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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esign of Fluorinated Cyanoacrylates

to Control Adhesiveness of Liquid 

Embolic Materials

Chang Hyun Jo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Embolotherapy is a method of inserting a catheter into the body to block 

the vessel or necrosis the tissue by infusion of an embolic materials. 

Embolic material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lesion of 

vessel or the disease. Cyanoacrylate, one of the liquid embolic materials, is 

used in clinic with tantalum powder or oil with radiopacity. In order to 

improve this, in the previous study, the cyanoacrylate which have 

radiopacity was designed and synthesized. This new cyano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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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mer has a problem that polymerization of cyanoacrylate monomer is 

decreased when oil is added to reduce adhesiveness.

To improve this, various fluorinated cyanoacrylates were designed and 

three monomer ( named F, CF, FF) were synthesized according to the 

fluorine content and carbon chain length of side group. The polymerization 

rate and adhesiveness of mixture of monomer and oil with ratio 1:0 to 1:3 

were measured and compared Histoacryl® which already used in clinical 

purpos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ymerization rate was accelerated 

as fluorine content was increased. In addition, the polymerization rate of 

monomer FF ,the monomer with highest fluorine content among three 

monomers, was not as slow as the other monomer when oil is added. And at 

the same time, the adhesiveness was decreased with similar amount of other 

monomers.

In conclusion, mixture of monomer FF and oil has fastest polymerization 

rate and similar adhesiveness with other monomers. Through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replaced cyanoacrylate in composition in previous study.

주요어 : 색전 치료, 액상 색전 물질, 불소화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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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색전 치료(Embolotherapy)는 체내에 카테터(Catheter)를 삽입하여

병변에 위치시킨 뒤, 색전 물질(Embolic material, embolic agent)을 주

입하여 해당 조직을 괴사 시키거나, 혈관을 봉쇄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색전 치료는 혈관의 물리적인 봉쇄를 통한 악

성 종양의 치료를 위해 ‘starvation plan’이라는 이름으로 1900년대

초기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2],[3]

이러한 색전 치료에 사용되는 색전 물질은 질병과 병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크게 mechanical embolic agent와 flow -directed 

embolic agent로 나눌 수 있다. Flow-directed embolic agent는 고형 색

전 물질과 액상 색전 물질로 나뉠 수 있는데, 고형 색전 물질에는

gelatin sponge, calibrated microsphere 등이 있다. 액상 색전 물질은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cyanoacrylate glue와 DMSO에 용해되어

있는 copolymer를 체내에서 침전시키는 polymer solution 등이 있

다.[1]

이러한 액상 색전 물질 중,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는 Electron 

withdrawing group인 nitrile group(CN) 과 alkoxy carbonyl (COOR)[4-7]

에 의해 상온에서도 수분에 의해 쉽게 중합이 되며, 카테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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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체내에 주입됨과 동시에 혈액 내 수분에 의해 혈관에서 중합이

일어난다. 또한 완전히 중합된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고분자는 혈

관을 완전히 봉쇄하여 색전 효과를 발현한다. 시아노 아크릴레이

트는 액상으로 주입되기 때문에 혈관의 크기가 작은 곳까지 주입

및 봉쇄가 가능하고 중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즉각적인 봉쇄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장점이다. [8,[9]

시아노 아크릴레에트의 문제점으로는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

째로, 자체적인 조영 능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tantalum powder 

또는 조영능력을 가지는 oil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둘째로, 카테터

에 대한 접착성으로 카테터 제거 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혈액에 의해 개시되어 중합되기 전에 혈류에 의해 분산

되어 다른 혈관에서 중합이 됨으로써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있

다. 선행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시아노

아크릴레이트의 ester group에 아이오딘을 도입하여 조영 능력을 부

여한 모노머를 연구한 바 있다. 아이오딘을 도입한 모노머와 임상

에서 사용중인 Histoacryl® 과 혼합하여 중합속도를 확보하고자 하

였지만, 접착성이 높은 단점이 있었다. 접착력을 떨어뜨리고자

ethyl oleate와 같은 oil을 혼합하여 사용시, oil의 첨가에 따라 중합

속도는 감소하였고, 이 현상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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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액상 색전 물질의 종류 및 시안화 아크릴레이트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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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중합속도를 향상시킨 모노머의 디자인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향상된 중합속도를 갖는 모노머는 oil

의 첨가로 중합속도가 감소하여도 기존에 사용하던 모노머 수준의

중합속도를 보이며 동시에 oil의 첨가로 접착성도 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모노머의 중합속도를 증가시키 위한 전략은 모노머를 불소화하는

것이다. 불소화 고분자 중 하나인 TEFLON (polytetrafluoroethylene)

은 anti-adhesion 특성을 갖는 것은 저명하다. 이 외에도 anti –

adhesion 특성으로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 바 있다. 또한 이

러한 anti – adhesion 특성과 불소 함량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또

한 이뤄진 바 있으며, 고분자의 side chain에 불소의 함량이 늘어남

에 따라 anti – adhesion 특성이 강화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12-15]

추가적으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모노머는

nitrile group과 alkoxycarbonyl group의 electron withdrawing effect에 의

해 반응성이 높아 쉽게 중합이 진행된다. 이러한 점에서 착안하여

불소가 ester group의 electron withdrawing effect를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이중 결합의 반응성을 높여 중합 속도가 빨라지도록 디자인

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 ⅰ 불소 함량의 증가가 중합 속도와 접착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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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 ⅱ 향상된 반응성의 모노머로 oil과 혼

합되어도 빠른 중합 속도를 유지하고 접착성이 낮은 조성을 구현

하여 색전 시술의 안전성에 기여하기 위해 불소화된 모노머 3가지

를 고안하였다.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합성한다. 첫번째

로 열분해 방법의 경우, 에스터화 반응을 통해 시아노 아세트산을

불소화 아세테이트로 변형한 다음 포름알데하이드와의 축합 중합

으로 고분자를 얻어낸다. 이 후, 고온/저압 조건에서 고분자를 열

분해하여 이중결합이 형성된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를 얻어낸다. 두

번째로, 디프로텍션 방법의 경우, 2-ethyl cyanoacrylate의 이중결합을

anthracene으로 프로텍션하여 에스터화를 통해 불소화한다. 마지막

으로 디프로텍션 반응으로 다시 이중 결합이 형성된 불소화 시아

노 아크릴레이트를 얻어낸다.[16],[17]

본 연구에서 고안한 세 모노머는 3가지로 불소화된 모노머(F), F

와 동일한 불소 수를 갖지만 side group의 길이가 증가한 모노머

(CF), 불소의 함량이 가장 많은 모노머(FF)로 명명한다. 모노머 F, 

CF와 FF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합성하였다. F와 CF는 열분해 방법

으로 합성하였지만, FF의 경우, 열분해 방법으로 합성할 경우, 최종

단계에서 부생성물과 끓는점이 유사하여 분리가 어려우며 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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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득률이 낮은 이유로 디프로텍션방법으로 합성하였다. 또한

기존에 디프로텍션 과정에서 사용한 과량의 반응물이 FF와 유사한

온도에서 증류되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반응물과의 디프로텍션

조건을 최적화하여 합성하였다.[18],[19],[20]

2. 실험 방법

2.1 불소화 시아노 아크릴레이트의 합성

2.1.1 모노머 F, CF의 합성

모노머 F, CF의 경우, 열분해 방법으로 합성한다. 시아노 아크

릴산을 에스터화 반응을 통해 불소화 시키며, 이를 포름알데하

이드와의 축합 중합으로 고분자를 중합한다. 중합된 고분자는

건조시킨 뒤, 고온에서 열분해시켜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를 얻

어낸다. (도식 1)

2.1.2 모노머 FF의 합성

모노머 FF의 경우, 부생성물의 분해가 어려워 열분해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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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합성 방법으로 디프로텍션 방법

으로 합성을 진행하였다. 반응성이 높은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의 이중 결합을 프로텍션 한 뒤, 열분해 방법과 동일한 에스터

화를 이용하여 불소화한다. 이 후, 생성물을 건조시켜 디프로텍

션을 진행하고 이중결합이 복원된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를 얻어

낸다. (도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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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 F, R2 = CF

도식 1. 열분해 방법을 통한 F, CF 모노머 합성

                                                    R3=FF

도식 2. 디프로텍션을 통한 FF 모노머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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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n vitro 중합 속도 실험

각 모노머의 중합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3가지 시아노 아크릴레

이트와 ethyl oleate의 부피 비율을 1:0, 1:1, 1:2, 1:3으로 총 20 μl

으로 샘플을 제작한다. 백색 용지 상단에 슬라이드 글라스

(760 mm x 260 mm)를 위치시킨 뒤, porcine blood 50 μl를 떨어뜨

린다. (그림.1) 각 부피비의 샘플을 혈액 위에 떨어뜨리고, 혈액

과 혼합된 시아노 아크릴레이트의 중합 속도를 측정한다. (그

림.2) 해당 실험은 각 부피비의 샘플마다 3회 반복 진행한다.

중합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 모노머 혼합물이 혈액에 닿는 순

간부터 완전히 중합되어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시기까지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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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n vitro 중합 속도 실험 구성

그림 3. In vitro 중합 속도 실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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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n vitro 접착력 실험

각 모노머의 카테터와의 접착성을 측정하기 위해, 실제 혈관

내에서의 카테터 접착성을 평가하기 적합한 방법으로 개선하였

다. [11] Christopher R. Jacobs et al. 이 보고한 연구와 유사한 방법

으로 실제 임상에 사용되는 카테터 (8 cm) 를 5 mL 용량의 튜

브 (총 5 cm 길이, 0.5 mm x 4 cm + 0.3 mm x 1cm) 에 삽입한 형태

를 in vitro model로 설정하였다. (그림.3) 이 후, 다음과 같이 인

장 강도 실험 시편을 제작한다. 해당 실험도 2.4의 중합속도 실

험과 동일하게 시아노 아크릴레이트와 oil의 비율을 0:1, 1:1, 1:2, 

1:3으로 총 0.2 ml의 sample을 제작한다. 접착력 실험 튜브 내부

에 혈액을 0.25 mL 주입해준 뒤, 카테터(8cm)를 통해 모노머 혼

합물을 syringe로 주입한다. 중합이 진행되는 동안, 혈액과 모노

머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카테터로 혈액과 mixture를 섞어주며,

카테터가 튜브 끝까지 담길 수 있도록 주의한다. 혼합이 완료

된 후, 충분히 시간을 주어 중합이 완료되면 (그림.4) 인장 강

도 실험을 진행한다.



12

그림 4. In vitro 접착력 실험 구성

그림 5. In vitro 접착력 실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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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디프로텍션 조건 최적화

디프로텍션 방법으로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를 합성하는 경우, 디프

로텍션 반응에서 maleic anhydride를 가장 대표적이다. Maleic 

anhydride를 사용하여 deprotection을 24 h 동안 진행했을 경우 98 %

의 conversion yield로 FF를 합성할 수 있지만, vacuum distillation을

통해 FF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끓는점이 유사한 잔존 maleic 

anhydride와 분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Maleic anhydride를 대체

할 수 있는 reactant의 조건은 ) ⅰ 디프로텍션 반응이 가능하도록

maleic anhydride와 유사한 수준의 electron withdrawing group이 포함

되어야 하며, ) maleic anhydride ⅱ 보다 높은 끓는점을 가져야 한다. 

Maleic acid, Fumaronitrile 등 다양한 reactant 후보 중 fumaric acid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이용한 deprotection 반응 조건의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표.1) W.E.Bachmann and L.B.Scott [19]의 연구에

서 anthracene과 다양한 dienophile 과 diels alder 반응을 진행했고,

anthracene과의 반응에서 몰 비율과 반응 농도, 용매 종류에 따른

극성과 끓는점을 변경하며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연구 내용에 따

르면, 반응 농도는 높을수록 수득률이 증가하였고, 몰 비율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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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nophile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수득률이 증가했다. 몰 비율이 증

가함에 따른 수득률 증가는 반응물의 양을 늘림으로써 정반응을

촉진, 반응을 가속화시킨 것이다. 마지막으로 용매의 극성 또한 증

가함에 따라 수득률은 증가하였다. Fumaric acid는 anthracene과의 반

응성이 좋은 편은 아니나, 반응 시간을 24 h – 72 h까지 조정해본

결과 수득률은 28 %에서 98 %까지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조건 최적화 과정에서 수정한 조건은 몰 비율(FF: R2),

농도, 용매, 반응 시간이다. 4가지 변수를 표와 같이 변경해본 결과,

몰 비율이 1:6인 경우와 농도가 200 mg/ml 인 경우에서 높아진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propionic acid 로 용매를 변경한 경우,

반응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몰 비율과 농도를 모두 증가

시킨 조건에서 conversion yield가 가장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

고, 실제로 해당 농도에서 가장 높은 conversion yield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반응 시간의 경우, 반응 12 h 경과마다 NMR 

분석을 통해, conversion yield를 계산하였고,, 60 h 도달 후에 70 % 

이상의 conversion yield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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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ant Solvent
Mol 

ratio*
Rxn 
time

Concent. Temp. Conversion

Maleic 
anhydride

p-xylene 1:2 24 h 100 mg / ml 140℃ 98%

Fumaric 
acid

p-xylene 1:2 60 h 100 mg / ml 140℃ 34 %

p-xylene 1:3 60 h 100 mg / ml 140℃ 37%

p-xylene 1:3 60 h 200 mg / ml 140℃ 72%

p-xylene 1:6 60 h 100 mg / ml 140℃ 74%

p-xylene 1:6 60 h 200 mg / ml 140℃ 74% 

propionic 
acid

1:3 60 h 100 mg / ml 150℃ -

표 1. 디프로텍션 조건 최적화

(*: 주 반응물: 반응물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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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불소화 모노머의 특성

열분해 방법으로 합성한 F 모노머와 CF 모노머는 NMR을 통해

순도를 확인하였으며 FF 모노머와 달리 열분해 방법으로 합성하는

과정에서 부생성물은 나오지 않다. 또한 두 모노머 모두 투명한

액체이고 밀도는 각각 1.3~1~4, 1.2~1.3 g/mL 사이로 측정되었다.

디프로텍션 조건 최적화 후 해당 방법으로 합성한 FF 모노머는

고온에서 증류하여 회수하여도 fumaric acid가 함께 검출되지 않았

고 이는 NMR로 확인하였다. 모노머FF 도 모노머 F, CF 와 같이

투명한 액체 상태이며, 밀도는 1.4~1.6 g/mL 사이의 값을 갖는다.

3.3 In vitro 중합 속도 실험

불소화 시아노 아크릴레이트의 불소 함량과 side group의 탄소 사슬

길이에 따른 중합 속도를 비교하고자, porcine blood와 접촉하여 고

분자가 생성되는 시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모노머는 F, CF, 

FF와 임상에 사용중인 Histoacryl®, n-butyl cyanoacrylate를 각각 ethyl 

oleate와 부피 비율 1:0, 1:1, 1:2, 1:3으로 혼합하여 각 3회 반복 진행

하였다. 각 조성에서의 중합 시간 측정 및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그림.5) ethyl oleate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중합 시간은 증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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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중합속도는 FF가 가장 빠르게 측정되었다. Ethyl oleate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중합 시간이 증가하는 이유는, oil의 양이 늘

어나는 만큼 모노머의 양은 줄어들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

과 다른 모노머와 접촉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안화 아크릴레이트의 side chain 분자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합속

도는 느려진다.  H. Oowaki et. al의 연구에서 side chain이 n-butyl과

isostearyl group인 경우를 비교하였는데, n-butyl group을 포함하는 시

안화 아크릴레이트를 중합하는 것에 비해 isostearyl group을 포함하

는 시안화 아크릴레이트와 1:1로 혼합하였을 때 그 속도는 10배가

량 늦춰졌다.[21]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불소화로 인해 1.6배 이상

분자량이 증가한 시안화 아크릴레이트의 중합속도는 저하되어야

하지만, 더욱 많은 양이 불소화된 FF 모노머의 경우 오히려 향상

된 중합속도를 보였다. 이 사실은 앞서 가정한 바와 같이 향상된

불소 함량에 의해 electron withdrawing effect가 강해지고 이로 인해

모노머의 반응성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효과는 모노머의

분자량 증가가 중합속도 저하에 미치는 영향보다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모노머 CF의 중합속도는 모든 모노머 중 가장 저

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두 가지로 고려해볼

수 있다. 첫번째로, 불소화된 side group에 탄소가 들어가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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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화의 inductive effect가 이중결합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앞서 발표되었던 연구 결과와 같이

증가한 side chain의 분자량은 시안화 아크릴레이트의 중합속도를

늦추기 때문이다. 따라서 CF 모노머의 경우, 중합속도를 향상시키

기 위한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F 모노머의 경우, 전반적으로

Histoacryl® 와 유사한 수준의 중합속도를 가진다. 이에 비해 모노

머 FF는 F에 비해 중합 속도가 향상되고 Histoacryl®의 중합속도에

더욱 근접하였다. 가장 주목할 점은 FF 모노머를 oil과 혼합한 경

우에서도 순수 F와 유사한 수준의 중합속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

으며, 실제로 F1:0 mixture와 FF1:1 혼합물의 값이 유사하게 측정되

었다. FF의 중합속도 증가 효과는 oil이 혼합되어도 2초대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며, oil이 혼합된 Histoacryl®보다도 몇 배 이

상 빠른 속도를 보인다. 또한 이러한 중합 속도의 차이는 중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blood의 표면 변화 양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림.7은 각 모노머의 중합속도 실험 후 혈액 방울의 모습이다. FF

의 경우 표면이 부풀어 오르면서 밝은 색의 고분자 덩어리를 형성

하였고 눈에 띄게 변화하였다. 이와 다르게 F 또는 CF의 경우, 중

합된 표면이 부풀어오르거나, 거친 표면을 갖는 경우가 없다.

Histoacryl의 중합 형상 또한 모노머 CF 또는 F에 비해 밝고 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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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고분자 덩어리가 관찰되었는데, 이 또한 모노머 FF와 같

이 빠른 중합속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았

을 때, 모노머 FF는 기존에 사용되던 Histoacryl®과 유사한 수준의

중합 속도를 가지고, oil과 혼합시에 모노머 중 유일하게 2초 안팎

의 중합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oil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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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n vitro 중합 속도 비교 그래프, 각 비율은 모노머: ethyl oleate 의 부피 비

1:0 1:1 1:2 1:3
F 1.54 ± 0.34 4.50 ± 0.46 6.55 ± 0.42 9.44 ± 0.97

CF 3.46 ± 0.31 7.24 ± 0.38 8.32 ± 0.68 8.81 ± 0.44

FF 1.01 ± 0.10 1.94 ± 0.55 1.98 ± 0.40 2.17 ± 0.07

Histoacryl® 0.46 ± 0.06 3.57 ± 0.23 6.17 ± 0.66 8.09 ± 0.60

표 2. 모노머 종류 및 조성에 따른 중합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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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n vitro 모노머 중합 후 형상

( FF, F, CF, Histoacryl®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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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In vitro 접착력 실험

시아노 아크릴레이트의 접착력 실험은 혈액 0.25 mL을 튜브에 채

운 후, 카테터 삽입 후, 모노머와 oil의 혼합물을 1 mL syringe로 카

테터에 주입해준다. 혼합물 주입 시, 혼합물이 혈액과 골고루 섞인

형태로 중합되어 충분한 접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완성된

샘플은 인장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카테터 말단에 PET에 접착하

여 시편을 제작한다. (그림.10) 완성된 시편의 extension 실험을 통

해 카테터가 튜브 내 혈액과 분리되는 시점까지 걸린 Max. load를

측정하였고, 각 조성마다 3회 반복하였다.

Christopher R. Jacobs et al.의 실험에 의하면, oil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접착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11] 실험결과 (그림.9) 모노

머 CF의 경우, 다른 모노머들과 다르게 크게 감소 또는 증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으며 측

정 회수를 증가시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F 모노머를 제외한 모노머들의 경우, oil의 첨가로 접착성이 동일

한 수준으로 낮아지며 이는 앞서 언급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감소하는 폭은 모노머마다 다르지만, CF를 제외한 모노머의 경우

oil과 1:1로 혼합된 상태부터 1 N 차이 이내의 비슷한 최대 인장력

을 보인다. Oil을 혼합하지 않은 순수 모노머 상태에서 접착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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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는 10.8 N, F는 7.40 N, Histoacryl®은 5.20 N 순서로 접착력이 낮

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진행한 중합 속도 실험을 참고해보

자면 중합 속도가 빠를수록 접착력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모

노머를 카테터로 충분히 혼합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중합속

도를 갖는 모노머의 경우 느린 중합속도를 갖는 모노머에 비해 혼

합해줄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카테터 주변에서 더욱 견고히

중합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실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oil과 1:1 로 혼합한 비율부터 접착성은 모든 모노머에서 급

격히 감소하는데, 앞서 진행한 중합속도 실험에서 FF 모노머가 oil

의 비율에 의해 중합 속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즉, FF 모노머의

많은 불소 함량은 기존에 알려진 분자량에 따른 중합 속도 감소

효과와 oil의 함량 증가 영향보다도 강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라한 점을 생각하면 FF 모노머는 oil 및 아이오딘화 모노

머와 함께 사용하여 접착성은 대폭 낮추며 기존의 중합 속도는 모

노머로써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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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n vitro 접착력 측정 중 인장 과정

그림 9. In vitro oil 비율에 따른 모노머의 접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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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현재 색전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색전 물질 중,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는 자체적인 조영효과를 가지지 못하여 조영

효과를 갖는 파우더, oil의 첨가가 필수적이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선행 연구에서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자체적으로 조영 효과를 갖는

모노머를 개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은

높은 접착성과 이를 낮추기 위한 oil의 첨가 시 급격한 중합속도의

감소였다. 저하된 중합속도는 목표로 설정한 병변에서 중합되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불소의 inductive effect를 통한

반응성 향상과 anti-adhesion에 사용되는 불소화 고분자를 응용하여, 

중합속도가 향상된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를 디자인 및 합성하였다. 

불소화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는 불소의 함량, side group의 탄소 수를

달리하여 총 3가지 모노머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모노머는 가장

기본적인 불소 수와 탄소 수를 갖는 F와 동일 불소 수를 갖지만

탄소 수가 증가한 CF 모노머, 불소 함량이 가장 높은 FF 모노머로

3가지 모노머 모두 순수한 모노머 상태와 oil과 혼합물 상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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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속도와 접착력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기존에

임상에 사용되고 있는 Histoacryl®과 비교하여 기존 모노머의 대체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중합 속도를 측정 및 비교하기 위하여 porcine blood에 순수 모노

머 및 모노머와 oil의 혼합물을 떨어뜨려 고분자가 형성되는 것을

육안으로 관찰 및 시간을 측정하였다. 비교 결과, 3가지 Histoacryl®,

FF, F, CF의 순서로 중합속도가 빠르게 측정되었다. Histoacryl®과 FF 

모노머의 경우, 0.5 s 정도의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이 실험에

서 주목할 점은, oil의 첨가에 따라 Histoacryl®, F, CF 모노머 모두

중합속도가 8-9 s까지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FF 모노머의 경우에

서만 oil 비율 증가에도 2 s 안팎의 중합속도를 유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실험에 앞서 가정한 불소 함량의 증가로 inductive effect의

강화 및 높은 모노머의 반응성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에 개발된 조영효과를 갖는 모노

머와 oil과 함께 혼합하여 사용 시 기존 조성에 비해 빨라진 중합

속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접착력 실험의 경우 중합속도와 동일하게 모노머와

oil의 조성을 달리하여 인장 실험을 통해 접착력을 측정하였다.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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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결과 순수 모노머의 상태에서 중합속도가 빠른 순서대로 접착

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oil을 혼합해줌과 동시에 F, FF 모노머와

Histoacryl®은 동일한 수준의 접착력을 가졌다. 예외적으로, CF 모

노머의 경우, oil의 첨가에 따른 접착력 변화가 보이지 않았고 이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접착력 실험을 통해 FF 모

노머와 oil 혼합 시 Histoacryl®과 oil을 혼합한 것과 동일한 수준까

지 접착력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중합 속도 실험에서 확

인한 바와 같이 oil 혼합물에서도 빠른 중합속도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불소 함량 증가에 따른 중합속도 향상을 확인하였

고, FF 모노머의 경우 순수 모노머인 상태에서의 접착성은 높은 수

준이지만, oil 혼합 시 급격히 감소한 접착력과 강한 inductive effect

로 인해 향상된 중합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

어 보아, 기존의 시아노 아크릴레이트와 함께 혼합하여 사용이 가

능하며 더욱 안전한 색전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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