm 파장 및 690 nm의 참고파장에
서 용출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Bromodeoxyuridine (BrdU) assay

온도감응성 입자-셀룰로오스 하이드로젤의 형태학적 분석
하이드로젤에 코팅 및 흡착된 온도감응성 입자의 존재를 확
인하기 위하여 액화질소로 동결한 온도감응성 입자가 함유된
셀룰로오스 하이드로젤 (직경 1 센티미터)을 2 일간 동결 건조
하였다. 건조된 하이드로젤 표면에 대하여 금으로 진공코팅 처
리하여 샘플을 준비하고, 주사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Tescan, Cesko Republika)으로 다양한 배
율로 확대하여 샘플 표면과 단면적을 관찰하였다. 또한 온도감
응성 입자 농도에 따른 색 변화와 온도감응성 입자가 고유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관찰하기 위하여 digital camera(삼성,
한국)를 이용하여 사진을 관찰하였다.

96wellplate에 1 × 104 cells씩 분주하여 하루 동안 배양된 섬
유아세포에 제조된 온도감응성 입자가 포함된 CMC 하이드로
젤, 테플론, 라텍스 용출용액과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배지
를 넣은 후, 다음날 10 µL BrdU labeling solution을 분주하
고 2시간 동안 추가적인 in vitro 배양을 수행하였다. 회사에서
지정한 프로토콜에 따라, 반응이 끝나면 배지를 제거하고, 200
µL Fixodent solution을 넣어 실내온도조건에서 30 분간 세포
를 고정한 뒤 100 µL/well로 anti-BrdU peroxide-labeled antiBrdU antibody를 분주하여 20분 동안 반응시켰다. 마지막으로
1M H2SO4 solution (25 µL)을 샘플에 첨가하여 반응을 종료
시킨 뒤, microplate reader 기기(Tecan, Australia)를 이용하여
450 nm 파장 및 690 nm의 참고파장에서 용출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독성도 평가
제조된 셀룰로오스 하이드로젤과 양성대조군인 테플론
(1 cm × 1 cm)과 음성대조군인 라텍스(1 cm × 1 cm)를 37oC에
서 3일 동안 세포배양 배지에서 용출하여 용출액을 얻었고, 96
well-plate에 사람 섬유아세포를 1 × 104 cells 밀도로 분주하여
하루 동안 5% CO2, 37oC 조건에서 in vitro 세포배양 한 후
용출용액을 분주하였다. 다음날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MTT,
Neutral Red, BrdU assay를 이용하여 준비된 샘플에 의한 섬
유아세포 생존율을 비교함으로써 세포독성을 평가하였다.

in vitro 세포 배양평가
섬유아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과 penicillin-streptomycin (100 IU/mL), gentamycin (2 µL/mL)을 첨가한 FGM2 배지(Lonza, Australia)에서 5% CO2, 37oC 조건으로 in
vitro 세포배양 하였다. 제조된 온도감응성 입자가 포함된 하이
드로젤을 autoclave (Jeiotech, Korea)에서 고온/고압 멸균하였
다. 실험은 24 well-plate에 5 × 104 cells/well-plate의 밀도로
세포를 접종 한 뒤, 하이드로젤 샘플을 첨가하여 방출용액에 대
한 세포적합성 평가를 7일간 세포배양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Methylthiazol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assay
96 well-plate에 1 × 104 cells 농도로 분주하여 하루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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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태에서 배양된 섬유아세포의 부착성 및 증식성을 정량화
하기 위해 cell counting kit-8 (CCK-8; Dojindo: Japan)으로
세포에 주입시킨 다음, microplate reader (Tecan, Australia)를
이용하여 섬유아세포의 증식성을 측정하였다. 배지와 CCK-8
solution을 9:1의 비율로 혼합하여 하이드로젤 샘플에 분주한
뒤, 5% CO2, 37oC 조건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용액을 96 well plate에 100 µL씩 분주한 뒤, microplate
reader 기기를 이용하여 450 nm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Live & Dead assay
온도감응성 입자가 포함된 CMC 하이드로젤을 올려놓은 상
태에서 배양된 섬유아세포의 생존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배양
7일차에 Live & Dead assay를 진행하였다. 2 mM ethidium
homodimer-1 (EthD-1) stock 용액 (1.2 µl)와 4 mM calcein
AM solution (0.3 µl)을 멸균된 PBS (600 µl)에 넣고 혼합한
뒤, 세포 배양된 하이드로젤에 분주하여, 상온에서 30분 간 반
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형광현미경(Leica DMLB, Germany)
으로 세포들의 생존성을 검경 하였으며, 생존한 세포는 녹색으
로, 사멸한 세포는 붉은색으로 관찰되었다.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실험군 간의 통계
적인 유의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One-way ANOVA (SPSS for
Windows, Release 18, Standard Version,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얻어진 p 값이 0.05 미만일 때, 샘플간의 값은
통계학적으로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Figure 1. Schematics of synthesis of cross-linked CMC hydrogel. CMC
indicates carboxymethyl cellulose and BDDE does butadiene diepoxide.

Figure 2. CMC hydrogel containing temperature-responsive particles: control CMC hydrogel (A), and CMC hydrogel containing 0.1%
(B), 0.2% (C) and 0.3% (D) temperature-responsive particles.

결과 및 고찰
온도감응성 입자가 함유된 셀룰로오스 하이드로젤 제조
CMC의 하이드록시 작용기, 카복시 작용기와 가교결합제의
에폭시 작용기와의 결합에 의해 화학적으로 가교된 CMC 하이
드로젤을 제조에 대한 화학구조식은 Figure 1과 같다(Figure
1). 제조된 CMC 하이드로젤에 마이크로 사이즈의 온도감응성
입자를 첨가하여 온도감응성 입자가 포함된 하이드로젤을 제조
한 결과, 온도 감응성 입자의 첨가농도에 따라 하이드로젤의
색이 무색에서 빨강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였다(Figure 2).
체온(37oC)에서 색이 변화하는 온도감응성 입자가 포함된 하이
드로젤을 제작하였을 때 온도감응성 입자가 변성되지 않는 것
으로 관찰되었고, 신체와 접촉하였을 때 색이 청색에서 무색으
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였다(Figure 3). 또한 하이드로젤에 코
팅된 마이크로 사이즈의 온도감응성 입자를 SEM 촬영을 통하
여 관찰하였으며(Figure 4-A), 0.1, 0.2, 0.3% 농도의 온도감
응성 입자를 포함시켜 제조된 온도감응성-하이드로젤 샘플의
내부에 온도감응성 입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4-B, C, D, E).

Figure 3. Color change of CMC hydrogel, (B) over time compared to
that of its initial time (A).

in vitro 세포배양평가
폴리스타이렌 세포배양 플레이트에 배양된 세포 위에 CMC
하이드로젤을 올려 놓은 상태에서 7일간 in vitro 배양된 세포
를 관찰하였을 때, 온도감응성 입자의 첨가 농도에 따라 제조
된 CMC 하이드로젤 샘플들 사이의 실험결과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실험군에서 섬유아세포의 부착, 증식, 생
존성이 높게 관찰되었다. CCK-8 assay 결과에서는, 온도감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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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bservation of the hydrogel containing temperature-responsive particles with SEM; temperature-responsive particles (× 5000) (A), the
CMC hydrogel containing 0% (B), 0.1% (C), 0.2% (D) and 0.3% (E) temperature-responsive particles (× 500).

입자 함량에 대한 일정한 경향성 없이 세포가 대조군인 CMC
하이드로젤과 비슷하게 부착, 생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ure 5). 접종된 세포의 Live&Dead 분석 결과에서는, 7일
차에서 모든 실험군의 세포가 대다수 사멸해가는 것으로 관찰
되었으며(Figure 6), CMC 하이드로젤과 온도감응성 입자가 포
함된 하이드로젤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온도감응성입자-하
이드로젤에서 죽은 세포가 관찰되어 온도감응성 입자가 독성을
일부 유도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MTT /Neutral Red/BrdU assay를 통한 세포독성평가
Teflon, Latex, 온도감응성 입자-하이드로젤의 용출액과 배지
Biomaterials Research 2013

(100 µL)를 MTT/Neutral Red/BrdU assay를 이용하여 흡광도
를 측정하였고, 세가지 독성평가를 비교하였을 때 양성대조군
인 Teflon을 포함한 모든 실험군의 세포생존율은 음성대조군인
Latex에 비해 높은 세포생존률을 보였다(Figures 7, 8, 9).
MTT assay를 이용한 섬유아세포의 live/dead assay 결과에서는
양성대조군 실험결과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으로 측정되었다(Figure 7). 그러나 Neutral Red assay에서는
양성 대조군의 세포생존성 결과와 비교해서 온도감응성 입자의
첨가되는 양이 증가할수록 세포생존성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Figure 8), BrdU assay 결과에서는 양성대조군의
세포생존성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

온도감응성 입자가 포함된 셀룰로오스 하이드로젤의 생체적합성 평가

Figure 5. CCK assay of AHDF cells seeded at a density of 5 × 104 cells
on the polystyrene tissue culture plate under the hydrogel containing
0.1%, 0.2% and 0.3% temperature-responsive particles at day 7.

Figure 7. Cytotoxicities of the CMC hydrogel containing temperatureresponsive particles by MTT assay. Teflon and Latex were employed
as positive and negative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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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ytotoxicities of the CMC hydrogel containing temperatureresponsive particles by the Neutral Red assay. Teflon and Latex were
employed as positive and negative controls.

Figure 9. Cytotoxicities of the CMC hydrogel containing temperatureresponsive particles by BrdU assay. Teflon and Latex were employed
as positive and negative controls.

(Figure 9).
첨가되는 온도감응성 입자의 농도에 따른 세포독성의 일정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ive/
dead assay 결과에서 7일차에 세포들의 사멸이 두드러지게 보
이므로, 온도감응성 입자-하이드로젤은 온도감응성 입자의 농
도를 조절하여 의료용 생체재료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온도감응성 입자로 코팅 및 흡착된 CMC 하
이드로젤을 제조하고 붉은색의 온도감응성 입자가 포함된 하이
드로젤의 안전성과 생체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CMC 하이드로젤에 온도감응성 입자를 고르게 흡착 및 코
팅한 온도감응성 입자-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고, 온도감응성 입

Figure 6. Live & Dead assay of AHDF cells seeded at a density of 5 × 104 cells on the polystyrene tissue culture plate under the hydrogel containing temperature-responsive particles at day 7 (× 200); CMC hydrogel (A), the CMC hydrogel containing 0.1% (B), 0.2% (C) and 0.3% (D) temperature-responsive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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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변성이 없음을 확인 한 후, CMC 하이드로젤에 대한 세
포배양평가를 통하여 세포와 CMC 하이드로젤이 인접한 상황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험군에서 세포의 부착, 증식, 생
존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온도감응성 입자-하이드로
젤군 실험결과에서는 CMC 하이드로젤 대조군의 세포 반응성
에 비해 죽은 세포들이 더 관찰되어, 샘플의 용출물에 대하여
세포 독성평가(MTT/BrdU/Neutral red)를 진행하였다. 세 종류
의 in vitro 독성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평균하였을 때, 모든
실험군에서 세포독성이 크게 발현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live & dead 결과에서는 7일차에 세포들이 사
멸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붉은색
의 온도감응성 입자를 사용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하이드로젤
패치 혹은 세포 지지체로의 적용은 제한된 시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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