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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yurethane/polyethylene glycol(PU/PEG) hybrid scaffolds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PEG (0 to

50wt%) were prepared by electrospinning to evaluate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the biocompatibility of the PU/

PEG blend scaffolds. The 12wt% PU/PEG polymers were studied due to the absence of beads. The ultimate tensile

strength of 12wt% PU was 8.2 ± 0.5 MPa. The strength increased to 9.2 ± 0.7 MPa when 10% PEG was added to

PU. However, the dry and the wet strength of PU/PEG scaffolds began to decrease dramatically when the PEG con-

tent was more than 10wt%. No cytotoxicity was observed for all the PU/PEG scaffolds investigated, indicating that

the PU/PEG hybrid scaffolds are clinically safe and effective to small-diameter vascular grafts. In addition, the L-929

cells attached and proliferated well on the PU/PEG hybrid scaff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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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조직공학(Tissue Engineering) 분야에서 생체조직의 재

생 및 수복을 목적으로 천연 및 합성고분자를 사용한 지지

체(Scaffold)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10]. 소구경

혈관(Small-diameter Vascular Grafts) 이식은 심혈관

(Cardiovascular Diseases)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필

요하며, 혈관 우회술(Vascular Bypass Graft)은 허혈성 심

장 질환 및 말초 혈관 질환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2]. 직경

이 6 mm이상인 큰 혈관은 비분해성 고분자 중합체(Non-

degradable Polymeric Grafts) 이식이 가능하지만, 관상

동맥 및 무릎 관절을 포함한 직경이 6 mm이하인 소구경 인

공혈관에는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2]. 

전기방사법으로 제조한 하이브리드형 고분자 지지체는 평

활근 세포 성장에 효과적이어서 3차원 관상동맥 지지체로

각광을 받고 있다[1,2,6-8]. 특히, 전기방사법으로 방사한 나

노섬유를 이용한 지지체는 적절한 공간을 유지하고 있어 인

공혈관 재료로 적합하다[1,2,5-10]. 인공혈관 지지체는 혈압

을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기계적 강도와 혈액적합성을 가져

야 한다. 하지만, 혈관 속에서 혈액이 응고되어 혈관을 좁게

만드는 혈전증(Thrombosis)과 내막과다증식이 형성되거나,

장기 개존율이 낮다면 인공혈관 지지체로 부적합하다. 혈액

이 혈관과 접촉하면 단백질(Protein)은 순간적으로 혈관 표

면에 흡수되어 변형된다. 또한, 많은 수의 혈소판(Platelet)

과의 결합과 왜곡은 심각한 혈전 형상을 초래한다[1]. 

전기방사법으로 방사한 폴리우레탄/폴리에틸렌 글리콜

(Polyurethane/Polyethylene Glycol, PU/PEG) 하이브리

드 고분자 지지체는 자가이식(Autograft)에 필요한 혈관의

제한성 때문에 소구경 인공혈관 이식재로 연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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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혈관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연성(Softness)을 가

진 PU에 PEG를 첨가한 하이브리드 인공혈관의 경우에는

PEG가 단백질과 혈소판 등이 혈관 표면과의 결합을 억제하

여 혈전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소구경 인공혈

관용 PU/PEG 지지체에서 PEG를 20wt%이상 첨가한 경우

지지체 표면에 혈소판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발표되었다[1].

인공혈관 지지체 제조에 사용되는 수평식 전기방사법은

회전하는 콜렉터에 섬유를 방사하여 지지체를 제조한다. 콜

렉터의 회전속도는 지지체 섬유의 거시정렬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되었다[9]. 일반적으로, 낮은 회전속도가 섬유 정

렬에 효과적이고, 고속에서는 섬유가 파손되는 문제점이 있

다고 보고되었다[10]. 본 연구에서는 지지체의 우수한 기계

적 특성을 위하여 저속에서 전기방사 하였다. PU는 생체적

합성과 기계적 물성 때문에 생체재료에 널리 적용되었지만,

낮은 친수성과 세포부착능(Cell Affinity) 때문에 인공혈관

으로 적용이 문제시 되어왔다. 친수성을 가진 PEG는 단백

질, 혈소판 및 세포의 표면 결합을 억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PU의 혈액적합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PU와 PEG의 장점들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PU/

PEG 복합 지지체를 제조하고 기계적 특성, 세포독성 및 세

포증식실험을 수행하였다. 

II. 재료와 방법

1. 재료

폴리[4,4'-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칼륨-1,4-부

탄디올 / 디(프로필렌 글리콜) / 폴리카프로락톤]) (PU)은

Aldrich에서 구입 하였다.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 2000,

Yakuri Pure Chemicals Co., Ltd., Japan)은 Yakuri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용매로는 N, N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덕산, 한국) 과 테트라하이드로푸란(THA, 삼전화학, 한국)

을 사용하였다.

2. 스캐폴드 제조

전기 방사 장치는(그림 1(a)) 주사기 펌프(KDS-200,

Stoelting Co USA), 21게이지 BD 금속 바늘, 접지 된 콜

렉터 및 고전압 공급 장치(ES30P-5W, Gamma High

Voltage Research Inc.)를 사용하였다[11]. 용액을 실린지

펌프에 부착된 5 mL BD luer-lok 주사기에 넣고 21게이

지 금속 바늘을 이용하였고, 유속은 0.6 mL/h이었다. 콜렉

터는 직경 4 mm 및 길이 20 cm인 스테인리스 강(Stainless

Steel)을 사용하였다. 전압의 세기는 18 kV ~ 20 kV이었고,

전극간 거리는 20 cm 이었다. 직경 4 mm 및 길이 20 cm

콜렉터의 회전속도(rotation)는 60rpm이었고, 횡단 속도

(translation speed)는 45 cm/min이었다. 섬유를 3 시간

전기방사하여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두께 0.25 mm, 길

이 130 mm의 PU/PEG 지지체를 얻었다. 전기방사한 PU/

PEG 지지체는 실온에서 진공 보관하였다. 

3. 특성평가

용액 점도, 전기 전도도 및 표면 장력은 점도계(DV 1M,

Brookfield, USA), 전기전도계(Metrohm, 912, Switzer-

land), tensiometer(Nima, DST9005, USA)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12,13]. 섬유 형상은 SEM(S-3000H, Hitachi,

Japan)과 광학 현미경(SV-55, Sometech, Korea)을 사용

하였다. 열분석은 DSC(Netzsch STAS 409C/31F, Ger-

many)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150oC까지 10oC/min의 속도

로 분석하였다[3,4,11].

PU/PEG지지체의 기계적 성질은 상온에서 10 mm/min

의 crosshead 속도로 2000N Instron 5544시험기를 이용

ASTM D-638(V type)에 의거 건조강도와 젖음강도를 측

정하였다. 젖음강도는 증류수에 1시간 침지한 시편을 실험

하였다. 샘플의 두께는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하여 액체 질

소에 침지 한 후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다섯 번씩 수행

하였고 결과값은 평균 ±표준 편차로 표시하였으며, p <

0.05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팽윤도

팽윤도는 건조한 지지체(Wd, 5 × 5 mm2)의 샘플을 증류

수에 1시간 동안 침지 시킨 후 측정하였다. PU/PEG 지지

체는 진공건조기에서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로 준비하였다.

침지 1시간 후 팽윤된 지지체 표면의 증류수를 제거한 다음,

그림 1. (a) 전기방사법으로 제조한 12wt% PU 지지체 사진: (b) 직경방향, (c) 길이방향.

Fig. 1. Photographs of the 12wt% PU scaffolds prepared by (a) electrospinning: (b) cross-sectional and (c) longitudin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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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윤된 지지체의 젖음무게(Ws)를 측정하였다. 팽윤도(S)는

수식을 이용하여, S(%) = [(Ws −Wd)/Wd] × 100, 결정하였

다[12,13].

5. 세포 독성

용출실험은 PU/PEG 지지체의 세포독성을 평가하기 위

해 국제 표준화기구 규격인 ISO 10993-5에 의거 수행하였

다[12,13]. PU/PEG 지지체는 혈청을 함유한 배지(1X

MEM, Dulbecco’s Modified Eagles’s Medium(Gibco)

with 10% fetal bovine serum(Gibco) and 1% penicillin-

streptomysin)에서 용출 하였다. PU/PEG 지지체 용출 비

율은 6 cm2/mL으로, 용출물은 인큐베이터에서 24시간 배

양하였다. 시험 추출물을 37도 5% CO2에서 증식시킨 L-

929(NCTC Clone 929, ATCC, USA) 섬유세포에 분주하였

다. 음성대조군과 양성대조군은 high density polyethylene

film(RM-C)와 polyurethane film(RM-A)을 각각 사용하

였다. 각각의 용출물은 5% CO2, 37oC 인큐베이터에서 48

시간 보관하였다. 

48시간 후 현미경(TS100-F, Nikon, Japan)과 iMark 마

이크로 플레이트 흡광도 분광기(iMark microplate absor-

bance spectrophotometer, Bio-Rad, USA)를 이용 세포

의 형상변화와 세포 수를 조사하여 생체적합성을 평가하였

다. EZ-cytox로 착색된 용액의 흡광도는 분광기를 이용

415 nm 파장에서 측정 세포생존율을 결정하였다[12,13]. 

6. 세포 증식

PEG 함유량에 따른 세포증식 시험은 Cell Proliferation

Assay 인 Cell Counting Kit-8(CCK-8) 매뉴얼을 참고하

여 수행하였다. 37도 5% CO2 인큐베이터에서 5000 cells/

well 의 L-929(NCTC Clone 929, ATCC, USA) 섬유세포

를 24시간 배양시킨 후 세포 독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

한 용출물을 10µl 분주하였다. 6, 12, 24, 48시간 후 각각

다른 well에 CCK-8 solution을 10 µl 분주하여 iMark 마

이크로 플레이트 흡광도 분광기를 이용 450 nm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PU/PEG 용액의 Rheology

PU와 PEG의 중량비를 80:20으로 고정시키고, PU/PEG

의 농도를 10wt%에서 12wt%로 변화시키면서 PU/PEG 용

액의 점도, 표면장력 및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PU/PEG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 장력은 ~25 mN/m로 거의 일

정한 반면, 점도와 전도도는 각각 550 cP에서 1310 cP,

0.43 µS/cm에서 0.51 µS/cm로 증가했다. PU/PEG 농도가

10wt%에서 12wt%로 증가함에 따라, SEM 관찰결과 비드

(Bead)가 있는 섬유(그림 2(a))에서 연속적이고 균일한 섬

유(그림 2(c))형태로 바뀌었고, 섬유 직경은 1140 nm에서

1420 nm로 증가했다. 비드는 파괴(Fracture) 시 결함의 근

원(Defect Source)이 되기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드가 없

는12wt% PU/PEG 조성을 선택하였다. 

12wt% PU 용액의 점도, 표면 장력, 전도도는 각각 1275

cP, 25.8 mN/m, 0.7 µS/cm이었다. 전기방사된 12wt% PU

섬유 직경은 1020 ± 110 nm이었다. PEG 함량이 0에서

10wt%로 증가함에 따라, PU/PEG (90/10) 섬유의 직경은

1020 ± 110 nm에서 1480 ± 70 nm로 증가했다. 그러나, 그

림 3과 4에서 보는 것처럼 PU에 PEG를 10wt% 이상 첨

가하면 섬유직경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50wt% PEG첨

가한 PU/PEG의 섬유 크기는 950 ± 80 nm로 감소하였다. 

2. PU/PEG 지지체 특성

전기 방사 된 PU 지지체는 전형적인 포인트 결합(Point-

bonding) 구조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포인트 결

합은 용접(Welding)한 것처럼 섬유가 결합하는 형상으로 인

장 시험에서 하중을 지탱하여(Load-bearing) 강도를 증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PU/PEG 섬유의 형태 변화는 그

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개의 섬유가 한덩어리의 섬유처

럼 결합하는 포인트 결합 영역이 관찰되었다. PEG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섬유의 결합영역은 증가하였지만, 친수성인

PEG의 영향으로 인하여 PU/PEG 강도값에는 크게 기여하

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SEM 사진 (a) 10wt%, (b) 11wt%, and (c) 12wt% PU/PEG 섬유. PU대PEG의 중량비는 80대 20으로 고정되었다.

Fig. 2. SEM images of (a) 10wt%, (b) 11wt%, and (c) 12wt% PU/PEG fibers. Note that the weight ratio of PU to PEG was

fixed as 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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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PEG 지지체의 PEG 농도별 포인트 결합을 하지 않

는 섬유 직경 변화는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그림 5는 PEG

를 PU에 첨가 한 후 PU/PEG용액의 rheology 변화이다.

PEG를 첨가함으로써 PU 용액의 점도가 약간 증가하지만,

PEG를 50% 함유하는 PU/PEG 용액의 점도 변화는 오차

범위 이내 이었다. 표면 장력은 ~25 mN/m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12wt% PU의 전도도는

10wt% PEG를 첨가하여 0.69 µS/cm에서 1.07 µS/cm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PEG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

으로 감소하였다. 90/10 PU/PEG에 대한 섬유 직경의 초

기 증가는 PU와 PEG 사이의 분자간 힘에 의한 점도의 증

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PU/PEG 섬유 직경

은 PEG의 함량이 10wt%이상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1]. PU/PEG 용액의 향상된 방사성은 전기장을

통과 할 때 전기전도도의 증가로 인하여 노즐 끝에서 테일

러 콘(Taylor Cone)이 필라멘트(Filament)로 나누어지는

힘을 더욱 강화시켜 섬유의 직경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4,15].

PU/PEG 지지체의 DSC열분석 결과는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Yakuri 회사의 PEG # 2000의 융점은 50~52oC이

다. DSC 분석결과, PEG 함량이 10%에서 30%, 50%로 증

가함에 따라 PU/PEG hybrid지지체의 PEG 융점은 52.7oC

에서 54.7oC, 56.7oC로 증가하였다. PU/PEG 지지체의 융

점은 PEG양이 10%로 감소함에 따라 pure PEG의 융점

(50~52oC)에 가까워졌다. PEG분말의 융점과 비슷하다는

것은 PU/PEG hybrid 지지체 내에서 PEG의 결정성

(crystallinity)이 순수 PEG와 비슷한 것으로 조성별 PU/

PEG 지지체 중에서 90/10 PU/PEG지지체가 결정성이 가

그림 3. 다양한 PU/PEG 중량비를 가진 12wt% PU/PEG 섬유의 SEM 사진: (a) 100/0, (b) 90/10, (c) 80/20, (d) 70/30, (e) 60/40 (f) 50/50.

Fig. 3. SEM images of 12wt% PU/PEG fibers with different PU/PEG weight ratios: (a) 100/0, (b) 90/10, (c) 80/20, (d) 70/30,

(e) 60/40 and (f)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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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우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PU/PEG 지지체의 PEG 존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FT-IR 특성을 평가하였다. 실험결

과, 그림 7에서 보는 것처럼 PU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형

적인 PEG 피크인 1342 cm−1의 O-H 피크와 1246−1의 C-

O-C 피크가 PEG양이 증가함에 따라 피크 강도가 증가하

는 것이 관찰되어 PEG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PU/PEG 지지체의 팽윤특성은 그림 8에 도시되었다.

10wt% PEG가 PU에 첨가됨에 따라, PU/PEG 지지체의

팽윤도는 63 ± 8%에서 197 ± 10%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PEG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팽윤도도 증가하였다. PEG의

물 흡수 능력으로 인해 63% (PU)에서 280% (50/50 PU/

PEG)로 4배이상 팽윤도가 증가하였지만, PU/PEG 지지체

의 수분에 의한 구조적 분해현상은 본 연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5. PU/PEG 기계적 특성

전기 방사된 PU/PEG 지지체의 기계적 특성을 10 mm/

min의 crosshead 속도로 Instron 5544시험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샘플은 ASTM D638(Type V)에 따라 표

준 아령 모양의 형태로 준비되었다. 정적 부하 상태에서의

PU/PEG 지지체의 응력-변형 곡선은 그림 9에서처럼 선형

적 관계가 관찰되었다. 12wt% PU 지지체의 인장 응력과

탄성계수는 각각 8.2 ± 0.5 MPa, 0.83 MPa이었다. 10wt%

PU 인장강도는 2.64 ± 0.05 MPa로 발표되었다[1]. 인장강

그림 4. PEG 농도에 따른 PU / PEG 섬유의 직경 변화.

Fig. 4. The variation of diameter of PU/PEG fibers as a

function of PEG concentration.

그림 5. PEG 함량에 따른 PU/PEG 용액의 점도 및 전도도 변화곡

선. PU/PEG 용액은 THF와 DMF의 용매 (50/50)에 용해시켰다.

Fig. 5. Viscosity and conductivity of various PU/PEG

solutions as a function of PEG content. Note that the PU/

PEG solution was dissolved in the mixture of THF and DMF

(50/50).

그림 6. 12wt% PU와 PU/PEG 지지체의 열분석 특성.

Fig. 6. DSC curves of 12wt%PU and various PU/PEG hybrid

scaffolds.

그림 7. PU/PEG 지지체의 FT-IR.

Fig. 7. FT-IR of various PU/PEG scaff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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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세배이상 차이가 났지만 참고문헌에는 정확한 실험방

법이 언급되지 않아 강도값의 비교는 불가능하였다. ASTM

D638에 의거 측정한 10wt% PU 지지체 최대 인장 강도는

약 8 MPa로 보고되었다[6]. 12wt% PU인장강도 실험결과

는 실험방법이 같은 참고문헌 6과 유사하였다. 

PEG가 PU에 10wt% 첨가됨에 따라, 9.2 ± 0.7 MPa와

0.94 MPa의 가장 높은 인장 응력과 탄성계수가 90/10 PU/

PEG 지지체에서 관찰되었다. 그림 9에서 보는 것처럼,

PEG함량이 10%이상 증가함에 따라 건조강도, 탄성계수, 연

신율이 감소하였다. PU/PEG 지지체의 PEG 첨가량이 인

장강도에 영향을 미치며 30wt% PEG를 함유한 70/30 PU/

PEG 지지체에서 최대 인장강도9 MPa 를 관찰하였다고 보

고하였다[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90/10 PU/PEG 지지

체에서 9.2 ± 0.7 MPa의 최대 인장 강도가 관찰되었다.

PEG 함량이 20%, 30%, 40%, 50%로 증가함에 따라 PU/

PEG 지지체 건조강도는 6.1 ± 0.5 MPa, 4.6 ± 0.2 MPa,

4.4 ± 0.5 MPa 및 4.1 ± 0.5 MP로 감소하였다. PU/PEG

hybrid 지지체 인장강도의 감소는 PEG양이 증가함에 따라

PU/PEG지지체 내의 PEG 결정성 감소로 인한 것으로 추

정된다. 증류수에서 1시간 침지한 지지체의 젖음강도는 PEG

함량이 10%에서 50%로 증가함에 따라, 8.1 ± 0.7 MPa,

5.1 ± 0.7 MPa, 4.1 ± 0.6 MPa, 3.8 ± 0.5 MPa, 1.5 ± 0.2

MPa로 각각 감소하였다. 그림 10에서 보는 것처럼 젖음강

도는 건조강도에 비하여 작은 값이 관찰되었다.

6. 세포독성평가

PU/PEG 복합 지지체가 살아있는 세포에 독성 영향을 미

치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용출법을 이용하여 세포독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0~50wt%의 PEG를 함유한 PU/PEG

지지체를 평가한 결과 그림 11처럼 세포 용해 또는 독성을

일으키지 않았다. 또한, PU, 90/10 PU/PEG, 80/20 PU/

PEG, 70/30 PU/PEG, 60/40 PU/PEG, 50/50 PU/PEG

지지체는 마이크로 플레이트 흡광도 분광기를 이용하여 415

nm 파장에서 측정한 음성 대조군에 비해 각각 194%, 198%,

199%, 195%, 192%, 그리고 202%의 세포 생존율이 관찰

되었다. PU/PEG 지지체의 세포 독성에 대한 정량적인 등

급 분류는 scale 0이었다. CCK-8 세포증식 실험결과, 그림

12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L-929 세포는

지지체에 잘 부착하여 세포 독성없이 잘 증식되었다. PU/

PEG 지지체의 세포증식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고 PU보다 우수하였다. 실험결과, PU/PEG 지지체는 세

포 독성이 없으며 임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였다.

그림 8. PEG 함량에 따른 다양한 PU/PEG지지체의 팽윤도 변화.

Fig. 8. Swelling rate of various PU/PEG scaffolds as a

function of PEG content.

그림 9. 전기방사한 PU/PEG 복합 지지체의 응력-연신율 곡선.

Fig. 9. Stress vs strain curves of the electrospun hybrid PU/

PEG scaffolds with different weight ratios of PU/PEG.

그림 10. 전기방사한 PU/PEG 복합 지지체의 건조 및 젖음강도.

Fig. 10. Dry and wet stresses of the electrospun hybrid PU/

PEG scaffolds with different weight ratios of PU/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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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전기방사법으로 제조한 다양한 농도의 PEG(0~50wt%)

를 갖는 PU/PEG 복합 지지체를 제조하여 기계적 특성과

생체 적합성을 평가 하였다. 12wt% PU의 최대 인장강도

는 8.2 ± 0.5 MPa이었다. 최고 강도인 9.2 ± 0.7 MPa는

90/10 PU/PEG 지지체에서 관찰되었다. 친수성인 PEG 함

량이 20%, 30%, 40%, 50%로 증가함에 따라 PU/PEG 지

지체의 강도는 6.1 ± 0.5 MPa, 4.6 ± 0.2 MPa, 4.4 ± 0.5

MPa 및 4.1 ± 0.5 MP로 감소했다. 젖음강도도 같은 경향

을 보였다. PU/PEG 혼합 지지체는 세포 독성을 유발하지

않았고, 세포 부착 및 증식이 우수하였다. 최적의 기계적 강

도와 우수한 생체적합성을 가진 90/10 PU/PEG hybrid 지

지체가 성공적으로 제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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