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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형태 변형 고분자 재료는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크기

와 모양으로 변형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다양한 연성 생체 재료로 활

용이 가능하다. 주로 수중 환경에서 물의 흡수/배출에 의한 부피 변

화를 이용하므로 많은 친수성 고분자 물질들이 쓰일 수 있으며 필

요에 따라 다양한 제조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VA, PAA, PNIPAM 등의 고분자를 사용하여 형태 변형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 중 하나인 이중층으로 제조하였고, 이들의 구조 및 특성 

분석에 이어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까지 진행하여 형태 변형 고분자

의 또 다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우선은 혈관 질환의 치료를 위한 색전용 코일 제작을 목표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고분자 이중층 필름을 제조하였다. 첫 번째로 

포토리소그래피 방법을 통해 AA를 중합시켰는데 이 때 가교제인 

PEGDM의 함량에 따라 가교된 PAA의 팽윤도 값을 조절할 수 있었

고, 얇고 가느다란 가닥으로 이중층 제조 시 다양한 직경을 갖는 코

일로의 형태 변형이 가능하였다. 여기에 방사선 비투과성을 부여하

기 위해 TIBOM과 Ta 입자를 첨가하였고 X선에서 사람의 뼈와 유사

한 수준으로 관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코일의 색전 효율을 확인

하기 위해 유리관으로 제작한 동맥류 모델에 물을 공급하며 실험을 

하였고 높은 폐색치밀도 값을 보였다. 

두 번째로는 필름 적층법을 사용하였다. PVA와 Ta 혼합 용액으로 

얇은 Ta-PVA 필름을 제조하였는데, 이 때 첨가해주는 GA의 양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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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만들어지는 Ta-PVA 필름의 팽윤도 값이 조절되어 후에 얇고 가

느다란 이중층을 제조했을 때 다양한 크기를 갖는 코일로의 형태 

변형이 가능하였다. 또한 X선에서의 관찰에 적합한 방사선 비투과

성을 지녔다. 유리관 동맥류 모델 실험에서 다양한 크기의 코일을 

조합하여 실험을 하였고 큰 코일과 작은 코일을 적절히 혼합한 것

이 가장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폐색 치밀도 값은 실험 방법에 따

라 기존 색전 물질과 유사하거나 향상된 값이 나왔다. Ta-PVA 코일

은 생체 적합성 및 용혈성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의 

동물 실험에서 Ta-PVA 코일을 사용하였다. 실험용 개의 혈관에 임의

로 동맥류를 형성시켜 코일 삽입 실험을 하였으며 기존에 많이 쓰

이던 색전 물질인 GDC에 비해 향상된 폐색 치밀도 값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PVA와 PNIPAM을 IPN 구조로 제조하여 팽윤 및 온도 

변화에 반응해 형태 변형을 일으키는 이중층 필름을 제조하였다. 제

조된 IPN 필름은 순수 PVA 필름과 유사한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보

였으며 온도에 따라 팽윤도가 변하는 성질도 나타내었다. PVA 및 

IPN 필름으로 제조한 이중층 필름은 온도에 따라 굽힘 시 직경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를 팔이 여러 개 달린 모양으로 제조

했을 때에는 특정 물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움직임도 보일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형태 변형 고분자, 색전술, 색전물질, 폴리비닐알코올, 폴리 

아크릴산, 폴리나이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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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1.1 하이드로젤 
 

하이드로젤(hydrogel)이란 친수성 고분자가 물리적, 화학적 가교를 

통해 3차원 망상구조(network)로 이루어진 물질을 의미하며 물에 용

해되지 않고 다량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다. 이러한 하이드로젤은 

고체와 액체의 중간 형태에 해당하는 기계적,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

지며 구조적으로 안정하다[1]. 하이드로젤의 친수성은 고분자 사슬에 

존재하는 히드록시기(hydroxyl group), 카복실기(carboxyl group), 아미

노기(amino group) 등의 친수성 작용기에 의한 영향이며 망상구조를 

이루는 고분자 사슬간의 가교 때문에 불용해성을 가진다[2]. 하이드

로젤은 가교 방식에 따라 물리적 가교(physical crosslinking)와 화학적 

가교(chemical crosslinking)로 구분할 수 있다. 고분자 사슬들이 수소

결합, 이온결합, 정전기적 상호작용 등 비공유 결합으로 가교를 형

성한 경우를 물리적 가교라 부른다. 물리적 가교는 온도, pH, 빛 에

너지, 전기전압 등에 의해 가역적으로 생성 또는 해체되는 졸-겔 전

이현상(sol-gel transition)을 보이기도 한다[3]. 화학적 가교는 고분자사

슬과 가교제를 화학 반응시켜 고분자 사슬들이 공유결합에 의해 연

결된 것이다. 화학적 가교로 형성된 수화젤은 강한 공유결합으로 인

해 외부 힘, 산, 염기, 고온 등의 가혹한 환경에서도 고분자 간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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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 끊어지지 않고 안정한 특성을 보인다[4]. 

하이드로젤의 팽윤도(혹은 함수율) 및 기계적 물성은 고분자의 화

학구조, 친수성, 그리고 고분자사슬의 가교 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고분자의 종류와 제조방법에 따라 다양한 성질을 가진 하이드로젤

의 제조가 가능하다. 하이드로젤의 팽윤도를 조절할 때에는 첨가해

주는 가교제의 양을 달리하여 가교도(crosslinking density)를 조절한다. 

일반적으로 가교도가 클수록 고분자 사슬의 그물망이 촘촘하게 형

성되며 팽윤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5]. 

1960년 Wichterle와 Lim에 의해 poly(2-hydroxyethyl methacrylate) 

(PHEMA)로 만들어진 하이드로젤이 소개된 이후 하이드로젤의 흡수

성, 생체적합성, 신체 조직과 같은 유연함 등의 특징으로 인해 생체

재료로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6, 7]. 초창기에

는 하이드로젤의 큰 흡수성을 기반으로 한 기저귀와 구조적 안정성

을 요구하는 컨택트 렌즈에의 응용을 시작으로 물성 향상을 위한 

연구와 다양한 기능성의 도입으로 인해 오늘날에는 의료용 기기 및 

의약품(조직공학용 지지체, 창상치유제, 약물전달체 등), 식품, 화장

품, 스포츠 용품 등 의약학적 응용에서 산업적 응용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이용되며 계속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8, 9]. 

 

1.2 형태 변형 고분자 필름 

 

형태 변형 고분자 소재들은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동·식물들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되기 시작했다. 장대를 타



3 

고 감겨 올라가는 넝쿨, 단계별로 모양이 변화하는 나뭇잎, 꽃이 개

화하는 모습 등 상황과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형태를 변형시키는 

성질들을 연성 소재를 이용해 구현하기 위한 연구들이 끊임없이 관

심을 받고 있다. 특히 고분자 물질들은 다양한 기능성, 생체 적합성,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성, 가공에 따라 조절 가능한 기계적 물성 등

의 특징으로 인해 형태 변형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이들의 구조를 

잘 설계 및 제조함으로써 다양한 굽힘(bending), 뒤틀림(twisting), 주

름짐(wrinkling)등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특정 모양

의 3D 구조체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 변형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서로 다른 팽창 특성을 가진 얇은 고분자 필름을 

이중층(bilayer)형태로 제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초창기 연구 

사례로는 1995년 Hu 등이 polyacrylamide (PAAM)와 poly(N-

isopropylacrylamide) (PNIPAM)를 이중층 형태로 제조하여 수용액 상

에서 온도 조건에 따라 한 쪽 층의 수축/팽창 거동을 유도하여 굽힘 

변형을 일으키게 한 연구(Figure 1-1)[10]와 같은 해에 Smela 등이 

polypyrrole (PPy)과 금(Au)을 이중층 형태로 만들어 굽힘 변형을 유

도하여 큐브 모양의 구조체를 제조한 연구가 있다[11]. 이후에도 이

와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었는데 이중층 형태를 국소적으로 

설계해 스스로 접히는(self-folding) 성질을 부여해 다각형 모양의 구

조체를 제조한 사례도 있으며[12],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 다양한 

자극-감응(stimuli-responsive) 성질을 갖는 고분자 물질을 이용해 굽힘 

변형을 일으키는 구조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중에

서는 Figure 1-2 (a)와 같이 튜브 모양으로 굽힘 변형을 일으켜 특정 

물질의 전달 기능을 하는 약물 전달체로의 가능성을 보이는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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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b)와 같이 미세유체통로(microfluidic channel)에서 전기적 신

호에 반응해 굽힘 변형을 일으켜 유체의 흐름을 바꿔주는 장치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의 가능성도 제시되었다[13, 14]. 

더욱 정교한 구조물의 설계를 위해 이중층 고분자 구조물의 굽힘 

변형에 대한 많은 분석들도 이루어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1925년 

Timoshenko에 의해 보고된 금속 이중층의 굽힘 변형 시 발생하는 

곡률과 금속 물질의 탄성률 및 열팽창계수와의 관계식에서 시작된

다. 그는 이중층이 굽어질 때에는 일정한 곡률을 갖고 한 쪽 방향으

로만 굽어진다고 가정하며 아래와 같은 관계식을 제시하였다[15]. 

1
𝜌𝜌

=  
6(𝜀𝜀2 − 𝜀𝜀1)(1 + 𝑚𝑚)2

ℎ(3(1 + 𝑚𝑚)2 + (1 + 𝑚𝑚𝑚𝑚) �𝑚𝑚2 + 1
𝑚𝑚𝑚𝑚�)

 

𝐸𝐸1
𝐸𝐸2

= 𝑚𝑚 

𝑎𝑎1
𝑎𝑎2

= 𝑚𝑚 

E는 탄성률(elastic modulus), a는 각 층의 두께, h는 이중층의 총 두께

(𝑎𝑎1 + 𝑎𝑎2), ε은 필름이 받는 힘(stress), 그리고 ρ는 곡률이다. 이는 하

이드로젤 이중층의 굽힘 반경을 예측할 때 쓰이기도 하는데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줄여서 쓸 수 있다[16]. 

r =  
𝑎𝑎

12𝜖𝜖
(
𝐸𝐸1
𝐸𝐸2

+ 14 +
𝐸𝐸2
𝐸𝐸1

) 

여기서 r은 굽어진 이중층의 내부 반경, E와 a는 위의 식에서와 마

찬가지로 탄성률과 각 층의 두께이며 ϵ는 두 층의 팽창률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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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이중층 필름의 기하학적 구조에 따른 굽힘 방향에 대한 

연구들도 보고가 되고 있다. 2011년 Smela 그룹에서는 부피 변형을 

일으키는 PPy층과 부피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Au층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이중층을 제조해 가로 세로 비(aspect ratio)에 따른 굽힘 거동

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aspect ratio가 1 정

도로 낮을 때에는 x축과 y축으로의 굽힘 변형이 비슷하게 일어나지

만, aspect ratio가 커질수록 짧은 면으로부터의 굽힘 변형이 지배적으

로 일어나게 된다[17]. 2010년 Li 그룹과 2011년 Schmidt 그룹에서는 

aspect ratio 뿐만 아니라 굽힘 변형 후 생성되는 튜브 형태 이중층의 

원주와 최초 직사각형 모양의 이중층 가로 세로와의 관계도 고려하

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굽힘 거동을 분석하였다. 이중층 필름의 굽

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Figure 1-3), 우선 굽힘의 

정도가 작을 때 튜브의 원주가 직사각형 필름의 폭보다 훨씬 크거

나 최초 직사각형의 aspect ratio가 크면 긴 면으로부터의 굽힘 변형

이 지배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원주가 폭보다 훨씬 작아서 

튜브가 여러 번 말릴 수 있는 상태 혹은 최초 직사각형의 aspect 

ratio가 크지 않고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일 때에는 긴 면과 짧은 

면 모두에서 굽힘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모서리로부터 대각선으

로 굽힘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짧은 면으로부터의 굽힘은 최초 

직사각형의 aspect ratio가 작고 원주와 폭이 거의 비슷한 값을 가져

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8, 19]. 이는 2012년 Ionov 그룹에서 발표

한 논문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이중층 거동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20]. 

이중층 필름의 굽힘 거동으로 인해 다양한 모양의 3D 구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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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는 Figure 1-4

와 같은 직사각형의 이중층이 말려져 만들어진 튜브 모양의 구조물

이며 이는 약물전달체로 종종 연구되어 왔다[16, 21, 22]. 뿐만 아니라 

팔이 여러 개 달린 별 모양으로 이중층 필름을 만들면 굽힘 시 모

서리가 둥근 캡슐 형태로도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23]. 고분자 필름

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조하면 균일한 기계적 물성 및 팽창 성질

을 지니게 되어 이중층 제조 시 모서리가 각진 꺾이는 변형은 일어

날 수 없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필름의 특정 부분에만 국소적으로 

팽창/수축을 일으키는 고분자 층을 형성시켜 이중층의 꺾임 변형을 

구현하였고, 이로 인해 Figure 1-5와 같은 정육면체, 피라미드 등의 

각진 3D 구조물을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24, 25]. 

앞서 소개했던 이중층 필름들은 이중층을 이루는 각 층의 팽창/수

축의 성질 차이에 의한 형태 변형이 한 단계로만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 단계에 걸쳐 형태 변형이 일어나는 구조물을 제조하기 위한 

시도들도 있었다. 2010년 Gracias 그룹에서는 서로 다른 특정 효소에 

의해 생분해가 일어나는 고분자 물질을 이용해 어떤 효소에 노출되

었을 때에는 굽힘 변형이 일어나고 또 다른 효소에 노출 되었을 때

에는 펼침 변형이 일어나는 구조물을 제조하였으며[26], 2012년 같은 

그룹에서 특정 파장대의 빛을 받아 팽창/수축 변형을 일으키는 물질

을 이중층의 특정 부위에 형성시켜 빛을 쬐어줌에 따라 단계적으로 

형태 변형을 일으키는 구조물의 제조에 성공하였다[27]. 

이처럼 형태 변형 고분자 필름을 제조할 때에는 다양한 성질을 

지닌 친수성, 소수성 고분자 물질들을 기판(substrate)을 이용하거나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방법 등으로 튜브 모양, 구(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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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 정육면체, 피라미드 등의 다면체(polyhedral)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다. 이들은 수중 환경에서 물의 흡수 및 방출에 

의한 팽창/수축을 통해 형태 변형을 일으키며 사용한 물질에 따라 

온도, pH 등의 변화에 의해 변형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렇게 제조된 

형태 변형 고분자는 약물전달, 미세 구동체 등 다양한 분야로의 응

용 가능성을 갖고 연구되고 있다. 

 

1.3 폴리비닐알코올 

 

폴리비닐알코올(poly(vinyl alcohol), PVA)은 사슬 곁가지에 히드록시

기(hydroxyl group)가 달린 친수성 고분자이다. 뛰어난 기계적 강도와 

내화학성, 산소 차단성 등의 성질을 갖고 있어 포장용, 코팅용 필름, 

차단막, 접착제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28]. 뿐만 아

니라 흡습성으로 인해 인체 조직과 비슷한 강도를 가지며 생체적합

성이 우수해 조직 및 기관 재생, 인공 혈관 모델, 인공 심장 판막, 

이식 각막, 연골 조직 대체재 등 다양한 조직공학용 생체재료로도 

연구되어 왔다[29-35]. 

PVA가 생체재료로 쓰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가교반응을 통해 3차

원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 ‘하이드로젤’의 형태로 사용된다. PVA의 

가교 방법으로는 냉동과 해동(freezing/thawing) 과정을 반복하여 사슬 

곁가지에 달린 히드록시기 사이의 수소결합을 유도한 물리적 가교 

방법[36, 37]과 글루타알데히드(glutaraldehyde, GA)와 같은 가교제를 

사용하여 PVA 사슬 사이를 공유결합으로 연결시켜 가교를 형성하는 

화학적 가교 방법[37-40]이 있다. 물리적 가교방법을 이용하면 P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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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화학 물질을 첨가하지 않기 때문에 독성의 위험이 없어 생

체재료로써 더 안전하지만 흡습성이나 기계적 강도 등의 물성을 섬

세하게 조절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가교제에 의한 화학적 

가교방법을 이용하면 잔여 가교제와 촉매를 제거하기 위해 철저한 

세척과정을 거쳐야 하는 공정상의 단점이 있지만 흡습성과 기계적 

강도 등의 물성을 보다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정교한 설계가 가

능하다. 

생체재료로의 PVA 하이드로젤은 수십 년 전부터 연구되어 왔었는

데 1970년대 Bray와 Merrill의 그룹은 PVA 하이드로젤을 관절의 연

골(articular cartilage)을 대체하기 위한 재료로 제시한 최초의 그룹 중 

하나이다[41]. 이후에도 PVA 하이드로젤은 생체 조직과 유사한 물성 

때문에 연골 대체재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

데 특히 기계적인 물성과 생체적합성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

루어 졌다. 1990년 Oka 등은 PVA 하이드로젤의 관절 연골로서의 실

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윤활작용(lubrication), 하중에 대한 저항(load 

bearing), 생체적합성(biocompatibility), 뼈와의 접착력 등 전반적인 생

체 역학적(biomechanics) 측면으로 연구를 하였고, 내마모성(wear 

resistance)과 뼈와의 접착력에서 아직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었지만 

PVA 하이드로젤이 충분히 인공 연골로써 쓰일 가능성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42]. 이 연구의 연장선상으로 같은 그룹에서 1991년 인장 

강도가 실제 인간의 관절 연골과 유사한 17 MPa 수준의 PVA 하이드

로젤을 발표하였다. 이를 토끼 무릎 관절에 삽입하여 생체적합성을 

시험하였는데, 초기의 가벼운 염증반응이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뛰

어난 생체적합성을 보였다. 체내에서의 생분해성, 조직과의 반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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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적합한 하이드로젤 모양의 제조 방법 등 명료하지 않은 부분

은 있었지만 기계적 물성이 향상된 인공 관절 연골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이다[43]. 

이와 같이 개발된 PVA 하이드로젤은 ‘SaluCartilage’라는 이름의 제

품으로 공급되며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 사용되었다. 

초기 연구 사례로 2003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1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퇴부 관절의 손상면적 2.1 cm2 가량에 PVA 하이드로젤을 

삽입하여 4개월동안의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4개월이 지난 후에도 삽

입 부위가 헐거워지거나 삽입물의 위치 이동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44]. 또 다른 연구 사례로는 2005년 Maiotti 등이 

평균연령 56세의 환자들에게 대퇴부 관절의 손상면적 1.8 cm2 가량

인 곳에 PVA 하이드로젤을 삽입하며 2년 동안의 경과를 관찰한 보

고가 있다. 2년 후 MRI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삽입한 PVA 하이

드로젤은 삽입 위치에 처음과 같은 상태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었

으며 환자들의 무릎도 정상적으로 기능하였다고 보고하였다[45]. 이

후의 연구에서 몇몇 실패 사례들도 있었지만 PVA 하이드로젤이 전

반적으로 관절 연골로써의 작용 및 환자의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

음이 확인되었다. 

PVA 하이드로젤의 좋은 기계적 물성과 더불어 높은 산소 차단성 

및 낮은 단백질 흡착성질로 인해 컨택트 렌즈로써의 응용 가능성도 

제시되어왔다. 1994년 Hyon 등은 PVA를 물과 유기용매의 혼합용액

에 녹인 후 저온 결정화 방법으로 투명하고 기계적 물성이 향상된 

PVA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이는 이전의 컨택트 렌즈를 제조할 

때에 많이 쓰이던 PHEMA보다 5배 강한 인장강도를 보이며, 기존 



10 

렌즈 대비 1/2 – 1/3 수준의 단백질 흡착도를 보였다. 또한 토끼를 이

용한 동물실험에서 각막 상피(corneal epithelium)가 렌즈의 착용에 영

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여 컨택트 렌즈로써의 이용 가능

성도 확인하였다[46]. 

뿐만 아니라 PVA 하이드로젤은 약물 전달 물질로도 활발히 연구

되어 왔다. 1980년대 초반부터 Peppas 그룹에서는 PVA 하이드로젤에 

테오필린(theophylline)을 첨가하여 약물의 방출 속도를 측정하거나, 

다양한 grade의 PVA로 하이드로젤을 제조해 약물의 확산 속도 및 

계수를 구하는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47, 48]. 또 다른 그룹에서는 

PVA 하이드로젤을 직장을 통한 인도메타신(indomethacin)의 서방성 

전달체(sustained release vehicle)로써 연구한 사례도 있다[49]. 

이렇듯 PVA 하이드로젤은 우수한 생체적합성과 뛰어난 기계적 물

성으로 인해 다양한 생체 재료로써 연구되고 있다. 각각의 응용분야

마다 PVA 하이드로젤의 장단점이 있고, 아직은 더 보완하고 연구해

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생체 재료를 설계하고 물질을 선정함에 있

어서 PVA는 충분히 좋은 후보물질이 될 수 있다. 

 

1.4 폴리아크릴산 

 

폴리아크릴산(poly(acylic acid), PAA)은 사슬 곁가지에 카복실산

(carboxylic acid)이 달린 친수성 고분자이다. 이는 중성의 수용액 내

에서 음이온을 띄는 카복실레이트(carboxylate) 형태로 존재하는데, 

아주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할 수 있으며 고분자 전해질(polyelectrolyte)

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PAA는 초고흡수성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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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absorbent polymer, SAP)로 기저귀, 생리대에 많이 사용되며 그 

이외에도 제약, 화장품, 페인트 분야에서 농후제(thickening agent), 분

산제(dispersing agent), 현탄제(suspending agent), 유화제(emulsifying 

agent) 등으로 종종 사용된다[50]. 

생체재료 분야에서 PAA는 약물 전달 물질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다. 곁가지의 카복실산이 수용액의 pH 상태에 따라 수소이온이 

붙은 중성상태 혹은 수소이온이 떨어진 음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이

는 물의 흡수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중성상태에서는 물

의 흡수율이 크지 않지만 음이온 상태에서는 자기 무게의 수십 배

가 넘는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PAA의 특징

은 약물 전달 물질로서 수용액상의 약물을 흡수한 후 일반적인 양

상으로도 약물의 전달이 가능하지만 pH 변화에 반응해 약물을 방출

하는 pH 감응형 물질로도 작용할 수 있게 한다. PAA는 단일 중합체 

보다는 주로 공중합체 혹은 다른 고분자와 결합한 형태로 사용된다. 

1997년 Shin 등은 PAA와 PVA를 상호 침투 고분자 망상

(interpenetrating polymer network, IPN) 구조로 제조한 후 인도메타신

(indomethacin)을 흡수시켜 이의 방출 거동을 연구하였는데, IPN을 이

루는 각 고분자의 비율, 온도, pH에 따라 서로 다른 방출 속도와 양

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51]. 또한 Peppas 그룹에서는 순수 

PAA와 HEMA와의 공중합체를 이용해 이온화가 되는 약물 및 단백

질 물질들의 확산과 방출에 대한 연구를 하여 약물과 전달체인 고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약물 전달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

고를 하였다[52]. 그리고 Hoffman 그룹에서는 methyl methacrylate 

(MMA)와 AA의 블록 공중합체(block copolymer)를 마이셀(micelle)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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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제조하여 소수성(hydrophobic) 약물을 물리적으로 옭아매어 전

달하는 연구를 하였는데, 오랜 시간 지속적인 약물의 방출이 가능한 

전달체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53]. 천연고분자 물질들도 

PAA와 함께 약물 전달체로 종종 쓰이는데, 젤라틴(gelatin)을 PAA와 

IPN 하이드로젤로 제조하여 다양한 pH의 수용액 상에서의 약물 방

출 거동을 연구한 사례가 있다. IPN을 이루는 고분자 물질들의 비율, 

약물의 함량, 전달체가 함침된 수용액의 pH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약물 방출 거동을 확인함으로써 약물의 방출 패

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54]. 

PAA는 약물 전달 분야뿐만 아니라 그 외의 생체 재료 분야에서도 

PAA 단독으로 쓰이기 보다는 다른 물질들과 공중합체 혹은 IPN으

로 제조되어 그 물질의 흡수성 및 pH에 따른 물성 조절의 용도로 

많이 활용된다. 때문에 PAA는 수중 환경에서 사용되어 흡수성이 필

요하거나 pH 변화에 대처하는 응용을 할 때에 가장 많이 고려되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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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목적 

 

형태 변형 고분자 필름은 연구의 방향과 목적에 있어서 매우 다

양하게 연구되고 적용될 수 있다. 고분자 필름의 물성이나 특성 등

에 초점을 맞춰 이를 발전시키는 연구 사례가 있는 반면, 필름 자체

의 성질보다는 이미 보고되어 있는 재료 및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한 연구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친수성 고분자 물질을 이중층 형태로 제조하여 물을 흡수할 때

에 팽윤에 의해 형태 변형을 일으키는 구조체를 제조한다. 제조한 

형태 변형 고분자의 구조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응용 분야 및 상황에 

맞는 모양과 크기로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장에서는 혈관 질환의 폐색을 목표로 수중 환경에서 코일 모양

으로 말리도록 고분자 이중층 필름을 얇은 가닥 형태로 제조하였다. 

이중층을 제조할 때 포토리소그래피를 이용한 방법과 필름의 적층

을 이용한 방법을 소개하며 각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포토리소그래피 방법을 이용할 때는 광중합이 가능한 단량체인 아

크릴산(acrylic acid)을 사용하였고, 광중합 시 단량체와 결합이 가능

하며 방사선 비투과성을 갖는 물질인 TIBOM을 합성하여 함께 중합

을 시키거나 방사선 비투과성을 갖는 금속 물질인 Ta 입자를 첨가

하여 이중층을 제조하였다. 필름 적층 방법을 이용할 때는 PVA를 

사용하여 필름을 제조하였고, 방사선 비투과성을 부여하기 위해 Ta 

입자를 첨가하여 단일 필름 및 이중층을 제조하였다. 두 방법 모두 

다양한 크기의 코일을 제조할 수 있도록 이중층의 각 층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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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팽윤 특성을 조절하고, 생체 실험에 들어가기 이전 실험실

에서 모형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실제 상황에 적합한 물질 

및 제조 방법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를 이용한 동물 실험을 

진행하여 제조한 고분자 이중층 코일이 혈관 폐색에 효과가 있는지

를 확인하였다. 

III장에서는 PVA와 PNIPAM을 IPN으로 제조하여 팽윤 시 형태 변

형을 일으키며 온도 변화가 일어날 때 한번 더 형태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고분자 이중층 필름을 제조하였다. PVA의 좋은 기계적 물성

을 유지하면서 PNIPAM의 온도 감응 성질을 부여한 IPN 필름의 구

조 분석 및 물성 측정을 시행하여 형태 변형 고분자로써 적합한 물

질인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이용한 이중층의 굽힘 변형 거동을 확인

하고 수 mm 크기의 별 모양 이중층 필름을 만들어 gripper로 작용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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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a) Sketch of the hydrogel bilayer strip with one PAAM and another 

         side of PAAM/PNIPAM IPN. (b, c) Bending of bilayer in water at 

         (b) 30 ℃ and (c) 37 ℃. (d, e) Bending of bilayer in water-acetone 

         mixture at an acetone concentration of (d) 20 % and (e) 45 % by 

         weight. The gel at the right side of each picture is pure PNIPAM 

         hydrogel as a referenc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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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a) Scheme of capture and release of microparticles by self-rolling 

         microtubes [13]. (b) Scheme of electrically driven hydrogel sorter 

         and examples of droplet sortin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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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Scheme of rolling of a polymer bilayer according to different 

         scenarios: short-side, long-side, and diagonal rolling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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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cheme of multi-walled PEGDA hydrogel tube that sustainably 

         release encapsulated growth factors in uniaxial direction and 

         subsequently enhances neovascularizatio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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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a) Programmed 2D structures and their transformed 3D objects in 

         hexane by folding mechanism: (b) cube, (c) pyramid, and (d) phlat 

         ball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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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혈관 내 색전술을 위한 방사선 비투과성을 

갖는 고분자 색전 코일의 제조 및 특성 평가 

 

1. 색전물질 연구 배경 

 

1.1 색전술 
 

색전술(embolization)이란 여러 가지 혈관 기형들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형이 발생한 부위에 

색전 물질(embolic materials)을 삽입하여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다. 

Figure 2-1에 나타낸 동맥과 정맥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동·정맥 기형

(arteriovenous malformation, AVM)과 혈관 벽에 혹이 발생하는 동맥류

(aneurysm)가 대표적인 혈관 기형에 의한 질환인데, 이러한 질환이 

발생하면 혈관 파열로 인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뇌혈관

에서 출혈이 일어날 경우 뇌졸중 또는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클립결찰술(clipping), 감마나

이프(gamma knife) 치료법, 그리고 색전술이 있다(Figure 2-2). 클립결

찰술은 1937년 처음 시도된 방법으로 절개 후 질환 부위를 클립으

로 결찰하여 혈류를 막는 방법인데 치료 효과가 우수하며 재발 위

험은 적지만 수술과정 중 출혈 및 신경학적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

다. 감마나이프 치료법은 시술 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러움, 구토 등

을 동반하기 때문에 외과적인 수술도 피하면서 비교적 부작용이 적



21 

은 색전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색전술은 미세도관

(catheter)을 통해 색전 물질을 삽입하여 질환부위를 채우고 최종적으

로는 혈류를 차단하여 혈관 파열 및 그로 인한 출혈을 방지하기 위

한 방법으로 1970-80년대부터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1990년대에 이르

러 본격적인 치료 방법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55, 56]. 각 치료법에 

대한 비교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고, 각 방법에 대한 장단점

들이 있지만 외과적인 수술을 피할 수 있는 색전술이 더 선호되고 

있으며 시술 후 질환부위의 재개통 및 합병증, 그리고 후속 변화 양

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57]. 

 

1.2 색전물질 
 

색전물질에 대한 연구는 수십 년 전부터 행해져 왔는데 초창기인 

1980년대에는 실리콘 팽창풍선(inflatable balloon)을 사용하여 질환부 

혈관을 막는 치료법이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동맥류의 치료에 많이 

이용되었는데, 이 방법은 풍선도관을 이용한 동맥류의 선택에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고 동맥류 내 영구적인 풍선의 팽창에 의한 

출혈 등의 합병증이 많아 보편적으로 시술되지는 않았고, 수술이 제

한적인 일부 부위에만 사용되었다[58, 59]. 1991년 Guido Guglielmi에 

의해 ‘Guglielmi Detachable Coil (GDC)’이라 불리는 전기분리형 코일

(electrolytic detachable coil)이 개발되면서 안전한 색전술이 가능하게 

되었다[60, 61]. GDC는 Figure 2-3의 (a)와 같이 유연한 형상기억 백금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며 혈관벽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병변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삽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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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아주 작은 전류를 흘려 보냄으로써 1-3분 내에 GDC의 코일 

부위를 탈착할 수 있어 다루기 편리하며 시술시간이 단축되었다. 이

러한 GDC의 장점들로 인해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도 전세계

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색전물질로 자리잡게 되었다[61-63]. 

GDC의 여러 이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고되었는

데, 재료적 특성에 기인한 낮은 폐색치밀도(packing density)와 혈관 

내 압력으로 인한 코일의 치밀화(compaction) 때문에 시술 부위의 일

부가 재개통(recurrence)되어 반복시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뇌동맥

류 환자 중 20% 가량이 재개통의 문제를 겪는데, 동맥류의 목 부위

가 넓고(neck size > 4 mm), 지름이 큰(aneurysm diameter > 11 mm) 부위

에서 특히 재개통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64-67]. 수분흡수

성이 있는 고분자로 플레티넘 코일을 감싼 ‘HydroCoil’이 2002년에 

개발되어 기존 플레티넘 코일 대비 폐색치밀도를 상당히 향상시켰

지만[68, 69], 시술 빈도수나 부작용 측면에서 기존 플레티넘 코일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70, 71]. 

플레티넘 기반 색전물질의 또 다른 단점 중 하나인 높은 단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PVA, PHEMA, polyurethane 등 값싼 고분자 기반

의 색전물질들도 연구되어 왔다[72-75]. 이들은 Figure 2-3의 (b)와 같

이 주로 입자형태로 제작되며 빠른 혈전 형성을 유도하여 색전을 

일으킨다. 하지만 입자형태로 색전술을 진행하면 타겟지점 이탈, 카

테터 막힘, 혈관 수축에 의한 국소 빈혈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

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과다 출혈부위나 종양 수술 전 색전용으로

만 사용된다[76]. 그 외에도 아크릴 계열의 액체상 혹은 경화성 색전

물질 등도 연구·개발되어 왔지만 제어의 어려움과 시술 자체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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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등 임상 단계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1.3 방사선 비투과성 
 

색전술 시술 시 진행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X-ray를 통한 혈관조영

술(angiography)을 시행하게 된다. 이 때 방사선 비투과성(radiopacity)

을 가진 물질만이 X-ray 화면상에서 관찰이 되는데, 방사선 비투과

성이란 어떤 물체가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를 통과시키지 못

하는 능력을 뜻한다. 전자기파 중에서도 X-ray는 투과력이 좋아 많

은 종류의 피사체를 통과할 수 있지만 물질의 밀도에 따라 투과하

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한다. 투과된 X-ray는 피사체를 투과하기 이

전과는 다른 양을 갖게 되고 이를 디지털 반도체 센서(digital 

semiconductor sensor)를 통해 피사체의 모양을 검출해 낸다. X-ray를 

이용한 피사체의 구분 원리는 X-ray가 피사체를 통과할 때 피사체와

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X-ray 세기의 감소에서 기인한다. X-ray는 피

사체와 만날 때 산란(scattering) 또는 흡수(absorption) 현상을 통해 그 

양이 변화한다. 이러한 현상은 피사체를 구성하는 분자 또는 원자의 

최외각 전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산란 현상은 주로 간섭성 산

란(coherent scattering)과 컴프턴 산란(Compton scattering)으로 설명되며, 

흡수 현상은 광전 효과(photoelectric effect)에 기인한다고 보고되고 있

다[148]. 이러한 현상들은 주로 밀도가 높고 원자번호가 큰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에서 활발히 일어나 낮은 원자번호를 갖는 C, H, O, N 

등으로 이루어진 고분자는 X-ray에서 관찰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고분자 물질에 방사선 비투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원자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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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Ba, I, Ta, Pt 등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물리적 혹은 화학적으로 

고분자에 도입해야 한다. 

 

1.4 연구의 개요 

 

혈관 질환 치료를 위한 색전물질로 플레티넘 기반의 GDC 코일이 

20년 넘게 독보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시술 후에 드러나는 

몇몇 문제점들과 비싼 단가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색전 물질들이 연구되었고, 특히 고분자

를 기반으로 한 물질들도 연구되었지만 고분자의 경우에는 입자형

태라는 한정적인 모양으로만 개발되어 적용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기반의 입자 형태가 아닌 코일 모양을 갖

는 색전 물질 제조법을 확립하고 그 특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

석하고자 한다. 코일 모양의 색전 물질의 기반이 되는 고분자는 기

본적으로 친수성을 가지고, 가교반응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수분을 흡수하여 부피가 팽창하는 성질을 갖는 일종의 ‘하이드로젤’

과 같이 제조한다. 코일 변형을 하는 고분자 색전물질의 기본 원리

는 수중 환경에서 팽창률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이

중층(bilayer)으로 제조하여 수중 환경에서 굽힘 변형을 일으키는 것

이며 Figure 2-4에 도식을 나타내었다.  

코일 변형을 일으키는 고분자 이중층의 제조를 위해 두 가지 제

조 방법을 사용한다. 우선은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방법으

로 고분자 이중층을 제조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포토리소그래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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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ultraviolet)을 조사하여 고분자 사슬 사이의 화학적 반응을 유

도하여 가교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이며, 주로 비닐기(vinyl group)를 

갖는 단량체와 가교제를 광개시제와 함께 반응시켜 3차원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한다. 포토리소그래피를 통한 광중합 방법의 장점은 원

하는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포토리소그래피는 원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wafer) 표면에 다양한 회로 및 패턴을 만들 

때 사용되는 방법인데, 이를 하이드로젤의 패터닝에도 이용할 수 있

다. 포토마스크를 이용해 원하는 부분만 가교반응을 시킨 후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을 세척하여 패턴을 얻을 수도 있고[79], 국소적

으로 가교도가 다른 하이드로젤을 만들어 팽윤 시 특정 모양으로 

형태 변형을 일으키도록 패턴을 만들 수도 있다[80].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본 실험에서는 아주 얇고 가느다란 고분자 이중층 가닥을 

제조하여 미세 혈관에도 적용이 가능한 고분자 코일을 제조하는 것

과 혈관 조영술이 가능하도록 방사선 비투과성을 갖는 단량체를 합

성해 주사슬이 되는 고분자 사슬과 함께 중합시켜 코일을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 다른 방법은 용액 주조법(solution casting)을 통해 얇은 고분자 

필름을 만든 후 필름 두 장을 적층하여 이중층을 만드는 것이다. 고

분자 필름을 만들 때 가교제의 함량을 조절하여 수중 환경에서 팽

윤도가 서로 다른 필름들을 제조하고 이들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코일 변형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방사선 비투과성을 갖는 

금속 입자를 첨가해 혈관 조영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두 방법으로 제조된 고분자 코일의 물성 실험 및 체외(in vitro) 모

형 실험을 통해 이후 동물실험에 적합한 고분자 물질 및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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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하고 동물 혈관에 동맥류를 인위적으로 형성시켜 체내(in 

vivo)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실험에서 제조한 고분자 이중

층 코일이 색전 물질로써 적합한지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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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Images of vascular diseases: (a) aneurysm and (b) arteriovenous 

         malformation (A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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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Treatments for vascular diseases: (a) clipping, (b) embolization, and 

         (c) gamma knife surgery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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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Embolic materials: (a) GDC coils and (b) PVA particle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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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Scheme for bending behavior of a polymer bi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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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토리소그래피 방법을 이용한 Ta-PAA 및 TIBOM-

PAA 색전 코일의 제조 및 특성 평가 

 

2.1 실험 

 

2.1.1 재료 

 

본 연구에서 제조하는 고분자 색전 코일의 주 사슬이 되는 고분

자는 poly(acrylic acid) (PAA) 이다. 이를 제조하기 위해 단량체로 

acrylic acid (AA, Aldrich, 99%)를 사용하였고, poly(ethyleneglycol 

dimethacrylate) (PEGDM, Aldrich, Mn = 750)를 가교제로 사용하였다. UV 

조사를 통한 광중합을 위해 광개시제로 2,2-dimethoxy-1,2-diphenyl 

ethanone (Irgacure 651, Ciba)을 사용하였다. 방사선 비투과성을 부여하

기 위해 tantalum particle (Ta, Hongwu Nanometer, ≥ 99%, average particle 

size = 200 nm)과 2,3,5-triiodobenzoyloxyethyl methacrylate (TIBOM)를 사

용하였다. TIBOM은 2,3,5-triiodobenzoic acid (TIBA, Aldrich, 98%)와 2-

hydroxyethyl methacrylate (HEMA, Aldrich, 97%)의 에스터화(esterification) 

반응을 통해 얻었으며 에스터화 반응 시 촉매로 4-

dimethylaminopyridine (DMAP, TCI)을, 결합 시약으로 N,N’-

dicyclohexylcarbodiimide (DCC, Aldrich, 99%)를 사용하였으며 반응 용

매로는 dichloromethane (Aldrich, 99.8%)을 사용하였다. 반응 이후 정제

과정에서는 HCl 수용액(Samchun, 35-37%), sodium bicarbonate (Daejung, 

EP), sodium sulfate (Junsei, EP), 그리고 ethyl acetate (Daejung, 99.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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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이중층 가닥을 다발로 뭉칠 때에는 poly(vinylpyrrolidone) 

(PVP, Aldrich, Mw = 10000)을 ethanol (Daejung, ≥ 99.5%)에 용해시켜 사

용하였다. 모든 시약은 추후 정제과정 없이 사용하였다. 

 

2.1.2 방사선 비투과성을 갖는 PAA 이중층 제조 

 

2.1.2.1 요오드를 포함한 단량체의 합성 

 

고분자 코일에 방사선 비투과성을 부여하기 위해 방사선 비투과

성이 있다고 알려진 요오드 (iodine, I) 원자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단

량체와 가교제인 AA, PEGDM과 라디칼 중합반응을 할 수 있도록 

vinyl 작용기를 갖는 물질인 TIBOM을 합성하였다. 우선 둥근 바닥

플라스크(round bottom flask)에 TIBA 3.02 g과 dichloromethane 100 mL를 

넣고 상온에서 충분히 혼합될 때까지 교반하였다. 촉매인 DMAP 

0.097 g, 결합 시약인 DCC 1.378 g을 투입한 후 얼음 배스를 이용해 

혼합 용액을 0 ℃로 유지한 상태에서 HEMA 0.8 g을 투입하고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하룻밤 동안 교반시켰다. 이 때 혼합 용액에서 석

출된 dicyclohexyl urea (DCU)를 filtration으로 제거한 후 분별 깔때기

를 이용해 증류수로 3회, 1 N HCl 수용액으로 3회, sodium bicarbonate 

포화 수용액으로 3회, 마지막으로 증류수로 1회 세척해주었다. 세척 

후 잔여 물기 제거를 위해 sodium sulfate를 첨가하여 잘 저어준 후 

filtration 해주었다. 이렇게 얻어진 용액을 증발기(evaporator)를 이용

해 용매를 증발시킨 후 ethyl acetate를 넣어 재결정시키고 진공 건조

시켜 최종 결과물인 TIBOM을 얻었다[81]. 본 반응의 메커니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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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에 나타내었다. 

 

2.1.2.2 방사선 비투과성을 갖는 고분자 이중층 가닥의 제조 

 

수중 환경에서 코일처럼 휘는 고분자를 만들기 위해 수분 흡수율

이 좋은 친수성 고분자를 이용해 서로 다른 팽윤도를 갖는 두 고분

자 층으로 이루어진 이중층 형태로 제조해야 한다. 게다가 카테터 

삽입을 위해 얇고 가늘게 제조해야 하며 방사선 비투과성이 부여되

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수화젤의 광중합 방식에 

포토마스크를 활용하여 수분 흡수율이 좋은 PAA를 가교시킨 이중층 

가닥을 만든다. 우선 단량체 및 가교제로 사용되는 AA와 PEGDM의 

억제제(inhibitor)를 제거한 후 두 물질을 1:1, 30:1, 50:1, 70:1의 몰 비

로 혼합하였다. 혼합액에 광개시제인 Irgacure 651을 1 wt% 첨가하여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30분간 sonication 시켜주어 고분자 이중층 제

조의 기반이 되는 용액을 준비하였다. 

고분자 이중층의 첫 번째 층을 제조하기 위해 UV lamp (UVP, B-

100AP)를 위로 향하게 하여 lamp 바로 위에 가로 0.1 mm, 세로 60 

mm로 빛을 투과할 수 있는 포토마스크(photomask)를 올려놓고 그 

위에 AA : PEGDM (각 30:1, 50:1, 70:1) 용액을 얇게 펼쳐주었다. 용액

에 뚜껑을 덮고 질소 공기를 흘려 보내주면서 2분40초간 UV를 쬐

어 가교반응을 시키고 가교되지 않은 부분은 acetone으로 세척하였

다. 세척 후 포토마스크에 남아있는 acetone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50 ℃의 진공오븐에 넣고 10분간 건조시켰다.  

이중층의 두 번째 층을 제조하기 위해 방사선 비투과성 물질을 



34 

함유한 AA-PEGDM 혼합액을 준비한다. 우선 Ta를 첨가시킬 때에는 

Ta 1 g을 ethanol 1 mL에 sonication을 통해 충분히 분산시킨 후 AA : 

PEGDM = 1:1 용액과 부피 비 10:3 (= Ta 용액 : AA-PEGDM 혼합액)으

로 혼합하여 sonication으로 잘 섞어준다. TIBOM을 첨가시킬 때에는 

TIBOM 0.45 g을 chloroform 1 mL에 sonication을 통해 충분히 용해시켜

준 후 AA : PEGDM = 1:1 용액과 부피 비 10:3 (= TIBOM 용액 : AA-

PEGDM 혼합액)으로 혼합하여 sonication으로 잘 섞어준다. 방사선 

비투과성 물질이 포함된 AA-PEGDM 1:1 용액을 유리판 위에 얇게 

펼친 후 특정 높이의 스페이서를 유리판 양 옆에 두고 그 위에 앞

서 첫 번째 층을 제조했던 포토마스크를 올려놓고 UV를 조사하였

다. 이 때 포토마스크와 UV lamp 사이의 거리는 대략 10인치 가량이

며, Ta + AA-PEGDM 용액의 경우 3분30초, TIBOM + AA-PEGDM 용액

의 경우 6분간 UV를 조사하였다. 반응이 완료된 후 포토마스크와 

유리판을 분리하여 반응하지 않고 남은 잔여 물질들을 acetone으로 

세척하여 [PAA + Ta-PAA] 또는 [PAA + TIBOM-PAA] 이중층을 얻었으

며 이들은 acetone과 물로 각각 24시간동안 세척한 후 50 ℃ 진공오

븐에서 24시간동안 건조시켰다. 위의 가교 반응을 통해 얻어진 물질

의 반응식을 Figure 2-6에 나타내었으며, 이중층 제조 과정의 모식도

를 Figure 2-7에 나타내었다. 분석을 위한 일부 시료는 단일층 제조과

정까지만 진행하였고, 제조 시 사용된 단량체와 가교제의 몰비를 

PAA 뒤에 붙여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AA : PEGDM의 비율이 30:1인 

PAA 하이드로젤은 ‘PAA 30:1’이라고 명명하였다. 제조된 이중층은 

사용된 방사선 비투과성 물질과 첫 번째 층을 제조할 때 첨가했던 

단량체와 가교제의 몰 비를 써서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방사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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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성 물질로 Ta를 사용하고 첫 번째 층의 AA : PEGDM의 비율이 

30:1인 이중층은 [Ta-PAA + PAA 30:1]로 표기하고, 방사선 비투과성 

물질로 TIBOM을 사용하고 첫 번째 층의 AA : PEGDM의 비율이 

50:1인 이중층은 [TIBOM-PAA + PAA 50:1]로 표기하였다. 이후 방사선 

비투과성 측정 및 혈관 모형 폐색실험을 할 때에 사용되는 다발은 

이중층 가닥 4개를 겹쳐 PVP를 ethanol에 30 wt% 용해시킨 용액에 

담근 후 진공 건조시켜 뭉치게 하였다. 

 

2.1.3 분석 

 

2.1.3.1 구조 분석 

 

우선은 요오드를 포함한 단량체인 TIBOM의 합성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핵 자기 공명 분광기(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로 분석을 하였다. 시료는 TIBOM을 dimethyl sulfoxide-d6 (DMSO-d6)

에 용해시켜 준비하였으며 분석 기기는 Bruker사의 Avance-500 모델

을 사용하였으며 500 MHz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방사선 비투과성 물질과 PAA를 혼합해 제조한 고분자 물질에서 

방사선 비투과성 물질의 함량과 더불어 열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

는 열 중량 분석(thermal gravimetric analysis, TGA)을 시행하였다. 시료

를 준비할 때에는 위의 이중층 제조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는데, 

첫 번째 층과 겹친 이중층 형태가 아니라 단일층으로 제조하였다. 

Ta-PAA 및 TIBOM-PAA 15 mg 내외의 시료를 취한 후 질소 분위기 

하에서 25 ℃부터 600 ℃까지 10 ℃/min의 속도로 가열하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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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이 때 분석 기기로는 TA instruments사의 Q5000IR을 사용하

였다. 

TIBOM을 함유한 PAA의 경우 TGA 만으로 TIBOM의 함량을 정확

히 파악하기 힘들어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은 AA와 

TIBOM을 반응시켰을 때 결과물에 TIBOM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외선 분광(attenuated total reflection Fourier transform infrared, 

ATR-FTIR)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기기는 Bruker사의 TENSOR27

을 사용하였으며 파수 3500 - 650 cm-1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TIBOM의 iodine 함량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X선 형광(X-ray 

fluorescence, XRF) 분석을 시행하였다. Shimadzu사의 XRF-1700 모델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TIBA를 기준 물질로 사용하여 TIBOM-PAA

에서 전체 질량 대비 iodine의 질량 비를 측정하였다. 

 

2.1.3.2 팽윤도 측정 

 

앞서 제조한 고분자 이중층이 물을 흡수하여 코일형태로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때 결과물인 코일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중층을 이루는 각 층의 팽윤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중층의 첫 번째 층을 만들 때 단량체인 AA와 가교제인 PEGDM

의 비율을 다양하게 하였는데, 이들을 조합하였을 때 이중층이 얼마

나 많이 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설계하기 위해 각 층의 팽윤도

(swelling ratio)를 측정하였다. 방사선 비투과성이 함유된 Ta-PAA 1:1, 

TIBOM-PAA 1:1 단일 층과 AA : PEGDM의 비율이 30:1, 50:1, 그리고 

70:1인 PAA 단일 층을 필름 형태로 제조한 후 7 x 7 x 0.3 mm3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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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른 후 37 ℃ 증류수에 담가 측정한다. 이 때 최초 2분까지는 

30초 간격으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는 1분, 2분, 3분, 5분, 10분 간격으

로 20분까지의 팽윤도를 측정하였다. 건조 상태의 무게를 𝑊𝑊𝑑𝑑 , 물에 

의해 팽윤된 상태의 무게를 𝑊𝑊𝑠𝑠라고 했을 때 팽윤도는 (𝑊𝑊𝑠𝑠 𝑊𝑊𝑑𝑑⁄ ) 값으

로 표시하였다. 

 

2.1.3.3 이중층의 표면 및 단면 관찰 

 

[Ta-PAA + PAA]와 [TIBOM-PAA + PAA] 이중층의 표면 및 단면을 

전계 방사형 주사 전자 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을 이용해 관찰하였으며, JEOL사의 JSM-6701F 모

델을 사용하였다. 이중층 단면의 경우 시료를 액체 질소에 넣어 급

속 냉각을 시킨 후 파단하여 얻었다. 

 

2.1.3.4 방사선 비투과성 측정 

 

고분자 색전 물질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비투

과성(radiopacity)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다. 시술의 경과를 실시간으

로 확인하기 위해 X-ray를 이용해 혈관의 상태를 관찰하는 혈관조영

술(angiography)을 하게 되는데, 이 때 X-ray 화면으로 관측이 되기 

위해서는 방사선 비투과성이 있어야 한다. 앞서 제조한 [Ta-PAA + 

PAA]와 [TIBOM-PAA + PAA] 이중층 가닥 및 다발을 컴퓨터 단층 촬

영(computed tomography, CT)을 통해 관찰하였으며 이 때 사용한 장비

는 GE health care사의 Discovery CT750 HD 이다. 측정 값은 Houns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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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HU) 값으로 나타내었는데, HU란 X-ray가 피사체를 통과할 때의 

감쇄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 값이 클수록 X-ray를 통해 관찰이 

잘 된다. HU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HU = 1000 × 
𝜇𝜇𝑥𝑥 −  𝜇𝜇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
𝜇𝜇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

 

𝜇𝜇𝑥𝑥는 피사체의 X-ray 선형 감쇄율이고 𝜇𝜇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는 물의 X-ray 선형 감

쇄율이다. 물의 HU 값은 0이고 공기는 -1000, 포유류의 뼈는 보통 

+700에서 +3000사이의 값을 갖는다. 

 

2.1.3.5 굽힘 변형 

 

[Ta-PAA + PAA]와 [TIBOM-PAA + PAA] 이중층 가닥은 수중 환경에

서 물을 흡수하고 각 층의 서로 다른 부피 팽창 정도에 의해 굽힘 

변형을 일으키고 마치 코일과 같이 여러 겹의 원형으로 말리게 된

다. PAA 이중층 코일의 직경을 측정하기 위해 코일을 하나의 원을 

형성하도록 적절한 길이로 잘라 사진을 찍어 관찰하였다. 관측 시 

0.5 mm 간격의 모눈종이 위에 코일을 올려놓고 digital microscope 

(AM413ZT Dino-Lite Pro Polarizer, AnMo Electronics Corp.)을 사용해 55

배율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모든 코일은 팽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증류수에 담가놓은 상태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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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모형 실험 

 

PAA 이중층 가닥 및 다발의 도관 삽입의 용이함을 알아보고 특정 

공간을 얼마나 충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형 실험을 진행

하였다. 유리관을 이용해 실제 동맥류(aneurysm)와 유사한 모양의 모

형을 제조하여 체외(in-vitro)실험을 시행하였다. 사용된 유리관의 내

부 직경은 10 mm 이며 동맥류 부분은 내부 직경이 각각 5 mm, 8 mm 

인 2/3 구 모양인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를 Figure 2-8과 같이 물 공

급용 수조와 박동형 펌프(pulsatile pump)에 연결하여 분당 80회의 박

동수로 증류수를 공급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PAA 코일은 [Ta-PAA + 

PAA 30:1] 1가닥, [Ta-PAA + PAA 50:1] 1가닥, 그리고 [Ta-PAA + PAA 70:1] 

2가닥 이렇게 총 4가닥의 이중층을 하나의 다발로 묶은 것과 

[TIBOM-PAA + PAA] 코일도 마찬가지의 조합으로 4개의 이중층 가닥

을 다발로 묶은 것이다. 이를 내경이 0.6 – 1.0 mm 가량인 미세 도관

(micro-catheter, Boston Scientific Corp.)속에 넣고 미세 철사(micro-guide 

wire)로 밀어주어 목표한 동맥류에 도달하도록 실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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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Mechanism for synthesis of TIBOM. Steglich esterification takes 

         place between TIBA and HEMA. DCC and DMAP are used as a 

         coupling agent and a catalys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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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Chemical structure of crosslinked PAA and TIBOM-P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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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Fabrication of [Ta-PAA + PAA] or [TIBOM-PAA + PAA] bilayer 

         strip with photo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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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Glass aneurysm model with pulsatile pump and water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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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결과 및 고찰 

 

2.2.1 Ta-PAA 및 TIBOM-PAA의 특성 

 

2.2.1.1 Ta-PAA 및 TIBOM-PAA의 구조 및 성분 분석 

 

PAA 코일을 제조함에 있어 방사선 비투과성인 물질인 Ta 입자와 

TIBOM 단량체를 PAA에 첨가 혹은 공중합을 시켰다. 그 이전에 

TIBOM 단량체를 합성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carboxylic acid의 일종인 

TIBA와 hydroxyl group을 가진 HEMA의 Steglich esterification 반응을 

통해 TIBOM 단량체를 만들었다. TIBOM 단량체가 잘 생성이 되었는

지 확인하기 위해 NMR 분석을 하였는데, Figure 2-9에 그 결과를 

TIBOM의 화학적 구조와 함께 나타내었다. 우선 TIBOM의 벤젠고리

에 달린 H peak는 각각 8.3, 7.7 ppm에서 나타났고 a, a’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TIBOM의 양쪽 ester group 사이에 있는 methylene group (-CH2-)

의 H peak는 4.5 ppm에서 2개의 peak로 나타났고 b, b’로 표시하였다. 

말단의 이중결합에 연결된 methyl group (-CH3)의 H peak는 1.9 ppm에

서 나타났고 c로 표시했으며, 이중결합에 바로 연결된 vinyl group 

(=CH2)의 H는 6.0, 5.7 ppm에서 두 개의 peak로 나타났고 d로 표시하

였다. 이는 TIBOM 합성 시 참고했던 자료에서와 같은 결과로 본 

실험에서 TIBOM이 성공적으로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81]. 

Ta-PAA와 TIBOM-PAA에서 방사선 비투과성 물질인 Ta 및 TIBOM

이 고분자 내에 잘 존재하는지, 함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a-PAA, TIBOM-PAA와 더불어 순수 PAA 하이드로젤의 시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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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A 분석을 하였고 Figure 2-10에 나타내었다. 우선 Ta-PAA의 열분

해 거동을 보면 순수 PAA의 열분해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 600 ℃에

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질량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온

에서도 분해되지 않는 Ta 입자가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PAA 그래프

에서 600 ℃에 남아있는 질량이 3.0%, 타고 없어진 부분이 97.0 % 이

므로 Ta-PAA에서도 최초 PAA 질량의 3.0% 가량이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은 Ta라고 생각할 수 있다. Ta-PAA를 제조할 때 첨가해준 

Ta:PAA의 질량비는 대략 76:24이므로 최초 PAA 질량의 3.0%이면 전

체 질량의 0.72 % 가량이다. 즉 Figure 6의 결과에서 Ta-PAA의 600 ℃

에서의 잔량이 76.8% 이므로 이 중 0.72%는 PAA에 의해 생긴 char

라고 추정되고 나머지 76.1% 가량이 Ta라고 생각된다. 즉 우리가 제

조한 Ta-PAA의 실제 Ta 함량은 대략 76.1%로 실험할 때 계획했던 

양 그대로가 실제로도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IBOM-PAA의 

경우 Ta 입자처럼 분해되지 않고 남는 부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위

와 같이 추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TIBOM

을 중합하여 얻은 pTIBOM의 열분해가 280 – 380 ℃ 사이에서 모두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82]. 순수 PAA도 200 – 350 ℃ 구간에서 CO2

가 빠져나가는 decarboxylation이 일어나고 350 ℃ 이상의 온도에서는 

사슬의 분해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83, 84]. 하지만 280 – 380 ℃ 

구간에서 TIBOM-PAA가 PAA보다 더 먼저 급격히 열분해가 일어나 

두 plot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히 310 – 360 ℃ 구간에서 

간격이 점점 벌어지다가 360 ℃부터는 PAA의 열분해도 급격히 일어

나 두 plot의 간격이 다시 좁혀짐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한 

TIBOM의 함량을 알 수는 없지만 TIBOM에 의해 TIBOM-PAA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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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거동이 PAA의 그것과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TIBOM-PAA의 TIBOM 포함 여부를 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TIBOM-PAA와 순수 PAA의 시료로 FTIR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2-11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두 spectrum이 같은 파수에서 

peak가 나타났는데, PAA에는 없고 TIBOM-PAA에만 보이는 peak가 

1543, 1520, 그리고 1002 cm-1에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TIBOM의 

aromatic ring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며 이로 인해 TIBOM이 PAA와 잘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1]. 

추가로 TIBOM-PAA에서 TIBOM의 함량을 알아보고자 XRF 분석

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TIBOM 단량체의 함량이 아닌 TIBOM에 포

함된 iodine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결과 값은 바로 수치로 얻

어졌는데, TIBOM-PAA에 포함된 iodine의 함량은 52 wt%로 실험할 때 

정량했던 54 wt%보다 조금 작은 수치이지만 거의 근접한 값이며 실

험 과정 중 미 반응물의 세척에 의해 약간의 손실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2.2.1.2 팽윤 특성 

 

PAA를 이중층으로 제조하여 코일형태로 변형을 일으키고 코일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각 층의 팽윤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본 실험에서는 팽윤도를 조절하기 위해 단량체인 AA와 가교

제인 PEGDM의 몰 비를 조절함으로써 생성되는 PAA 하이드로젤의 

가교도를 조절하여 서로 다른 팽윤도를 갖도록 하였다. 이중층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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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층인 PAA 30:1, 50:1, 70:1과 두 번째 층인 Ta-PAA 1:1, TIBOM-

PAA 1:1, 그리고 방사선 비투과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PAA 1:1의 

팽윤도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여 Figure 2-12에 나타내었다. 가교도가 

증가하면 팽윤도가 감소한다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같이 가

교도가 가장 작은 PAA 70:1의 평행 상태에서의 팽윤도가 3.13 가량

으로 가장 컸으며 PAA 50:1은 2.38로 그 다음으로 컸으며 PAA 30:1은 

1.66으로 더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PAA 1:1, Ta-PAA 1:1, TIBOM-PAA 

1:1은 1.37 - 1.40사이의 값으로 셋 다 비슷한 값을 보였는데 방사선 

비투과성 물질의 투입이 팽윤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이들의 팽윤도 값으로 보아 이후 제조할 [Ta-PAA + PAA] 

및 [TIBOM-PAA + PAA] 이중층의 코일 변형 시 다양한 크기의 직경

을 갖는 코일이 얻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모든 종류의 PAA 하이드로

젤이 5분 가량이 되었을 때에 평형에 도달하며 3분 가량에 평행 상

태 팽윤도의 90%가량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중층의 코일 변형

이 3분 이내에 대부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2.2 Ta-PAA 및 TIBOM-PAA와 PAA 이중층의 특성 

 

2.2.2.1 이중층의 표면 및 단면 관찰 

 

Ta-PAA 및 TIBOM-PAA의 표면 형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순

수 PAA와 비교하여 관찰하였고 Figure 2-13에 나타내었다. 우선 

TIBOM-PAA의 경우 TIBOM과 PAA가 화학적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첨가제의 모습이 아닌 PAA와 마찬가지로 매끈한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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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으며 Ta-PAA는 Ta 입자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Ta-PAA + PAA] 및 [TIBOM-PAA + PAA] 이중층의 단면은 Figure 2-

14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TIBOM-PAA + PAA] 이중층은 층 사이에 

뚜렷한 경계면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중층 제조 시 첫 번째 층을 

제작한 이후 바로 두 번째 층을 겹쳐 가교반응을 시켰는데 이 때 

두 번째 층이 되는 용액이 일부 첫 번째 층으로 스며들면서 동시에 

가교반응으로 이어주는 것이라 생각되고 그러면서 경계면 없이 자

연스럽게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Ta-PAA + PAA]의 경우 경계면을 

기준으로 한 쪽 면에 Ta 입자들이 몰려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Ta-

PAA 층은 대략 11 um로 전체 두께인 72 um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2.2 이중층 가닥 및 다발의 방사선 비투과성 

 

고분자 코일을 실제 시술에 적용할 때에 방사선 비투과성을 가져

야만 X-ray를 통한 실시간 관찰이 가능하다. 때문에 본 실험에서 제

조한 [Ta-PAA + PAA] 및 [TIBOM-PAA + PAA]의 방사선 비투과도를 

CT 촬영을 통해 시술에 적합한 정도인지 HU 값으로 확인을 해보았

다. 우선 길이 60 mm, 폭 0.1 mm, 두께 0.07 mm 인 이중층 가닥 1개

와 가닥 4개를 묶은 다발을 놓고 측정하였으며 Figure 2-15에서 X-

ray로 촬영한 사진을 볼 수 있다. Figure 2-15의 왼쪽부터 순서대로 

[Ta-PAA + PAA] 다발, [TIBOM-PAA + PAA] 다발, [TIBOM-PAA + PAA] 1

가닥, [Ta-PAA + PAA] 1가닥이며 다발로 묶은 이중층이 1가닥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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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보다 상대적으로 더 진하게 표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들의 HU 값은 Ta가 들어간 이중층 1가닥이 990, 다발이 2150이며 

TIBOM이 들어간 이중층 1가닥이 940, 다발이 2020이었다. 이 값들

은 앞서 포유류 뼈의 평균 값인 700 – 3000 사이의 값이며 X-ray를 

통한 관찰이 충분히 용이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2.2.3 이중층 가닥의 굽힘 변형 

 

앞선 2.2.1.2절에서 PEGDM으로 가교된 PAA 및 Ta-PAA, TIBOM-

PAA의 팽윤도를 살펴보았다. 팽윤도가 서로 다른 두 층으로 이중층

을 제조하면 Figure 2-16, Figure 2-17과 같이 팽윤 시 굽힘 변형이 일

어나게 되고 팽윤도의 차이가 클수록 더욱 크게 변형이 일어나 결

국 더 작은 직경을 갖는 코일의 형태를 갖게 된다. 우선 Figure 2-18

에서는 [Ta-PAA + PAA] 이중층 코일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 팽윤이 

일어나기 전에는 폭 0.1 mm의 얇은 가닥임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물 속에서 팽윤이 일어나게 되면 동그랗게 굽어지게 되는데 Ta-PAA 

1:1과 팽윤도 차이가 가장 작은 PAA 30:1로 제조한 코일은 직경 2.0 

mm로 세 가지 코일 중 가장 큰 직경을 보였다. PAA 50:1로 제조한 

코일은 그것보다 작은 1.0 mm의 직경을 보였고, PAA 70:1로 제조한 

코일은 가장 작은 0.6 mm의 직경을 보였다. [TIBOM-PAA + PAA] 이중

층으로 제조한 코일의 사진은 Figure 2-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

PAA + PAA] 이중층과 마찬가지로 건조상태에서는 폭 0.1 mm의 얇은 

가닥이고, 물 속에서 팽윤이 일어나면 동그랗게 굽어져 역시나 

TIBOM-PAA 1:1과 팽윤도 차이가 클수록 작은 직경을 보였다. P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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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로 제조한 이중층은 2.3 mm의 직경을, PAA 50:1로 제조한 이중층

은 1.3 mm의 직경을, 그리고 PAA 70:1로 제조한 이중층은 0.5 mm의 

가장 작은 직경을 갖는 코일로 변형을 일으켰다. 이로써 본 실험에

서 제조한 [Ta-PAA + PAA] 및 [TIBOM-PAA + PAA] 이중층은 물 속에

서 팽윤함으로써 굽힘변형을 일으켜 코일과 같은 형태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주 사슬이 되는 고분자의 가교도를 조절함으로

써 팽윤도를, 나아가 이중층 코일의 직경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2.2.2.4 모형 실험 

 

본 실험에서 제조한 고분자 코일의 폐색 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유리관으로 제조한 동맥류(aneurysm) 모형에 박동형 펌프를 이용하

여 증류수를 분당 80회 박동으로 흘려주며 폐색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이중층 코일은 Ta가 포함된 코일의 경우 [Ta-PAA + 

PAA 30:1] 1가닥, [Ta-PAA + PAA 50:1] 1가닥, 그리고 [Ta-PAA + PAA 70:1] 

2가닥을 하나의 다발로 묶어 사용하였고, TIBOM이 포함된 코일도 

마찬가지의 조합으로 총 4가닥의 이중층을 하나의 다발로 묶어 사

용하였다. 유리 모델의 동맥류 직경은 각각 5 mm, 8 mm 인 것을 사

용하였고 미세도관(micro-catheter) 내부에 고분자 다발을 넣고 미세 

철사로 밀어주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도록 실험을 진행하였다. 고

분자 다발을 목표 지점까지 운반하는 데에는 대략 2분 가량이 걸렸

으며 미세 도관 내부에서 이미 물과 접촉한 탓에 미세 도관 밖으로 

밀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형태 변형을 일으키며 4개의 가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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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엉켜 동맥류 내부에 자리잡게 되었고, 추가 다발을 삽입하여 

더 이상 다발이 동맥류 내로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삽입을 진행하

였다. 

고분자 코일이 동맥류를 폐색하는 정도를 폐색 치밀도(packing 

density)로 나타내었는데, 폐색 치밀도는 폐색에 사용된 색전 물질의 

부피를 동맥류 부피로 나눈 값이다. 동맥류의 부피는 아래와 같이 

구하였다[85]. 

4𝜋𝜋
3
�
ℎ𝑒𝑒𝑒𝑒𝑒𝑒ℎ𝑡𝑡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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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𝑤𝑤𝑒𝑒𝑤𝑤𝑡𝑡ℎ

2
�  ×  

2
3

 

상수 2/3를 곱한 것은 실험에 사용된 동맥류 모델이 2/3 구형이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직경 5 mm 동맥류의 부피는 44 mm3이고 직경 

8 mm 동맥류의 부피는 179 mm3이며 물을 흡수하여 팽윤된 상태의 

이중층 다발 1개의 부피는 5.88 mm3이다. 계산상으로 직경 5 mm 동

맥류에는 7개의 다발을, 직경 8 mm 동맥류에는 30개의 다발을 삽입

할 수 있으나 삽입 후 코일간의 빈 공간을 고려하면 실제 삽입 가

능한 다발의 개수는 더 적을 것이라 예상된다. 실제 실험에서는 [Ta-

PAA + PAA]와 [TIBOM-PAA + PAA]를 사용했을 때 모두 직경 5 mm 

동맥류에는 5개의 다발을, 직경 8 mm 동맥류에는 24개의 다발을 삽

입하였고 이들 다발의 부피는 각각 29.4 mm3와 141.12 mm3이다. 동맥

류에서의 폐색치밀도는 각각 67%와 79%로 Pt 코일인 GDC를 사용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폐색치밀도인 32%보다 훨씬 향상된 

값이다[85]. 고분자 코일로 폐색된 동맥류 모형의 사진은 Figure 2-20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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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NMR spectrum of synthesized TI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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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0. TGA curves of PAA, Ta-PAA, and TIBOM-P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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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 FTIR spectra of PAA and TIBOM-P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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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2. Swelling ratios of PAA hydrogels. Three of PAA 1:1 hydrogels 

          showed almost same equilibrium swelling ratios after 10 min. 

          Black line is Ta-PAA 1:1, red line is TIBOM-PAA 1:1, and blue 

          line is PA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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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3. SEM images for surface of (a) PAA, (b) TIBOM-PAA, and  

(c) Ta-P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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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4. SEM images for cross-section of (a) PAA, (b) TIBOM-PAA, and 

          (c) Ta-PAA bi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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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5. X-ray images and HU values of [Ta-PAA + PAA] bilayered strip, 

          bundle, [TIBOM-PAA + PAA] strip, and bu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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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6. Images of [Ta-PAA + PAA] bilayered (a) single strip and  

(b) bundle in dried state and (c) coil shape caused by swelling in 

aqueou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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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7. Images of [TIBOM-PAA + PAA] bilayered (a) single strip and  

(b) bundle in dried state and (c) coil shape caused by swelling in 

aqueou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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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8. Bending diameters of [Ta-PAA + PAA] bilayers i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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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9. Bending diameters of [TIBOM-PAA + PAA] bilayers i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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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0. Images of occluded glass aneurysm models by Ta-PAA and 

          TIBOM-PAA coils. Packing density was calculated from volume 

          of coils and aneury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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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a-PAA 및 TIBOM-PAA 색전 코일 연구 요약 

 

혈관질환의 색전술에 쓰이는 Pt 코일을 대체하기 위한 고분자 기

반의 색전 코일을 PAA를 이용해 제조하였다. PEGDM을 이용해 화학

적 가교를 하여 물 속에서 부피팽창이 가능한 형태로 제조하였으며 

X선에서의 관찰이 용이하도록 방사선 비투과성 물질인 Ta 입자를 

첨가하거나 iodine이 함유된 TIBOM을 합성하여 AA와 공중합체를 

이루도록 하였다. 우선 HEMA와 TIBA를 이용한 TIBOM 합성은 

NMR 분석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AA와 공중

합체를 이룬다는 것도 FTIR 및 XRF를 통해 확인하였다. 

Ta 및 TIBOM이 함유된 PAA 이중층은 폭과 두께가 얇은 미세한 

가닥의 형태로 만들고 제작 공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포토리소그래

피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그 결과 폭이 0.1 mm, 두께가 0.07 mm로 

아주 미세한 고분자 이중층 가닥을 만들 수 있었다. 이중층의 표면 

및 단면을 SEM을 통해 관찰한 결과 Ta를 첨가한 PAA만이 Ta 입자

들의 분포와 단면에서 Ta가 함유된 층을 확인할 수 있었고 TIBOM

이 첨가된 PAA는 순수 PAA와 같이 매끈한 표면과 단면을 보였다. 

이중층을 이루는 각 단일층을 따로 제조하여 팽윤도를 측정하였는

데 예상대로 가교제인 PEGDM의 함량이 가장 낮은 PAA 70:1이 가장 

높은 팽윤도를 보였고 가교제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낮은 팽윤도를 

보였으며 PAA 1:1은 Ta나 TIBOM이 첨가되어도 비슷한 팽윤도 값을 

보였다. 

[Ta-PAA + PAA] 및 [TIBOM-PAA + PAA] 이중층을 제조할 때에는 

방사선 비투과성 물질이 함유된 층은 단량체인 AA와 가교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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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DM의 몰 비를 1:1로 고정시켰으며 방사선 비투과성이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층의 단량체와 가교제 몰 비는 30:1, 50:1, 70:1로 각각 

세 가지 이중층을 만들었다. 두 층의 팽윤도 차이가 클수록 굽힘 변

형이 크게 일어나 작은 직경의 코일이 형성되었는데 가장 작은 크

기의 코일이 직경 0.5 - 0.6 mm였고 가장 큰 직경의 코일이 2.0 - 2.3 

mm이었다. 코일로의 굽힘 변형을 일으키는 이중층 1가닥과 4개의 

가닥을 하나로 묶은 다발을 CT 촬영하여 방사선 비투과성 시험을 

하였는데 1가닥의 HU 값이 940 – 990, 다발의 HU 값이 2020 – 2150으

로 X선 관찰을 하기에 충분한 값을 보였다. 이중층 4개 묶음 다발

은 유리관으로 만든 동맥류 모델의 폐색실험에도 사용되었는데 미

세 도관을 통해 고분자 다발을 삽입하였으며, 직경이 5 mm와 8 mm

인 동맥류 모델에 각각 폐색 치밀도 67%와 79%가 될 때까지 삽입

이 가능하였다. 이는 GDC 코일을 사용한 색전시술 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값인 32%보다 훨씬 향상된 값으로 본 연구에서 Ta-PAA 

및 TIBOM-PAA로 제조한 고분자 색전 코일이 새로운 색전 물질로

서 효용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의 적용 가

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 등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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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a-PVA 필름의 적층을 통한 고분자 색전 코일의 제

조 및 특성 평가 

 

3.1 실험 

 

3.1.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주 고분자는 PVA (Aldrich, Mw = 146,000 – 186,000, 

≥ 99% hydrolyzed)이며 GA (Aldrich, aqueous solution, 50 wt%)를 가교제

로 사용하였다. 이 때 촉매로 acetic acid (Aldrich, ≥ 99.7%), methanol 

(Aldrich, ≥ 99.8%), 그리고 sulfuric acid (Daejung, ≥ 97%)를 각각 증류수

에 10 vol%, 50 vol%, 10 vol%로 희석한 용액을 3:2:1 부피비로 혼합하

여 사용하였다. 방사선 비투과성을 부여하기 위해 금속물질인 Ta 입

자(Hongwu Nanometer, ≥ 99%, average particle size = 200 nm)를 사용하였

다. PVA 이중층 가닥을 다발로 제조할 때에는 PVP (Aldrich, Mw = 

10,000)를 ethanol (Aldrich, ≥ 99.5%)에 30 wt%로 녹인 용액을 사용하였

다. 모든 시약 및 재료들은 추후 정제 과정 없이 사용되었다. 

 

3.1.2 Ta-PVA 필름 및 이중층 제조 

 

3.1.2.1 Ta-PVA 필름의 제조 

 

Ta-PVA 필름은 PVA 수용액에 Ta 분산수용액을 혼합하여 용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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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법(solution casting)으로 제조하였다. 우선 1.95 g의 PVA를 20 mL의 

증류수에 95 ℃ 에서 2시간동안 용해시키고, 6.40 g의 Ta 입자(방사선 

비투과성 시험을 위한 일부 시료는 3.20, 4.80 g의 Ta를 사용)를 20 

mL의 증류수에 초음파(sonication)를 이용해 분산시킨 후 두 용액을 

혼합시켰다. 혼합용액을 60 ℃에서 30분간 교반시킨 후 GA를 첨가시

켜주었다. 이 때 GA의 양은 PVA 대비 0.5, 1, 2, 3, 6 wt%만큼 첨가했

다. 추가적으로 30분간 더 교반시킨 후 상온으로 식히고 앞서 제조

해놓았던 촉매 혼합용액을 12 mL 첨가하였다. 용액이 가교반응을 진

행하면서 점차 점도가 높아지는데, 젤화(gelation)반응이 완료되기 직

전에 용액을 아크릴판에 도포함으로써 Ta 입자가 용액 내에서 가라

앉는 현상을 방지하고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하였다. 이 후 micro-

applicator를 이용하여 도포된 용액의 높이를 균일하게 맞추어주고 

24시간동안 상온에서 건조시킨 후 필름을 얻었다. 잔여 가교제와 촉

매 성분들을 씻어내기 위해 증류수에 24시간동안 담가둔 후 50 ℃ 

진공상태의 오븐에서 건조시켜 최종적으로 Ta가 함유된 PVA 필름을 

얻었다. 여기서 PVA는 GA에 의해 화학적 가교가 일어나는데 그 구

조식을 Figure 2-21에 나타내었고, 실험과정의 모식도를 Figure 2-22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필름은 첨가된 가교제의 함량을 샘플 이름 뒤에 

표기하여 ‘Ta-PVA0.5’, ‘Ta-PVA1’, ‘Ta-PVA2’, ‘Ta-PVA3’, 그리고 ‘Ta-

PVA6’이라 명명하였다. 대조군으로 사용된 PVA 필름은 Ta 첨가과정

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제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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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Ta-PVA 이중층 가닥 및 다발의 제조 

 

앞서 제조한 Ta-PVA 필름 중 가교제 농도가 서로 다른 두 필름을 

증류수로 씻어내기 이전 단계에서 접착하여 Ta-PVA 이중층을 제조

하였다. 접착용액은 필름을 제조할 때와 마찬가지로 PVA 수용액에 

GA와 촉매 혼합액을 첨가한 PVA pre-gel 용액을 사용하였다. 건조한 

Ta-PVA 필름 두 장 사이에 접착용액을 도포하면 용액이 양 쪽 필름

에 스며든 상태에서 젤화 반응이 일어나 접착이 된다. 이 때 접착용

액의 젤화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열압착기를 이용하여 60 ℃, 2000 

psi의 열과 압력을 10분동안 가해주었고, 젤화반응이 완전히 다 일어

나도록 50 ℃ 오븐에 밤새 놓아두었다. 그리고 잔여 가교제와 촉매성

분을 증류수로 24시간동안 씻어낸 후 진공상태의 50 ℃ 오븐에서 24

시간동안 건조시켜 Ta-PVA 이중층 필름을 제조하였다. 이후에 진행

하는 실험에서는 Ta-PVA 이중층 필름을 50 x 0.4 x 0.1 mm3의 얇은 가

닥으로 절단하여 사용하였고, 이중층 필름을 구성하는 각각의 Ta-

PVA 가교제 함량으로 샘플 이름을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Ta-

PVA0.5와 Ta-PVA6으로 제조한 이중층 가닥 혹은 코일을 ‘0.5+6 strip’ 

혹은 ‘0.5+6 coil’이라 명명한다. 

제조한 Ta-PVA 이중층 가닥을 마이크로 카테터에 삽입할 때 단일 

가닥으로 삽입하기도 하지만 가닥 여러 개를 묶은 다발(bundle) 형태

로 삽입하기도 한다. 다발을 만들 때에는 앞서 제조한 Ta-PVA 가닥 

4개를 겹쳐 쌓은 후 PVP를 에탄올에 30 wt%로 용해시킨 용액에 함

침시켰다가 건조시킴으로써 코팅 및 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Ta-PVA 이중층 가닥 및 다발은 Figure 2-2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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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분석 

 

3.1.3.1 Ta 함량 및 열 특성 

 

Ta-PVA 필름에서 Ta와 PVA의 함량을 알아보기 위해 열 중량 분

석(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을 시행하였다. TA instruments사의 

Q5000IR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시편은 3.1.2.1절에서 제조된 완전히 

건조된 Ta-PVA 필름을 20 mg 가량으로 조각 내어 사용하였다. 질소 

기류 하에서 25 ℃부터 600 ℃까지 10 ℃/min의 속도로 가열하여 온

도에 따른 시편의 중량 변화 값을 관찰하였다. 

또한 Ta-PVA 필름의 가교도에 따른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차 주사 열량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를 이용해 시료

의 열 거동을 관찰하였다. TA instrument사의 DSC-Q1000을 사용하였

으며 3.1.2.1절에서 제조한 Ta-PVA 필름 10 mg 가량을 취한 후 알루

미늄 팬에 넣어 분석 시편을 준비하였다. 질소 기류 하에서 25 ℃에

서 120 ℃까지 승온시킨 후 25 ℃로 냉각하여 5분 동안 등온상태를 

유지시켰다. 그러고 나서 250 ℃까지 10 ℃/min의 속도로 승온시킨 

후 250 ℃에서 5분간 등온상태를 유지한 후 25 ℃로 냉각하였고, 승

온 과정에서 얻은 thermogram을 통해 시료의 열 특성을 확인하였다. 

 

3.1.3.2 팽윤도 

 

다음으로 Ta-PVA의 팽윤도(swelling ratio)을 측정하였다. 이는 시편

의 중량 대비 시편이 흡수한 물의 중량을 나타내는 값으로,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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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분을 얼마만큼 함유하고 팽창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또한 가교 여부와 가교된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이기도 하다. 완전히 건조된 Ta-PVA 필름을 10 x 10 mm2 (두께는 50 

um)로 자른 후 37 ℃ 증류수에 담그고 30초 간격으로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무게를 측정하였다. 팽윤도는 팽창한 시료의 무게(𝑊𝑊𝑠𝑠 )를 건

조 시료의 무게(𝑊𝑊𝑑𝑑)로 나눈 값(𝑊𝑊𝑠𝑠 𝑊𝑊𝑑𝑑⁄ )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Ta-PVA 이중층 가닥의 코일 변형에 더욱 상관관계가 있는 

길이 팽창률을 측정하였다. 완전히 건조된 Ta-PVA 필름을 50 x 0.4 

mm2 (두께는 50 um)로 자른 후 37 ℃ 증류수에 담그고 평형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린 후 길이를 측정하였다. 길이 팽창률도 팽창한 시료의 

길이(𝑙𝑙𝑠𝑠)를 건조 시료의 길이(𝑙𝑙𝑑𝑑 = 50 𝑚𝑚𝑚𝑚)로 나눈 값(𝑙𝑙𝑠𝑠 𝑙𝑙𝑑𝑑⁄ )으로 표기

하였다. 팽윤도와 길이 팽창률 모두 시편 5개의 측정값을 평균으로 

나타내었다. 

 

3.1.3.3 영 탄성률 

 

Ta-PVA 필름의 기계적 물성은 이중층 가닥 제조 후 마이크로 카

테터에 삽입할 때의 안정성, 그리고 병변에 삽입한 후 혈류에 휩쓸

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성

질이다. 본 실험에서는 영 탄성률(Young’s modulus)을 측정하여 시료

의 기계적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완전히 건조된 Ta-PVA 필름과 평형

상태까지 수분을 함유한 Ta-PVA 필름 모두 100 x 10 mm2 (두께는 50 

um)로 제조하여 Lloyd사의 LR10K 만능시험기(universal test machine, 

UTM)를 이용하여 인장 시험(tensile test)을 시행하였다. 인장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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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시편은 10 mm/min, 수분을 함유한 시편은 50 mm/min으로 하였

다. 영 탄성률의 결과 값은 각 5개의 시편을 측정하여 평균 낸 값이

다. 

 

3.1.3.4 이중층 단면 관찰 

 

앞서 3.1.2.1절에서 제조한 Ta-PVA 필름에서 Ta 입자가 얼마나 고

르게 분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3.1.2.2절에서 제조한 Ta-PVA 이중

층 가닥의 단면을 관찰하기 위해 전계 방사형 주사 전자 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JEOL, JSM-6701F)을 

이용하였다. Ta-PVA 이중층 가닥을 액체 질소에 담가 급속 냉각 시

킨 후 파단하여 단면을 관찰하였다. 

 

3.1.3.5 방사선 비투과성 

 

색전 물질이 가져야 할 중요한 성질 중 하나가 방사선 비투과성

(radiopacity)이다. 시술의 경과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기 위해 X-ray를 

이용한 혈관조영술(angiography)을 시행하는데, 이 때 방사선 비투과

성을 갖는 물질만이 X-ray를 통해 관찰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3.1.2.2절에서 제조한 Ta-PVA 이중층 가닥 및 번들의 방사선 비투과

성을 측정하였는데, 이후 체내 시술에 적합한 방사선 비투과도를 얻

기 위해 Ta 함량을 10, 15, 20 vol%로 제조하여 측정하였다. 컴퓨터 단

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을 시행하였으며 사용한 장비는 GE 

healthcare사의 Discovery CT750 HD 이다. 측정 값은 Hounsfield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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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으로 나타내었는데, HU란 X-ray가 피사체를 통과할 때의 감쇄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 값이 클수록 X-ray에서 관측이 잘 된다. 

HU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HU = 1000 × 
𝜇𝜇𝑥𝑥 −  𝜇𝜇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
𝜇𝜇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

 

𝜇𝜇𝑥𝑥는 피사체의 X-ray 선형 감쇄율이고 𝜇𝜇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는 물의 X-ray 선형 감

쇄율이다. 물의 HU 값은 0이고 공기는 -1000, 포유류의 뼈는 보통 

+700에서 +3000사이의 값을 갖는다. 

 

3.1.3.6 생체적합성 

 

3.1.3.6.1 세포 독성 시험 

 

제조된 Ta-PVA 이중층 가닥을 체내에 삽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

는 세포 괴사, 세포 성장 저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ISO 9363-1에 

따라 세포독성시험(cytotoxicity test)을 시행하였다. 시편은 3.1.2.2절에

서 제조한 Ta-PVA 이중층 가닥을 50 x 0.4 mm2 (두께는 100 um)의 크

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였고, 표면적(용출 면적)이 120 cm2가 될 만큼

의 양을 20 mL의 증류수(37 ℃)에 24시간동안 담가두어 추출액을 만

들었다. 세포현탁액으로는 minimum essential medium (MEM)에 mouse 

fibroblast cell (ATCC CCL 1, Clone 929, of Strain L)을 단층배양한 후 트

립신 처리하여 106개/mL가 되도록 하였다. 세포현탁액을 24 well plate

의 15개 well에 0.2 mL씩 첨가하고 5개의 well에는 추출액처리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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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추출액+MEM, 1:2)을 1 mL씩, 10개의 well에는 대조배양액(증류수

+MEM, 1:2)을 1 mL씩 주입하였다. CO2 5%, 37 ℃의 인큐베이터

(incubator)에서 1시간 배양 후 대조군 well 5개는 배양액을 제거한 다

음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으로 세척 후 4 ℃에 보관하여 반응

개시시의 대조군(=대조군1)으로 하고, 나머지 대조군 well 5개(=대조

군2)와 추출액처리 well 5개(=처리군)를 CO2 5%, 37 ℃ 인큐베이터에서 

72시간 배양하였다. 그러고 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배양된 세포의 

단층을 PBS로 세척한 후 총 단백질 함량을 Lowry법[86, 87]에 따라 

처리 후 6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고, 아래와 같은 식

에 대입하여 세포증식저해율을 구하였다. 

 

세포증식저해율 =  �1 −
처리군 흡광도−  대조군1 흡광도

대조군2 흡광도−대조군1 흡광도
�  × 100 (%) 

 

3.1.3.6.2 용혈성 시험 

 

색전물질은 기형 혈관을 채우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혈액

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적혈구를 파괴하여 과량의 혈전 형성으

로 인한 합병증이 유발되기도 한다. 그래서 색전물질의 적혈구를 파

괴하는 성질 즉 용혈성(hemolysis)에 대한 시험을 통해 혈액적합성을 

파악해야 한다. ISO 10993-4에 따라 Cyanmethemoglobin 방법을 이용

해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편은 세포독성시험과 마찬가지로 Ta-PVA 

이중층 가닥을 표면적(용출 면적)이 120 cm2가 되도록 준비하고 37 ℃

의 20 mL PBS (without Ca, Mg)에 72시간동안 담가두어 용출액을 얻었



74 

다. 용혈성 시험에 필요한 혈액 시료를 만들기 위해 토끼로부터 추

출한 혈액에 PBS를 첨가하여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10 mg/mL 이하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혈액 0.3 mL를 4.5 mL의 Drabkin’s 시약에 첨가하

여 15동안 정치시킨 후 54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그

리고 Ta-PVA 시편을 담가 얻은 용출액 7 mL와 희석된 혈액 1 mL를 

섞어 37 ℃에서 3시간동안 방치한 후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 1 

mL와 Drabkin’s 시약 1 mL를 섞어 15분간 정치시켜 시험액을 제조한 

후 54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Drabkin’s 시약을 

blank로 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얻었다. 각 측정치를 아래에 따라 

계산하여 용혈도(hemolytic index)를 구하였다. 이를 ‘시험액용혈도’라

고 칭하였다. 

 

Hemolytic Index =  
시험액의 흡광도− 𝑏𝑏𝑙𝑙𝑎𝑎𝑚𝑚𝑏𝑏의 흡광도

희석된 혈액의 흡광도− 𝑏𝑏𝑙𝑙𝑎𝑎𝑚𝑚𝑏𝑏의 흡광도
 × 100 (%) 

 

위의 방법에서 시험액 대신 혈장 시료와 Drabkin’s 시약을 1:1 비율

로 혼합한 혈장 용액을 제조하여 위의 식에 대입하여 용혈도를 구

하고 이를 ‘음성대조용혈도’라고 칭하였다. 그리하여 최종 용혈도는 

시험액용혈도에서 음성대조용혈도를 뺀 값으로 구하였다. 

 

3.1.3.7 굽힘 변형 

 

Ta-PVA 이중층 가닥은 물 속에서 팽윤이 일어나면서 굽힘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마치 코일과 같이 여러 겹의 원형으로 말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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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Ta-PVA 이중층 코일의 내부 지름을 측정하기 위해 코일을 

하나의 원을 형성하도록 잘라 이미지를 관찰하였다. 관측 시 0.5 mm 

간격의 모눈종이 위에 코일을 올려놓고 digital microscope (AM413ZT 

Dino-Lite Pro Polarizer, AnMo Electronics Corp.)을 이용해 55배율로 관찰

하였다. 모든 시편은 팽윤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증류수에 담가놓

은 상태로 관찰하였다. 

 

3.1.3.8 모형 실험 

 

3.1.3.8.1 체외 실험 

 

Ta-PVA 이중층 가닥의 효율적인 도관 삽입법을 알아보고 충전 후 

폐색치밀도(packing density) 값을 측정하기 위해 유리관으로 제작한 

동맥류 모델을 이용하여 체외(in-vitro) 실험을 시행하였다. 시험에 사

용된 유리관의 내경은 10 mm이며 동맥류 부분은 내경이 각각 5, 8, 

10 mm인 2/3 구형이다. 앞서 언급했던 Figure 2-8과 같이 이를 물 공

급용 수조와 박동형 펌프(pulsatile pump)에 연결하여 분당 80회의 박

동수로 증류수를 유리관 내에 공급하였다. 코일 시편은 Ta-PVA 이중

층 가닥 혹은 이중층 가닥 4개를 묶은 번들을 사용했으며 내경이 

0.6 – 1.0 mm인 미세 도관(micro-catheter, Boston Scientific Corp.)을 통해 

코일 시편을 삽입하였다. 이 때 코일 시편은 코일의 지름이 1, 2, 3, 

그리고 6 mm인 것들을 사용하였으며 세 가지 방법으로 코일을 삽입

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지름 1 mm 가량의 가장 작은 코일만 삽입

하여 병변을 채우고 이를 실험군A라고 칭한다. 두 번째 방법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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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2 mm 가량의 코일만 삽입하여 병변을 채우고 이를 실험군B라고 

칭한다. 세 번째 방법은 지름 3 mm 혹은 6 mm 코일을 사용하여 병

변의 벽면 부근부터 채운 후 지름 1 mm 코일을 삽입하여 비어있는 

병변의 중심부를 채우는 방식이며 이를 실험군C라고 칭한다. 유리 

동맥류의 내경과 실험 방법을 합쳐 실험군의 이름을 정하였다. 예를 

들어 내경 5 mm 동맥류에 A 방법으로 실험한 실험군의 이름을 5-A

라고 칭하였다. 폐색치밀도는 삽입한 코일의 총 부피를 동맥류의 부

피로 나눈 값의 백분율로 얻는다. 코일의 부피는 물에 의해 평형상

태까지 팽윤된 코일의 길이, 폭, 두께를 곱하여 얻고 동맥류의 부피

는 아래의 식에 의해 얻었다[85]. 

4𝜋𝜋
3
�
ℎ𝑒𝑒𝑒𝑒𝑒𝑒ℎ𝑡𝑡

2
 × 

𝑙𝑙𝑒𝑒𝑚𝑚𝑒𝑒𝑡𝑡ℎ
2

 ×  
𝑤𝑤𝑒𝑒𝑤𝑤𝑡𝑡ℎ

2
�  ×  

2
3

 

상수 2/3를 곱한 것은 실험에 사용된 동맥류 모델이 2/3 구형이기 

때문이다. 

 

3.1.3.8.2 체내 실험 

 

Ta-PVA 이중층 코일의 체내(in vivo)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와의 협업을 통해 잡견(mongrel dog)

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의 모든 과정은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연구소의 동물 실험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되었다. Figure 2-

24와 같이 잡견의 경동맥에 임의로 동맥류를 만들고 14일 경과 후 

시술을 진행하였다. 우선 Figure 2-24 (a) 동맥류는 길이 3.5 mm와 6 

mm인 구 모양의 동맥류 2개가 붙어있는 형태였는데, 체외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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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가장 효율적인 폐색 방법 중 하나로 생각되는 실험군C와 유사

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총 다섯 번에 걸쳐 Ta-PVA 이중층 번들을 

삽입하였는데, 첫 번째로 동맥류의 벽면을 채울 수 있도록 지름 6 

mm로 굽어지는 Ta-PVA 이중층 가닥 2개를 묶은 번들, 두 번째로는 

6 mm로 굽어지는 Ta-PVA 이중층 가닥 3개를 묶은 번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6 mm로 굽어지는 Ta-PVA 이중층 가닥 2개를 묶은 번들을 

삽입하였다. 그러고 나서 보다 작은 크기인 3 mm로 굽어지는 Ta-

PVA 이중층 가닥 2개를 묶은 번들을 삽입하였고, 마지막으로 더 작

은 2 mm로 굽어지는 Ta-PVA 이중층 가닥 2개를 묶은 번들을 삽입하

였다. 번들을 삽입할 때 마다 액체 조영제를 투입하여 폐색이 잘 이

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 Figure 2-24 (b) 동맥류는 길쭉한 구 모양의 동

맥류가 세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며 폭이 7 mm, 길이가 각각 7 

mm, 9 mm 이다. 폐색 실험은 앞서 진행했던 실험과 마찬가지로 체

외 실험 시 가장 높은 폐색치밀도를 보였던 실험군 C와 유사한 방

법으로 진행하였다. 직경이 가장 큰 6 mm로 굽어지는 Ta-PVA 이중

층 가닥 4개를 묶은 다발 1개를 삽입 후 3 mm 가닥 4개를 묶은 다

발 1개, 1 mm 가닥 4개를 묶은 다발 2개를 삽입하여 길이 9 mm인 깊

숙한 곳의 동맥류를 먼저 막은 후 추가로 6 mm 가닥 4개를 묶은 다

발 1개, 3 mm 가닥 4개를 묶은 다발 1개, 1 mm 가닥 4개를 묶은 다발 

1개와 뒤이어 1 mm 가닥 3개를 묶은 다발 1개, 1 mm 가닥 2개를 묶

은 다발 1개를 순서대로 삽입하여 폐색을 시행하였다. 폐색치밀도는 

체외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맥류의 부피 대비 코일의 부피비를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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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 Chemical structures of PVA, GA, and crosslinked P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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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2. Fabrication process of (a) Ta-PVA film, (b) Ta-PVA bilayer, and 

          (c) Ta-PVA bilayer bu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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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3. Ta-PVA bilayer film (left) and strip of 50 x 0.4 x 0.1 mm3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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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4. Images of artificially created aneurysms at renal artery of  

a mongrel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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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과 및 고찰 

 

3.2.1 Ta-PVA 필름의 특성 

 

3.2.1.1 Ta 함량 및 열 특성 

 

앞서 제조한 Ta-PVA 필름에서 Ta는 시료에 방사선 비투과성을 부

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Ta 함량에 따라서 방사선 비투과도

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Ta 입자가 최초 계획한 만큼 결과물에 

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TGA 분석을 시

행하였고 열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 첨가제의 함량을 알 수 있다. 대

조군으로 Ta가 첨가되지 않고 GA로 가교된 PVA 필름의 결과를 함

께 얻었다. Figure 2-25에서 알 수 있듯이 600 ℃에서 PVA의 잔여물은 

5.4%인데 Ta-PVA의 잔여물은 78.6% 이다. Ta-PVA 필름을 제조할 때

에 들어간 Ta와 PVA의 중량비는 Ta : PVA = 76.7 : 23.3 이다. 그러면 

Ta-PVA의 잔여량 중 PVA가 열분해 되고 남은 char의 함량은 최초 

PVA의 양인 23.3%의 5.4%인 1.3% 가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Ta-PVA의 잔여량인 78.6% 중 1.3%를 제외한 77.3% 가량이 Ta의 함

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실험 시 계획했던 양인 76.7% 보다 미세

하게 더 많지만 실험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오차범위라고 생각되

어 원하는 함량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PVA는 곁가지의 히드록시기(hydroxyl group)에 의해 사슬간 강한 

수소결합을 형성하여 일정 정도 이상의 결정화도(crystallinity)를 보

이는 결정성 고분자(semicrystalline polymer)이다. 그래서 DSC 분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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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전이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와 용융온도(melting 

temperature, Tm)가 모두 나타나는데, 이는 가교를 시킴으로써 그 정도

에 따라 값이 변하게 된다[88]. 화학적 가교제의 첨가에 따라 사슬간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수소결합이 약해져 결정영역과 결정의 크

기가 모두 감소하여 Tm과 용융 엔탈피(heat of fusion, ΔHm)가 모두 감

소하게 된다. 반면에 가교제와 사슬간에 형성되는 공유결합에 의해 

사슬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주 사슬의 강직도(rigidity)가 커지게 되고 

Tg는 상승하게 된다. Figure 2-26과 Table 2-1에서 알 수 있듯이 가교제

를 첨가하지 않은 PVA의 Tg는 76 ℃에서 나타났지만 가교제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Tg가 97 ℃까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Tm과 ΔHm의 경우 PVA가 225 ℃, 64.6 J/g이지만 가교제를 3 wt%까지 

넣었을 때 Tm이 205 ℃, ΔHm이 32.1 J/g까지 떨어졌으며, 가교제 농도

가 6 wt%일 때는 용융 peak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두 값 모두 측

정이 불가하였다.  

 

3.2.1.2 팽윤도 

 

Ta-PVA 이중층 가닥으로 코일 변형을 일으키기 위해 이중층을 이

루는 각 Ta-PVA 필름의 팽윤도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가교된 PVA

의 팽윤도는 가교제의 양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89, 90]. 본 실험에서도 Ta-PVA0.5의 팽윤도가 1.56으로 

가장 큰 값을 보였고, 가교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점차 값이 작아

졌으며 Ta-PVA6이 1.18로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이는 길이 팽창률

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는데, Ta-PVA0.5가 1.51로 가장 컸으며 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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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함량이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하다가 Ta-PVA6이 1.21로 가장 작은 

값을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팽창률의 차이로 인해 이중

층의 굽힘 변형이 발생하고, 그 차이의 정도에 따라 굽어진 코일의 

지름이 결정된다[16]. 

Ta-PVA 이중층 가닥을 마이크로 카테터를 통해 목표 병변으로 전

달할 때에 코일 변형이 일어나는 속도 또한 시술 과정에서 중요하

다. 본 실험에서 제조한 모든 Ta-PVA 필름은 120초 내에 물을 흡수

하여 평형상태에 도달하였고, 총 흡수량의 90% 가량은 초기 30초만

에 이루어졌다(Figure 2-27). 즉, Ta-PVA 이중층 가닥의 코일 변형이 

수중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30 – 120초 사이에 일어난다는 의미이며 

이는 GDC 코일의 탈착 시간(2, 3세대 GDC는 60 – 240초, 4세대 GDC

는 20 – 40초)과 유사한 수준이다[91]. Ta-PVA 필름의 팽윤도, 길이 팽

창률, 그리고 시간에 따른 팽윤도 모두 5개의 시료를 측정하여 얻은 

평균 값이며 Table 2-2에 나타내었다. 

 

3.2.1.3 영 탄성률 

 

색전 코일의 강성도(stiffness) 혹은 유연도(softness)는 미세 도관을 

통한 코일의 삽입 및 삽입 후 질환 부위에의 안착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플레티넘 섬유의 multi-helix 구조로 되어있는 GDC는 

softness를 용수철 계수(spring constant, k)로 정의한다. 이는 재료의 전

단응력(shear modulus)와 1차 직경(primary diameter)에 비례하며 단위길

이당 감긴 횟수, 2차 직경(secondary diameter)에 반비례한다[92]. 본 연

구에서 제조한 Ta-PVA 필름은 GDC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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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ness를 ‘k’ 값으로 정의할 수 없다. 대신 인장강도 시험을 통해 

구한 영 탄성률로 Ta-PVA 필름의 stiffness를 확인하였다. 우선 Ta-

PVA 필름의 영 탄성률은 Ta-PVA0.5가 8.13 GPa이고 가교도가 증가함

에 따라 영 탄성률 값도 미세한 증가 경향을 보이며 Ta-PVA6은 8.93 

GPa를 보였다. 이러한 영 탄성률 값은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상

업용 열가소성 수지들과 polycarbonate, Nylon 6와 같은 engineering 

plastic의 영 탄성률 보다 더 큰 값이므로 Ta-PVA 이중층 가닥을 미

세도관에 삽입하여 목표 병변으로 전달하기에 충분한 stiffness를 가

졌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Ta-PVA 필름이 평형 상태까지 물을 흡수하

여 팽윤되었을 때의 영 탄성률 값도 측정하였는데, Ta-PVA0.5가 1.27 

MPa이고 가교도가 증가함에 따라 영 탄성률 값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Ta-PVA6은 11.1 MPa까지 상승하였다. Ta-PVA 필름이 물을 

흡수하면 물이 가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 탄성률 값이 건조 필

름에 비해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 가교도가 클수록 물 흡수량이 작

아 영 탄성률의 감소폭이 작아져 결과적으로 더 큰 영 탄성률을 갖

게 된다. 사람의 조직이나 혈관의 탄성률 값이 10-1 – 101 MPa 인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149, 150], Ta-PVA가 이와 매우 유사한 수준의 탄

성률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병변에 삽입하였

을 때 혈관 벽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병변의 크기나 모양에 

잘 맞춰 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조 상태와 팽윤 상태의 Ta-PVA 필름

의 영 탄성률 값은 5개 샘플의 측정 값 평균을 구한 것이고, 이들은 

Table 2-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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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Ta-PVA 이중층의 특성 

 

3.2.2.1 Ta-PVA 이중층의 접착 계면 

 

앞서 3.1.2.2절에서 Ta-PVA 필름 두 장을 접착할 때에 PVA pre-gel 

수용액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 때 물에 대한 PVA 농도와 가교제

인 GA의 농도가 필름의 접착 및 계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VA 

농도를 높여 점성이 큰 pre-gel 용액을 사용하면 강한 계면 접착을 

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 접착층이 생겨 전체 이중층 필름의 두께

를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 PVA 농도가 낮은 묽은 pre-gel 용액을 사

용하면 필름 사이의 접착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고 중간에 빈 부분

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PVA의 농도는 물 중량 대

비 7%, GA의 농도는 PVA 중량 대비 1%로 하여 접착용액을 제조하

였다. 접착하기 직전에 산촉매 또한 Ta-PVA 필름을 제조할 때와 마

찬가지로 첨가해주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접착 용액이 두 필름 사이

에서 가교되어 강한 접착을 형성하게 된다. 이 때 열과 압력을 가해

줌으로써 접착 용액의 가교 반응을 촉진시키고, 접착용액에 의해 필

름이 팽창하여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평평한 필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Ta-PVA 이중층 필름의 단면을 SEM을 통해 관

찰하였는데, Figure 2-2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필름 사이에 선명

한 경계면이 보이고 별도의 접착층은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접착 용액이 두 필름 내부로 일부 흡수된 후 가교반응이 일어나 두 

필름을 접착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뚜렷한 경계면이 관찰됨

에도 이중층 필름은 물 속에서도 수개월, 수년 동안 분리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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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Figure 2-28에서 Ta-PVA 이중층의 사진을 

보면 Ta 입자가 PVA 매트릭스 전반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일부 입자들은 최초 입자 크기(200 nm)보다 크게 관찰

되어 약간의 뭉침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3.2.2.2 방사선 비투과성 

 

방사선 비투과성은 색전 물질을 실제 혈관 내 치료에 적용할 때 

X-ray 또는 CT 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성질이다. 이는 

HU 값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데, 3.1.2.2절에서 준비한 Ta-PVA 이중층 

가닥 및 번들의 Ta 함량을 10, 15, 20 vol%로 하여 HU 값을 측정하였

다. 시편을 지지대에 묶어 X-ray 및 CT 촬영한 사진을 Figure 2-29에 

나타내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10, 15, 20 vol%의 Ta 함량을 가진 시

료들이며, 단일 Ta-PVA 이중층 가닥의 HU 값은 각각 560, 803, 1020

으로 Ta 함량이 커질수록 HU 값도 크게 나왔다. 이 중에서 일반적

인 사람의 뼈 HU인 1000값과 유사하게 나온 것은 Ta 함량이 20 vol%

인 이중층 가닥뿐이었다. 방사선 비투과성이 있는 물질을 단순히 겹

쳐놓음으로써 HU 값은 커질 수 있는데, 이는 Ta-PVA 이중층 번들의 

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HU 값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1733, 1973, 2522로 단일 가닥에 비해 훨씬 큰 값을 보였으며 이들은 

모두 이후의 체내 실험에서 X-ray 관찰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단

일 이중층 가닥만으로 뼈와 유사한 HU 값을 갖는 Ta 20 vol%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HU 값은 Table 2-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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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생체 적합성 

 

3.2.2.3.1 세포 독성 시험 

 

세포 독성 시험은 시편에 잔여 독성 물질이 남아있을 때 세포의 

증식을 얼마나 저해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 방법이다. 세포 배양액

에 추출액 처리 후 남아있는 총 단백질 함량을 통해 세포 증식 정

도를 확인하는데, UV spectrophotometry, Biuret법, BCA법, Lowry법 등이 

있다. Lowry법은 반응속도가 느리고 불안정한 carbonate의 사용 때문

에 사용 직전에 Lowry solution을 제조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방법들에 비해 민감도와 정확도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어 본 실험

에서는 Lowry법을 이용하였다. 3.1.3.6.1절에서 언급한대로 대조군1, 

대조군2, 그리고 처리군의 흡광도를 660 nm에서 측정하여 Figure 2-30

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흡광도를 앞서 제시한 식에 대입하여 세포증

식저해율을 구하였다. 처리군의 흡광도가 대조군1의 흡광도보다 아

주 조금 낮게 나왔으며 세포증식저해율은 3.98%로 기준치인 29% 보

다 훨씬 낮은 값이 나와 세포 증식 저해 정도가 아주 낮은 수준으

로 보이므로 세포 독성 측면에서 동물 실험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된다. 

 

3.2.2.3.2 용혈성 시험 

 

용혈성이란 어떤 물질이 적혈구를 파괴하는 성질을 뜻하는데, 혈

액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체내 실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용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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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본 실험에서 이용한 

cyanmethemoglobin법은 혈액 중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혈액의 용혈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방

법이다. 혈액의 적혈구가 파괴되어 헤모글로빈이 외부로 노출되면 

Drabkin’s 시약에 포함된 potassium cyanide 계열의 물질들과 complex

를 이루어 cyanmethemoglobin을 형성한다. 이는 540 nm 영역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빛의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 헤모글

로빈이 얼마나 외부에 노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희석된 혈액에서 노출된 헤모글로빈의 흡광도는 

0.344로 측정되었고, 용출액 및 혈장 용액에서 노출된 헤모글로빈의 

흡광도는 각각 0.003, 0.0009 가량으로 아주 작은 값을 보였다. 이들 

흡광도를 앞서 3.1.3.6.2절에서 언급한 식에 대입하여 얻은 시험액용

혈도와 음성대조용혈도 또한 값에 차이가 없어 최종적으로 본 실험

에서 사용된 Ta-PVA 이중층 가닥의 용혈도는 0%로 용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2.2.4 Ta-PVA 이중층 가닥의 굽힘 변형 

 

앞서 3.1.2.1절에서 Ta-PVA 필름을 제조할 때 가교제 농도를 0.5, 1, 

2, 3, 6 wt%로 하여 총 다섯 개의 필름을 만들었다. 다섯 개 필름을 

사용하여 총 10개(0.5+1, 0.5+2, 0.5+3, 0.5+6, 1+2, 1+3, 1+6, 2+3, 2+6, 3+6)

의 조합으로 Ta-PVA 이중층 가닥 및 번들을 제조하였다. 이들 이중

층은 수분을 흡수하면 각 층의 팽창률 차이에 의해 굽힘 변형이 일

어나는데 팽창률 차이가 클수록 큰 변형이 일어나 직경이 작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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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형성한다. Figure 2-32에서 보이듯이 팽창률 차이가 가장 작은 

2+3 coil이 6.25 mm로 가장 큰 직경을 보였으며, 팽창률 차이가 큰 

0.5+6 coil, 0.5+3 coil 등은 0.86 mm, 0.90 mm로 1 mm 이하의 아주 작은 

직경을 보였다. 그리고 0.5+1 coil, 1+6 coil, 2+6 coil은 1 - 2 mm 사이의 

직경을 가졌으며 1+2 coil, 1+3 coil, 3+6 coil은 2 - 3 mm 가량의 중간 정

도의 크기로 만들어졌다. 이로써 Ta-PVA 필름의 가교도를 조절함으

로써 서로 다른 팽창률을 갖도록 할 수 있고 다양한 크기의 코일을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2.5 모형 실험 

 

3.2.2.5.1 체외 실험 

 

본 실험에서 제조한 Ta-PVA 이중층 코일을 실제 혈관에 적용하기 

이전에 효율적인 도관 삽입 방법 및 순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유

리관을 이용한 체외 색전 실험을 진행하였다. 앞서 3.1.3.8.1절에서 

언급했듯이 4가지 크기를 갖는 이중층 코일을 선택하였으며 이들은 

3.2.4절에서 확인한 코일 중 0.5+2 (0.93 mm diameter), 1+3 (2.03 mm 

diameter), 3+6 (2.93 mm diameter), 2+3 (6.25 mm diameter) 코일이다. 준비

된 3종류의 유리동맥류에 실험군A, 실험군B, 실험군C의 방법으로 

코일을 삽입한 모습을 Figure 2-33, 2-34, 2-35에 나타내었다. 실험군A

와 실험군B에서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작은 코일들을 차곡차곡 

삽입하여 공간을 메우고 있고, 실험군C에서는 지름이 큰 코일이 동

맥류 내벽을 두르면서 가운데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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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들을 삽입하여 채우고 있다. 더 이상 코일이 들어가지 않을 때

까지 삽입한 후 앞서 언급한대로 코일의 총 부피를 동맥류의 부피

로 나눈 백분위 값으로 폐색치밀도(packing density)를 구하였는데, 실

험군A와 실험군C는 3가지 동맥류의 크기 모두에서 유사한 값이 나

왔으며 실험군B에서는 나머지 두 실험군보다 모두 낮은 값이 나왔

다. 각 실험군에서 사용한 Ta-PVA 코일의 개수와 코일의 부피, 동맥

류의 부피, 그리고 폐색치밀도 값은 Table 2-4에 나타내었다. 

우선 실험군A와 실험군B를 비교해보면 두 방법 모두 작은 코일을 

차곡차곡 쌓아서 공간을 채우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공간을 채

우면 코일의 내부 공간은 그대로 빈 공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코

일의 내부 빈 공간이 작은, 즉 지름이 작은 코일을 삽입했을 때 그

러한 빈 공간이 작아지게 되고 더욱 빽빽하게 공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실험군B와 실험군C를 비교하면 동맥류를 채우는 방법부터 사

용된 코일의 크기까지 많은 차이점이 있다. 실험군C는 기본적으로 

실험군A와 마찬가지로 지름이 작은(1 mm diameter) 코일이 대부분의 

공간을 채우게 되고, 지름이 큰(3 mm 혹은 6 mm diameter) 코일은 작

은 코일들이 완전히 닿기 힘든 동맥류 내벽에 위치하여 폐색치밀도

를 높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실험군A가 

실험군B보다 높은 폐색치밀도를 갖는 이유와 동일하게 실험군C가 

실험군B보다 높은 폐색치밀도 값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실험군A와 실험군C의 폐색치밀도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실험군C에서 동맥류 내벽을 코일로 감싸줌으로써 더욱 조밀한 폐색

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었지만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았으며 

크기가 작은 동맥류에서는 오히려 실험군A에서 더 큰 폐색치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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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나왔다. 하지만 동맥류의 크기가 커질수록 실험군C와 실험군A

의 값이 비슷해졌으며 가장 큰 10 mm 동맥류에서는 실험군C의 폐색

치밀도 값이 더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이유나 근거는 불

분명한 상태이므로 실험군A와 실험군C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효울

적인 색전방법인지에 대한 결론은 내리기 힘들며, 위의 결과만 보았

을 때 두 방법이 비슷한 폐색치밀도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된다.  

 

3.2.2.5.2 체내 실험 

 

Ta-PVA 이중층 코일의 실제 혈관에의 적용을 위해 실험용 잡견의 

경동맥에 동맥류를 임의로 만들어 체내 실험을 진행하였다. 앞서 언

급한 방법대로 6 mm 코일 번들을 먼저 삽입하였는데, Figure 2-36의 

1st에서 보이듯이 체외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맥류 내벽을 감는 

형태로 위치하였으며 아직은 빈 공간이 많이 보였다. 코일이 자리잡

은 후 조영제를 투입했을 때에도 아직은 조영제가 동맥류 내부로 

막힘 없이 잘 유입이 되고 있다. 두 번째 번들을 삽입한 모습이 

Figure 2-36 2nd이다. 첫 번째 번들을 삽입했을 때 보다 확연히 코일

들이 자리를 잡은 모습이며 조영제를 투입했을 때 동맥류 내부로의 

유입이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인다. 세 번째 번들을 삽입했을 때에

는 두 번째 번들을 삽입했을 때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Figure 

2-36 3rd). 네 번째 번들을 삽입하고 난 후에는 육안상으로 코일이 빽

빽하게 차 있는 모습이었으나, 조영제를 투입하였을 때 약간의 조영

제가 동맥류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관찰되었다(Figure 2-36 

4th). 마지막 번들을 삽입하고 조영제를 투입하니 동맥류 내부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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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해 들어가는 조영제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Figure 2-36 5th), 추가

적인 코일 삽입이 불가능하여 실험을 종료하였다. 폐색치밀도 값은 

체외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코일의 부피를 동맥류의 부피로 나눈 

값의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이 때 사용한 코일의 총 부피는 49.7 

mm3 이었으며 동맥류의 부피는 91 mm3로 폐색치밀도는 54.6%이다. 

두 번째 동맥류의 폐색 실험도 직경 6 mm 코일을 먼저 삽입하여 

동맥류 내벽에 인접한 공간을 채운 후 보다 작은 크기의 코일을 삽

입하며 시술을 진행하였다. Figure 2-37의 (a)는 동물 혈관에 생성시킨 

동맥류의 실제 사진이며 (b-d)는 X선 촬영을 한 모습이다. 우선 폐

색 실험 전에 액체 조영제를 흘려 주었을 때에는 X선 상에서 동맥

류의 모양 그대로 관찰이 되었으며 Ta-PVA 코일을 모두 삽입한 모

습은 Figure 2-37 (c)에 나타내었다. 동맥류의 안쪽 깊숙한 곳은 코일

이 빼곡히 들어가있는 반면 동맥류의 neck 부분은 다소 빈 공간이 

남겨져 있는 모습이다. 폐색 후 액체 조영제를 흘려준 Figure 2-37 (d)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일이 빼곡한 곳으로는 조영제가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동맥류의 입구부분으로는 조영제가 흐를 공간이 남아있

었다. 이는 Ta-PVA 코일을 끝까지 채워 넣었을 때 혈관으로 돌출된 

코일에 의해 정상 혈관에도 혈전이 생기면 원하지 않는 조직의 괴

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남겨둔 것이며 이는 시술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전 형성에 의해 채워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으로 보인다. 두 번째 동맥류의 부피는 273 mm3 가량이며 폐색

에 사용된 코일의 부피는 150 mm3 가량으로 폐색치밀도는 55.0%이

다. 두 번의 동맥류 실험에서 유사한 폐색치밀도 값이 나왔으며 이

는 유리 동맥류를 이용한 체외 실험에서의 평균 결과 값과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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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다. 또한 GDC 코일을 이용한 평균 색전 결과 값인 32%보다 많

이 향상된 값이다[85]. 본 실험에 사용된 동맥류의 모양이 2/3구 두 

개가 가로, 세로로 합쳐진 평범하지 않은 모양이고 동맥류 입구인 

neck이 넓어 시술이 어려운 형태임을 감안했을 때 Ta-PVA 이중층 

코일이 색전물질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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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5. TGA curves of PVA and Ta-P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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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6. DSC thermograms of PVA and Ta-PVA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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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 (oC) Tm (oC) ΔHm (J/g) 

PVA 76 225 64.6 

Ta-PVA0.5 80 215 58.1 

Ta-PVA1 87 212 49.6 

Ta-PVA2 89 209 44.8 

Ta-PVA3 92 205 32.1 

Ta-PVA6 97 - - 

 

Table 2-1. Thermal properties of PVA and Ta-PVA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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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7. Swelling ratios of Ta-PVA films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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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lling 

ratio 

Linear 
expansion 

ratio 

Young’s modulus 
E (MPa) 

Dried Swollen 

Ta-PVA0.5 1.56 ± 0.03 1.51 ± 0.01 8130 ± 420 1.27 ± 0.09 

Ta-PVA1 1.47 ± 0.03 1.45 ± 0.02 8680 ± 270 1.86 ± 0.16 

Ta-PVA2 1.33 ± 0.02 1.33 ± 0.01 8630 ± 240 3.20 ± 0.27 

Ta-PVA3 1.28 ± 0.04 1.30 ± 0.01 8890 ± 560 5.46 ± 0.51 

Ta-PVA6 1.18 ± 0.04 1.21 ± 0.01 8930 ± 110 11.1 ± 0.63 

 

Table 2-2. Swelling ratio, linear expansion ratio, and Young’s modulus of  

Ta-PVA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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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8. SEM images of cross section of (a) PVA bilayer and (b) Ta-PVA 

bi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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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9. X-ray images for Ta-PVA bilayer strip and bundle of (a) 10 vol% 

          Ta, (b) 15 vol% Ta, and (c) 20 vol% Ta. (d) CT image with HU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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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vol% Ta 15 vol% Ta 20 vol% Ta 

Strip Bundle Strip Bundle Strip Bundle 

Mean 
(HU) 

560 1730 800 1940 1020 2520 

SD 
(±HU) 

260 670 280 1060 490 690 

Area 
(cm2) 

0.01 0.01 0.01 0.01 0.01 0.01 

 

Table 2-3. HU values of Ta-PVA bilayer strips and bund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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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0. UV absorbance of experimental group (EG), control group (CG), 

          and initial control group (ICG) at 660 nm for cytotoxic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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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1. UV absorbance of distilled hemoglobin (DH), experimental group 

          (EG), and control group (CG) at 540 nm for hemolys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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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2. Bending diameters of Ta-PVA bilayer c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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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3. Glass aneurysm model of 5 mm diameter filled with one Ta-PVA 

          bilayer coil and maximum number of c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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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4. Glass aneurysm model of 8 mm diameter filled with one Ta-PVA 

          bilayer bundle and maximum number of c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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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5. Glass aneurysm model of 10 mm diameter filled with one Ta-PVA 

          bilayer bundle and maximum number of c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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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coils Volume 

of coils 
(mm3) 

Volume 
of 

aneurysm 
(mm3) 

Packing 
density 

(%) 1 mm 2 mm 3 mm 6 mm 

5-A 4 - - - 19.8 44 45.0 

5-B - 3 - - 14.0 44 31.8 

5-C 2 1 1 - 18.3 44 41.6 

8-A 24 - - - 118.6 179 66.3 

8-B - 16 - - 74.6 179 41.7 

8-C 8 8 - 8 113.0 179 63.1 

10-A 36 - - - 177.8 349 50.9 

10-B - 24 - - 111.8 349 32.0 

10-C 16 12 - 12 189.3 349 54.2 

 

Table 2-4. The number of inserted coils in aneurysm models, volume of coils 

        and aneurysms, and packing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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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6. X-ray images of renal artery aneurysm filled with Ta-PVA bilayer 

          coils seque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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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7. (a) A picture and (b-d) X-ray images of a renal artery aneurysm. 

          (b) Contrast medium flows through an empty aneurysm. (c) An 

          aneurysm filled with Ta-PVA bilayer coils and (d) contrast medium 

          flows through the filled aneury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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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a-PVA 색전 코일 연구 요약 

 

혈관질환을 치료하는 기존의 대표적인 색전 물질인 GDC 코일을 

대체하기 위한 고분자 기반의 색전 코일을 PVA를 이용해 제조하였

다. GA를 이용해 화학적 가교를 이룸으로써 물을 흡수하여 부피팽창

이 가능한 필름 형태로 제조하였으며, Ta 입자를 첨가해 X선에서도 

실시간으로 관찰이 가능한 방사선 비투과성을 부여하였다. 가교도에 

따라 수분 흡수 및 부피 팽창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가지 가교제 농도로 Ta-PVA 필름을 제조한 후 서로 다른 가교도를 

갖는 두 필름을 접착하여 이중층 형태로 제조하였고, 50 x 0.1 x 0.04 

mm3의 크기로 절단하여 실험하였다. 이는 물을 흡수하여 서로 다른 

부피팽창으로 인해 한쪽으로 굽어지는 변형을 일으키며 결국 코일

과 같이 여러 번 겹쳐서 동그랗게 말리게 된다. 이중층을 이루는 두 

필름의 가교도 차이에 따라 코일의 지름을 조절할 수 있으며 작게

는 1 mm 미만의 크기에서부터 크게는 6 mm 가량의 크기까지 제조

할 수 있었다. 이중층 가닥을 여러 개 겹쳐 PVP로 코팅하여 번들을 

제조하였고, 이는 물 속에서 코일 변형을 할 때에 서로 엉키고 뭉쳐 

3차원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폐색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제조된 Ta-PVA 필름 및 이중층 코일은 X선에서 용이한 관찰이 가

능할 정도의 충분한 방사선 비투과성을 가짐이 확인되었고, 세포독

성과 용혈성 시험을 통해 동물실험을 위한 생체 적합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유리 동맥류 모형을 이용한 시술 실험에서는 다

양한 크기의 동맥류에서 코일의 크기와 삽입하는 순서 등을 달리 

하여 효과적인 코일 삽입 방법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평균 4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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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치밀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GDC 코일의 실제 시술 시 평균 

폐색치밀도인 30%대 초반보다 10% 이상 향상된 값으로 차후 시행

할 동물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실제 

동물 혈관의 동맥류를 치료하는 동물실험에서의 폐색치밀도는 54.6%

와 55.0%로 유리모델을 이용한 체외 실험에서의 값보다 더 높은 결

과가 얻어졌다. 특히 동물 혈관의 동맥류가 입구 부분인 neck이 넓

고 동맥류 두 개가 붙어있는 시술이 까다로운 형태였음에도 높은 

폐색치밀도 값을 얻었다는 것은 Ta-PVA 이중층 코일의 색전 물질로

서의 기능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코일 시

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코일의 dislocation, compaction 등으로 인한 재

개통(recanalization) 혹은 합병증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추후 더 많은 생체 실험 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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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팽윤 및 온도 변화에 의해 형태 변형을 일

으키는 PVA/PNIPAM IPN 하이드로젤 이중층의 

제조 및 특성 평가 

 

1. 형태 변형 PVA/PNIPAM 하이드로젤 연구 배경 

 

1.1 자극 감응형 스마트 하이드로젤 

 

외부 자극에 감응해 부피 혹은 형태 변형을 일으키는 이른바 ‘스

마트 하이드로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도, pH, 특정 이

온이나 분자, 전기장 등이 외부 자극으로 작용해 하이드로젤의 화학

적 혹은 물리적 구조를 변형시켜 팽윤도에 변화를 주고, 그로 인해 

부피 혹은 형태 변형을 유발하게 된다. 고분자 내 친수기 및 소수기

들과 물 분자와의 상호작용이 온도에 의해 변화하는 poly(ethylene 

oxide)-b-poly(propylene oxide)-b-poly(ethylene oxide) (PEO-b-PPO-b-PEO) 

블록공중합체 혹은 poly(N-isopropylacylamide) (PNIPAM)와 같은 물질

들이 온도 감응형 재료로 종종 사용되며, 고분자 내 이온성 작용기

를 갖는 poly(acrylic acid) (PAA), poly(2-acrylamido-2-methylpropane 

sulfonic acid) (PAMPS) 등이 pH 감응형 고분자로 사용된다. 특정 이온

이나 분자와 결합을 형성하는 작용기를 곁가지에 합성하여 이온 혹

은 분자를 감지하는 물질을 만들기도 하며 이온기를 갖는 고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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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전기장에 반응해 이온분자가 물 분자와 함께 고분자 내에서 

이동하여 부피변형을 유발하기도 한다[10, 93-99]. 

이러한 스마트 하이드로젤은 약물전달, 조직공학용 지지체, 생체 

분리막 등의 생체 분야뿐 아니라[99-103], 연성 로봇, 구동체, 인공 

근육 등의 분야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04-111]. 스

마트 하이드로젤의 자극 감응 변형에는 균일한 팽윤에 의한 부피 

팽창/수축 변형과 비균일 팽윤에 의한 굽힘/펼침 변형이 있다. 하이

드로젤의 비균일 팽윤을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가교 정도나 필러의 

함량 등을 조절하여 팽윤도가 서로 다른 두 하이드로젤 층을 이중

층 형태로 만드는 것과 자외선 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해 국소적으

로 팽윤도가 다른 패턴을 만들어 팽윤 시 주름지거나 굽힘 변형이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10, 80, 106-108, 111]. 

 

1.2 PNIPAM의 물성향상을 위한 연구 

 

자극 감응형 스마트 하이드로젤 중에서도 온도가 가장 제어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온도에 감응하는 고분자 하이드로젤에 대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온도에 의해 성질이 변하는 고분자 중에

서 PNIPAM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물질인데, PNIPAM은 친수성의 

amide group (-CONH-)과 소수성의 isopropyl group (-CH(CH3)2)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낮은 온도에서는 PNIPAM의 amide group이 물분자와 

수소결합을 형성하여 물에 용해되지만 높은 온도에서는 수소결합이 

깨지고 소수성의 isopropyl group 사이의 결합력이 증가하여 불용성이 

된다. 이렇듯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고분자와 용매간의 상분리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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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온도를 lower critical solution temperature (LCST)라고 한다. 이는 

PNIPAM이 가교가 되어 하이드로젤이 되었을 때에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때는 LCST 미만의 온도에서 PNIPAM이 물에 용해되

는 대신 물 흡수량이 매우 많으며 LCST 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흡수

했던 물을 상당량 배출하여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volume 

phase transition (VP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13]. 하지만 PNIPAM 하

이드로젤은 그 자체로 기계적 물성이 너무 약해 적용 분야에 제한

이 많으며, 그래서 PNIPAM 하이드로젤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우선 순수 PNIPAM 하이드로젤은 일반적

인 기계적 물성 측정방법을 적용하기 힘들 정도로 약해 많은 연구

자들이 어려움을 겪던 중 1997년 Takigawa 등에 의해 처음 PNIPAM 

하이드로젤의 물성이 보고되었는데, 인장시험에서 탄성률이 상온에

서는 대략 9.8 kPa, 65 ℃에서는 180 kPa로 측정되었다[114]. 이후 추가

적인 보고에 따르면 순수 PNIPAM 하이드로젤의 탄성률은 인장 혹

은 압축시험 시 상온에서 10 kPa 안팎이며, 인장 시 연신율도 50% 

미만으로 실제 여러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약한 물성을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115, 116]. 

PNIPAM 하이드로젤의 기계적 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어왔는데 그 중 하나가 상호 침투 고분자 망상

(interpenetrating polymer network, IPN) 구조의 형성이다. IPN이란 이미 

가교되어 있는 고분자 그물망 내에서 한 종류 이상의 단량체가 중

합하여 그물망 사이사이에 새로운 고분자 사슬을 형성하거나(semi 

IPN), 단량체가 그물망 사이사이로 중합 및 가교되어 새로운 그물망

과 기존의 그물망이 얽혀있는 구조(full IPN)를 뜻한다. 이들은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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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지만 화학적 결합이 끊어지지 않으면 분

리되지 않는다[117]. 이는 기존 하이드로젤의 약한 기계적 물성의 원

인인 낮은 고분자 밀도를 높임으로써 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보고된 사례로는 중성 혹은 이온성의 poly(acrylamide) (PAAM)와 

PNIPAM을 semi IPN 방법으로 제조한 연구가 있는데, dynamic 

mechanical analysis (DMA)로 측정 시 탄성률이 42.3 kPa로 측정되었다

[118]. 또 다른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로 PAAM과 PNIPAM을 semi IPN

으로 제조하였는데 여기서는 압축 시험에서 100 - 120 kPa 가량의 값

이 측정되었다[119]. Poly(N-vinylpyrrolidone) (PVP)을 이용해서 semi 

IPN을 제조한 연구도 있었으나 전단 시험에서 20.5 kPa로 비교적 낮

은 값이 보고되었다[120]. 그 외에 천연고분자들도 PNIPAM의 물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되었는데 silk와 IPN을 만들었을 때 40 - 100 

kPa 가량의 강도 및 탄성률이 얻어졌고, cellulose를 사용했을 때는 

55 kPa 가량의 압축강도, 그리고 calcium alginate를 사용했을 때에는 

DMA를 이용한 시험에서 120 kPa의 탄성률이 보고되었다[121-124]. 

다른 방법으로는 이중 망상(double network, DN) 구조를 만드는 것

인데, 이는 Figure 3-1에 나타내었듯이 첫 번째 망상 구조를 높은 가

교도로 하여 빽빽하게 형성한 후 두 번째 망상 구조를 낮은 가교도

로 느슨하게 만드는 것으로 IPN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2003년 Gong 등에 의해 보고가 되었는데, 이들은 PAMPS를 

첫 번째 망상구조로, PAAM을 두 번째 망상 구조로 사용하여 DN 구

조의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각 고분자의 단량체 비율을 조절하

여 다양한 물성을 갖는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는데 압축강도 최대 

17.2 MPa의 아주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는 Figure 3-2에서 보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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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시 부스러지지 않고 형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인다[125]. PNIPAM을 이용한 DN 하이드로젤은 2012년 Fei 등에 

의해 보고된 PNIPAM/PNIPAM DN 하이드로젤이 있다. 같은 NIPAM 

단량체를 이용해 DN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polysiloxane 나노입자까지 첨가하였다. 하지만 물성은 인장 탄성률 

21 - 27 kPa, 인장 강도 7 - 10 kPa, 압축 탄성률 160 - 190 kPa, 압축 강

도 440 - 600 kPa 가량으로 압축 물성은 단일 PNIPAM 하이드로젤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인장 물성은 크게 강화되지 않았다[126]. 같은 그

룹에서 2013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PNIPAM을 PAMPS와 DN 하이

드로젤을 형성했을 때 압축 강도가 17.5 MPa 가량으로 상당히 향상

되어 온도 감응형 하이드로젤의 이용 가능성을 크게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탄성률에서는 100 - 400 kPa 가량의 낮은 값을 보였다[127]. 또 

다른 논문에서는 PNIPAM을 PAA와 DN 구조를 형성해 온도와 pH에 

감응하는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으며 GO를 첨가해 기계적 물성을 

더욱 향상시켰는데, 압축 강도 1 - 4 MPa 가량의 높은 값을 보였다

[128]. 

또 다른 물성 강화 방법은 하이드로젤에 나노입자를 첨가하여 나

노복합체(nanocomposite)를 만드는 것이다. 고분자에 필러를 넣어 복

합체로 만드는 것은 흔히 알려진 물성 강화 방법이며, 필러의 크기

를 나노 단위로 줄였을 때 강화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것은 잘 알

려진 사실이다. 이 방법을 하이드로젤에 최초로 적용한 사례는 2002

년 Haraguchi 등이 보고한 연구이며 PNIPAM에 Laponite XLG라는 나

노입자를 첨가해 나노복합체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여기서 인장 

탄성률은 1 - 10 kPa로 높은 값은 아니지만 인장 강도가 40 - 110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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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율이 850 - 1400% 가량으로 아주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Figure 3-

3에서 볼 수 있듯이 나노필러 입자에 여러 고분자 사슬 말단부위가 

결합하여 일종의 가교제 역할을 하며 큰 변형이 일어나도 결합이 

지탱이 되어 큰 연신율을 보이는 것이다[129]. 이러한 현상은 amide 

group을 갖고 있는 다른 고분자 물질 및 다양한 종류의 무기 필러들

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 이는 무기 필러 표면에 고분자와 작용 및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여 고분자-필러 간의 충분한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130]. 필러의 함량에 따른 나노

복합체 하이드로젤의 물성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었는데, PNIPAM과 

hectorite 계열의 필러를 이용한 연구에서 필러 함량이 높을수록 탄

성률 및 강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그 값이 인장시험에서 각각 26.1 

kPa, 305 kPa 가량의 높은 값이 측정되었다[131]. 하지만 필러의 함량

이 너무 높아지면 무기 필러간의 표면과 말단에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 형성되어 ‘house of card’ 구조를 형성하여 용액의 점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복합체에서 균일한 분산이 이루어지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나노필러의 농도는 물 대비 최대 6.8 wt%로 제한된다는 한계

가 있다[13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Liu 등은 무기 필러의 

표면을 음전하로 개질하여 필러간에 반발력이 작용하도록 하여 필

러가 함유된 용액의 점도를 크게 낮췄고, 필러함량을 물 대비 최대 

15 wt%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PNIPAM-Laponite XLG 나

노복합체 하이드로젤의 기계적 물성을 인장 탄성률 74 kPa, 인장 강

도 1 MPa, 연신율 1300 %로 크게 향상시켰다[133]. 무기 필러를 이용

한 나노복합체 하이드로젤 이외에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는 

PNIPAM을 나노입자로 만든 후 PNIPAM 속에 첨가해 PNI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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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IPAM 나노복합체를 제조한 사례가 있다. 여기서는 PNIPAM 나노

입자를 침전 중합법을 이용해 만들었으며 단량체(NIPAM)와 가교제

(N,N’-methylenebisacrylamide, MBA)의 비율을 25:1로 가교제의 함량을 

높게 하여 MBA에 미반응의 이중결합(vinyl group)을 남겨놓고 

PNIPAM 하이드로젤에 첨가했을 때 matrix와 나노입자 사이에 공유

결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나노복합체는 인장

강도 200 kPa, 연신율 1400 % 가량의 높은 값을 보였다[134]. 

 

1.3 연구의 개요 

 

이렇듯 PNIPAM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

어졌으며 실제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이 모든 

연구들은 ‘하이드로젤’로서의 PNIPAM, 즉 물을 흡수한 팽윤 상태에

서의 성질들만을 연구한 것이며 건조 상태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

고 있다. 대부분의 하이드로젤은 팽윤 상태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건

조상태에서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아서 이기도 하지만 몇몇 적용

분야들 예를 들어 혈관 질환 치료용 색전물질 같은 부분에서는 건

조상태에서와 팽윤상태 모두에서 적절한 기계적 물성을 가져야만 

응용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PVA는 건조상태에서는 흔히 쓰이

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같은 강한 기계적 물성을 갖는 플라스틱

이며 물을 흡수하고 나면 인장 강도와 탄성률이 모두 수 MPa 단위

의 상대적으로 강한 기계적 물성을 갖는 하이드로젤이 된다[135]. 그

래서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으로 가교된 PVA에 PNIPAM을 상호 침

투시켜 PVA/PNIPAM IPN 구조를 만들어 건조상태와 팽윤상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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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강한 기계적 물성을 갖는 필름을 제조한 후 이를 이중층 구조

로 접착시켜 팽윤 시 형태변형을 일으키며 온도 변화에 따라 또 한 

번 형태 변형을 일으키는 온도 감응형 고분자 물체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한 필름을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팽윤 및 기계적 

특성을 시험한 후 이중층 필름의 굽힘 변형 및 이를 이용한 gripper

로서의 기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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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cheme of P(NIPAM-co-AMPS)/PNIPAM double network (DN) 

         hydrogels. Sequential formation of (a) first network (formation of 

         single network) and (b) subsequent formation of second network 

         (formation of double network)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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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Photographs of a DN gel sustaining high compression. (a) PAMPS 

         single network gel and (b) PAMPS/PAAM double network gel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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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Network structure models for nanocomposite gel and organic gel. 

         (a) Scheme of a 100 nm cube of a nanocomposite gel consisting of 

         uniformly dispersed inorganic clay and flexible polymer chains.  

(b) Elongated structure model for nanocomposite gel and 

(c) conventional organic gel network structure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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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2.1 재료 

 

본 연구에서 첫 번째 그물망 구조로 사용된 고분자는 PVA (Aldrich, 

Mw = 146,000 – 186,000, ≥ 99% hydrolyzed)이며 GA (Aldrich, aqueous 

solution, 50 wt%)를 가교제로 사용하였다. 이 때 촉매로 acetic acid 

(Aldrich, ≥ 99.7%), methanol (Aldrich, ≥ 99.8%), 그리고 sulfuric acid 

(Daejung, ≥ 97%)를 각각 증류수에 10 vol%, 50 vol%, 10 vol%로 희석한 

용액을 3:2:1 부피비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두 번째 그물망 구조로 

PNIPAM을 만들기 위해 단량체인 NIPAM (Aldrich, ≥ 99%)을 사용하였

고, 가교제로는 MBA (Aldrich, 99%), 개시제로는 APS (ammonium 

persulfate, Aldrich, ≥ 98%)를 사용하였다. 모든 시약 및 재료들은 추후 

정제 과정 없이 사용되었다. 

 

2.2 PVA/PNIPAM IPN 필름 및 이중층 제조 

 

2.2.1 PVA 및 PVA/PNIPAM IPN 필름 제조 

 

PVA/PNIPAM IPN 필름을 제조하기 전 가교된 PVA 필름을 먼저 

제조하였다. 우선 PVA를 95 ℃증류수에 5 wt%로 녹인 후 상온으로 

식히면서 가교제인 GA를 각각 1, 2, 3, 6 wt%로 첨가해주었다. 충분히 

교반시켜준 후 촉매 혼합액을 넣고 섞어준 다음 polystyrene dis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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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을 담고 상온에서 24시간 건조시켜 필름을 얻었다. 이렇게 얻어

진 PVA 필름을 증류수로 24시간동안 세척한 후 15 wt% NIPAM 용액

(NIPAM 대비 1 wt%의 MBA와 APS가 포함)에 담궈두었다. 24시간 후 

필름을 꺼내 질소분위기에서 30분간 UV lamp (UVP, B-100AP)를 이용

해 자외선조사를 하고 또 다시 증류수에서 24시간동안 세척해주었

다. 세척이 끝난 IPN 필름은 열압착기에서 90 ℃, 15분간 압력을 가

해 평평하게 만든 후 25 ℃ 진공 상태에서 24시간동안 건조시켰다. 

PNIPAM과 IPN을 이루지 않은 PVA 필름은 세척과정 이후 바로 열

압착기로 역시 90 ℃, 15분간 압력을 가한 후 진공 오븐에서 24시간 

건조시켜 얻었다. 여기서 얻어진 PVA와 IPN 필름은 가교제인 GA의 

농도에 따라 이름을 붙인다. 예를 들어 GA가 1 wt% 함유된 PVA 필

름은 ‘PVA1’, IPN 필름은 ‘IPN1’로 명명하였다. 

 

2.2.2 PVA와 PVA/PNIPAM IPN의 이중층 제조 

 

PVA 필름 1장과 IPN 필름 1장을 접착하여 이중층 필름을 제조하

였는데, 이 때 접착제로는 PVA 대비 1 wt%의 GA가 첨가된 7 wt% 

PVA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필름 캐스팅 할 때와 마찬가지로 접착 

용액에 상온으로 식으면 촉매 혼합액을 첨가 한 후 PVA 필름과 IPN 

필름 사이에 얇게 펴 바르고 열압착기를 이용해 60 ℃로 10분간 압

력을 가한 후 50 ℃ 오븐에 밤새 두어 접착 용액의 가교반응이 완료

되도록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중층 필름은 증류수로 24시간 동안 

세척해준 후 열압착기로 90 ℃, 15분간 압력을 가해 필름을 평평하게 

만들고 상온의 진공오븐에서 24시간동안 건조시킨다. 여기서 이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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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조에 사용된 PVA 필름은 PVA1, 2, 3, 6 네 종류이며, IPN 필름은 

IPN1, IPN2 두 종류로 총 8개의 이중층을 제조하였고 이들의 이름은 

각 필름의 이름을 더해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PVA1과 IPN2를 사용

하여 제조한 이중층은 [IPN2 + PVA1]이라고 하였다. 

 

2.3 분석 

 

2.3.1 구조 분석 

 

제조된 PVA와 IPN 필름의 작용기 분석을 위해 적외선 분광

(attenuated total reflection Fourier transform infrared, ATR-FTIR) 분석을 시

행했으며 Agilent사의 Cary600 모델을 사용하여 4000에서 650 cm-1 범

위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PVA 및 IPN 필름의 결정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X선 회절(X-ray diffraction, XRD) 분석을 하였고 Bruker Miller사

의 D8-Advance 모델을 사용하여 0.02 o 단계로 5 - 60 o 범위에서 측정

하였다. 

 

2.3.2 팽윤도 측정 

 

다음으로 물 흡수량 즉 팽윤도(swelling ratio)를 측정하였다. 이는 

필름의 가교 여부 및 가교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도 하다. 완전히 건조된 PVA와 IPN 필름을 10 x 10 mm2으로 자르고 

무게를 잰 후 37 ℃ 물에 24시간 동안 담근 후 표면의 물기를 닦아

내고 무게를 측정하였다. 이 때 건조 상태의 무게를 𝑊𝑊𝑑𝑑 , 물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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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윤된 상태의 무게를 𝑊𝑊𝑠𝑠라고 했을 때 팽윤도는 (𝑊𝑊𝑠𝑠 𝑊𝑊𝑑𝑑⁄ ) 값으로 표

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시료를 25 ℃ 물에 옮겨 담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무게를 측정하여 37 ℃와 25 ℃에서의 팽윤도를 모두 측정하

였다. 또한 PVA 및 IPN 필름의 선 팽창률을 측정하기 위해 팽윤도 

시험 시 길이와 폭의 변화 또한 측정하였다. 건조 상태에서의 길이 

혹은 폭을 𝑙𝑙𝑑𝑑 , 팽윤 상태에서의 길이 혹은 폭을 𝑙𝑙𝑠𝑠라고 했을 때 선 

팽창률은 (𝑙𝑙𝑠𝑠 𝑙𝑙𝑑𝑑⁄ ) 값으로 표시하였다. 선 팽창률 또한 37 ℃와 25 ℃

에서의 값 모두를 측정하였다. 팽윤도와 선 팽창률 모두 5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 값을 나타내었다. 

 

2.3.3 기계적 물성 측정 

 

제조된 PVA 및 IPN 필름의 기계적 물성은 인장 시험으로 측정하

였으며 시료는 그립 사이의 길이 25.4 mm, 폭 3.18 mm, 두께 0.05-

0.07 mm 크기의 dog-bone 모양으로 잘라서 사용하였다. 인장 속도는 

건조 시료는 10 mm/min, 팽윤된 시료는 50 mm/min으로 하였으며 

Lloyd사의 LR10K 만능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UTM)를 사용하

였다. 이후 표기하는 영 탄성률(Young’s modulus)은 stress-strain curve

의 초기 직선구간에서의 기울기를 구해 표시하였으며 5회 이상 측

정하여 평균 값을 나타내었다. 

 

2.3.4 이중층 단면 관찰 

 

앞서 제조한 [IPN + PVA] 이중층의 접착 상태 및 계면 상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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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위해 이중층 필름을 액체 질소에 담가 급속 냉각 시킨 후 

파단하여 단면을 얻었다. 그러고 나서 전계 방사형 주사 전자 현미

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을 이용해 관찰하

였고, JEOL사의 JSM-6701F 모델을 사용하였다. 

 

2.3.5 굽힘 변형 시험 

 

[IPN + PVA] 이중층 필름은 팽윤 시 그리고 온도 변화 시 형태 변

형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 제조한 것이다. 우선 [IPN + PVA] 이중층 

필름을 폭 0.4 mm의 가늘고 기다란 가닥으로 잘라 팽윤 시 얼마나 

굽혀지는지 그 직경을 측정하였다. 이 때 직관적으로 직경을 알아보

기 쉽도록 0.5 mm 간격의 모눈종이를 바탕에 깔고 사진을 찍었으며, 

25 ℃와 37 ℃의 물 속에서 모두 관찰하였다. 사진은 digital 

microscope (AM413ZT Dino-Lite Pro Polarizer, AnMo Electronics Corp.)을 

이용해 55배율로 찍었다. 또한 서로 다른 방향의 굽힘 변형을 보이

는 두 종류의 [IPN + PVA] 구동체를 선택해 팔이 여덟 개 달린 불가

사리 모양으로 만들어 실과 빨대로 고정시킨 후 특정 물체를 집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25 ℃의 물과 37 ℃의 물에서 굽힘/펼침 변형

에 의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들어올리는 실험을 하였다. 선명한 

관찰을 위해 여기서 사용한 모든 [IPN + PVA] 이중층 필름은 파란색 

유성펜으로 칠하였고 플라스틱 조각은 빨간색 유성펜으로 칠해 사

진을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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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Fabrication process of (a) PVA film, (b) PVA/PNIPAM IPN film, 

and (c) [IPN + PVA] bilayer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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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PVA 및 PVA/PNIPAM IPN 필름의 특성 

 

3.1.1 구조적 특성 

 

PVA/PNIPAM IPN 필름은 NIPAM 용액을 가교된 PVA 필름에 흡수

시킨 후 중합반응을 통해 얻어졌다. 그렇게 만들어진 IPN 필름은 

PVA 필름과 마찬가지로 무색 투명해서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우선 IPN1 필름의 FTIR spectrum을 PVA1, 순수 PNIPAM과 비

교해 IPN 필름 내에 PNIPAM이 잘 형성되었는지 확인하였다. Figure 

3-4 (a)에서 PVA1과 IPN1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피크는 O-H 결합의 

vibration에 의한 3100-3600 cm-1에서의 피크, C=O stretching에 의한 

1720 cm-1에서의 피크, 그리고 acetal C-O stretching에 의한 1087 cm-1에

서의 피크가 있다[136-138]. 이는 IPN 제조 시 가교된 PVA 필름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PVA와 구분되는 

PNIPAM의 피크는 amide group (-CONH-)의 carbonyl C=O stretching에 

의한 1650 cm-1에서의 피크와 N-H bending vibration에 의한 1540 cm-1에

서의 피크가 있는데, 이는 IPN1의 spectrum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139, 140]. 

IPN 필름의 기반이 되는 PVA의 가교도에 따라 PNIPAM이 얼마나 

PVA 그물망 사이에 침투하여 중합이 되었는지 상대적인 비교를 하

기 위해 PVA의 가교도가 서로 다른 4개의 IPN 필름의 F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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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um을 Figure 3-4 (b)에 나타내었고 2900 cm-1의 C-H stretching 피

크로 정규화하였다. 모든 IPN 필름들의 spectrum은 1650 cm-1에서 

PNIPAM에 의한 amide C=O 피크를 나타내어 PNIPAM이 잘 침투하

여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IPN의 기반이 되는 

PVA의 가교도가 증가할수록 1650 cm-1에서의 피크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PVA의 가교도가 높아 빽빽한 그물망 구조

가 형성될수록 NIPAM 단량체가 흡수되어 그물망 사이사이에 침투

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적은 양의 PNIPAM만이 IPN을 형성한 것

으로 추정된다. 

PNIPAM을 PVA에 상호 침투 시킴으로써 PVA 필름의 미세 결정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PVA는 일반적인 고분자 물질

들과 달리 곁가지의 수많은 히드록시기(-OH group)에 의해 화학적으

로 가교를 시켜도 결정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1]. Figure 3-5 (a)는 가교도가 서로 다른 PVA 필름의 XRD 측정 결

과 그래프이다. 우선 모든 PVA 필름이 2θ = 19.6 o 에서 결정 영역에 

의한 피크가 나타났는데, PVA1에서의 높고 날카로운 피크가 가교도

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피크의 강도가 낮아지고 너비가 넓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PVA의 가교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교점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유동성이 있는 고분자 사슬들 간의 밀접

한 패킹 및 결합들이 방해되어 결정의 크기가 줄어들고 결정영역이 

작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137, 141].  

가교도가 서로 다른 IPN 필름들의 XRD 결과 또한 Figure 3-5 (b)에 

나타내었다. 이들은 PVA와 마찬가지로 가교도가 증가함에 따라 2θ 

= 19.6 o 에서의 피크 강도가 낮아지고 너비가 넓어지는 경향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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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모든 IPN의 피크 강도가 PVA의 피

크 강도보다 낮다는 것이다. PVA의 결정 형성에 대해 보고된 바에 

따르면 PVA의 젤화(gelation)반응이 일어난 후 건조되는 과정에서 결

정이 생성된다고 한다[141]. 즉 PVA 필름이 캐스팅되는 동안, 그리

고 물로 세척 후 다시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결정영역이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나 세척 후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PVA의 Tg인 

80 ℃ 가량보다 더 높은 온도인 90 ℃에서 열과 압력을 가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결정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IPN 제조과정을 다

시 살펴보면 PVA 필름이 캐스팅 된 직후 곧바로 세척과정을 거치고 

열압착 및 진공건조 과정 이전에 NIPAM 용액에 담그고 반응을 시

킨다. 반면 PVA 필름은 NIPAM 용액에 담그지 않고 바로 열압착 및 

진공건조 과정을 거친다. 그렇다면 PVA 필름 내부에 침투하여 그물

망을 형성한 PNIPAM이 열압착 및 진공 건조과정에서 PVA의 결정

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결과 IPN 필름

에는 최초 PVA 필름을 캐스팅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결정 영역만이 

남아있고 이후의 건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결정 구조는 형성되지 

않아 XRD 피크 강도가 낮게 나왔다고 추정된다.  

 

3.1.2 팽윤도 및 팽윤 특성 

 

형태 변형을 일으키는 하이드로젤 이중층을 설계하기 위해 PVA 

및 IPN 필름의 팽윤도와 팽윤 특성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Table 3-1

에 PVA 및 IPN 필름의 25 ℃와 37 ℃에서의 질량 팽윤도와 선 팽창

률을 나타내었다. 두 필름 모두 가교도가 증가할수록 팽윤도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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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률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였다[89, 90]. PVA 필름은 25 ℃

와 37 ℃ 모두에서 같은 팽윤도 및 팽창률을 보였고, IPN 필름은 

PNIPAM의 열반응 특성에 의해 37 ℃에서보다 25 ℃에서 더 큰 팽윤

도 및 팽창률을 보였다. 온도 변화에 따른 팽윤도 및 팽창률의 차이

는 IPN1에서 가장 컸는데 차이 값이 팽윤도가 0.40, 팽창률이 0.05이

다. 이 차이 값들은 IPN의 기반이 되는 PVA의 가교도가 상승할수록 

줄어들었는데 IPN2는 팽윤도 0.18, 팽창률 0.04이고 IPN3은 팽윤도 

0.11, 팽창률 0.03, 그리고 IPN6은 팽윤도 0.09, 팽창률 0.01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PVA의 가교도가 낮을 

때에는 NIPAM 단량체가 잘 침투하여 많은 양의 PNIPAM이 상호 교

차 그물망 구조를 형성할 수 있지만 PVA의 가교도가 높으면 

NIPAM의 침투가 힘들어 적은 양의 PNIPAM만이 생성되기 때문이라

고 생각되며, 이는 앞선 FTIR 결과와 상응한다. 

전반적으로 37 ℃에서의 PVA와 IPN 필름은 거의 동등한 수준의 

팽윤도 및 팽창률 값을 보이는 반면 25 ℃에서는 IPN이 PVA 보다 

조금 더 높은 팽윤도 및 팽창률 값을 보였다. 앞서 XRD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PNIPAM이 PVA에 침투하여 그물망을 형성함으로써 PVA

의 결정구조 형성이 줄어드는데, 이것이 IPN 필름의 팽윤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PVA가 물을 흡수할 때 최초 흡수된 물 

분자는 우선 PVA의 비결정(amorphous)영역으로 침투하고 최소 60 - 

80 ℃ 이상의 높은 온도가 되도록 열을 가해주어야 물이 결정영역을 

해리시키고 더 많은 양의 물 분자를 끌어들인다[141]. 본 실험에서는 

온도를 25 - 37 ℃ 사이에서만 조절하기 때문에 PVA의 결정영역이 해

리되지 않으며 최초 결정영역이 더 적은 IPN이 25 ℃에서 PVA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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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는 것이고, 37 ℃에서는 PNIPAM의 소수성

이 증가하여 일부 물을 배출하게 되고 PVA의 흡수율과 비슷한 값을 

갖게 된 것이다.  

 

3.1.3 기계적 물성 

 

PVA 및 IPN 필름의 기계적 물성은 인장 시험으로 측정했으며 건

조 상태와 팽윤 상태 모두 측정하였다. Figure 3-6, Figure 3-7에 stress-

strain curve를 나타내었으며 Young’s modulus는 Table 3-1에 팽윤도, 팽

창률과 함께 표시하였다. 우선 Young’s modulus를 살펴보면 하이드로

젤의 가교도가 높아 가교점 사이의 분자량이 작을수록 높은 탄성률

을 보인다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같이 PVA와 IPN의 가교도

가 증가할수록 Young’s modulus도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142, 143]. 그

런데 하이드로젤을 IPN 구조로 제조하면 일반적으로 기계적 물성이 

향상된다는 보고들과는 달리 본 실험에서 제조한 IPN 필름의 전반

적인 인장 물성이 PVA에 비해 조금 약한 것을 볼 수 있다[119]. 이

는 PVA 필름에 비해 IPN 필름의 줄어든 결정영역에 의한 물성 약화 

효과가 IPN 구조의 형성으로 인한 물성 강화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

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FTIR에서 IPN 필름의 작은 amide peak와 

온도에 따른 팽윤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충분히 많은 양

의 PNIPAM이 PVA 그물망 사이로 침투했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 때

문에 일반적으로 하이드로젤 IPN에서 얘기하는 빽빽한 상호 침투 

그물망 구조가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기존 PVA 그물망 구조에 약간

의 PNIPAM 사슬 및 그물망 구조가 더해져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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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물성 강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IPN 

필름들은 건조 상태와 팽윤 상태 모두에서 PVA 필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높은 강도와 탄성률을 보인다. 이는 건조 상태에서는 흔히 

쓰이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유사한 수준이며 팽윤 상태에서는 

강화 하이드로젤의 일반적인 강도 및 탄성률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값이다[112, 133, 144, 145]. 

 

3.2 PVA와 PVA/PNIPAM IPN 이중층 필름의 특성 

 

3.2.1 이중층의 접착 계면 

 

앞서 PVA와 IPN 필름 두 장을 접착할 때에 PVA pre-gel 수용액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 때 물에 대한 PVA 농도와 가교제인 GA의 

농도가 필름의 접착 및 계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VA 농도를 높

여 점성이 큰 pre-gel 용액을 사용하면 강한 계면 접착을 할 수 있지

만 원하지 않는 접착층이 생겨 전체 이중층 필름의 두께를 증가시

킬 수 있다. 반면 PVA 농도가 낮은 묽은 pre-gel 용액을 사용하면 필

름 사이의 접착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고 중간에 빈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PVA의 농도는 물 중량 대비 7%, GA의 

농도는 PVA 중량 대비 1%로 하여 접착용액을 제조하였다. 접착하기 

직전에 필름을 제조할 때와 마찬가지로 산촉매를 첨가해주는데, 이

렇게 함으로써 접착 용액이 두 필름 사이에서 가교되어 강한 접착

을 형성하게 된다. 이 때 열압착기를 사용해 열과 압력을 가해줌으

로써 접착 용액의 가교 반응을 촉진시키고, 접착용액에 의해 필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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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하여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평평한 필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IPN + PVA] 이중층 필름의 단면을 SEM을 통해 관찰

하였는데, Figure 3-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필름 사이에 선명한 

경계면이 보이고 별도의 접착층은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접착 

용액이 두 필름 내부로 일부 흡수된 후 가교반응이 일어나 두 필름

을 접착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뚜렷한 경계면이 관찰됨에도 

이중층 필름은 물 속에서도 분리되지 않고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3.2.2 굽힘 변형 

 

PVA와 IPN 필름으로 제조한 [IPN + PVA] 이중층으로 팽윤 시 그

리고 온도 변화에 감응해 형태 변형을 일으키는 구조체를 제조하였

고 이중층을 제조하는데 사용한 필름은 IPN1, IPN2, PVA1, PVA2, 

PVA3 그리고 PVA6 이다. IPN3과 IPN6은 온도 변화에 따른 팽윤도 

차이가 너무 작아 형태 변형을 일으키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제

외시켰다. 이중층 필름을 제조할 때 각 층을 이루는 필름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굽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IPN의 팽윤도가 PVA

의 팽윤도보다 더 큰 시료로 조합하면 팽윤 시 IPN이 바깥을 향하

도록 굽어질 것이고 높은 온도(37 ℃)보다 낮은 온도(25 ℃)에서 더 

작은 직경으로 굽어질 것이다. 반대로 IPN보다 PVA의 팽윤도가 더 

큰 시료로 조합하면 팽윤 시 PVA가 바깥을 향하도록 굽어질 것이고 

낮은 온도에서보다 높은 온도에서 더 작은 직경으로 굽어질 것이다. 

이중층 필름의 굽힘 방향에 대한 모식도는 Figure 3-9에 나타내었다. 

폭 0.4 mm로 자른 8종류의 [IPN + PVA] 이중층의 팽윤 시 굽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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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25 ℃와 37 ℃에서 관찰하였으며 Figure 3-10과 Figure 3-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IPN1을 사용한 [IPN1 + PVA] 이중층은 IPN1의 

팽윤도가 모든 PVA 필름의 팽윤도보다 크기 때문에 IPN1이 바깥으

로 향하면서 굽힘이 일어나며, 37 ℃에서 더 큰 직경을 갖는다. [IPN1 

+ PVA1]의 경우 25 ℃에서 IPN1과 PVA1의 팽윤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살짝 굽은 아치 형태를 보였으며 37 ℃에서는 두 필름의 팽

윤도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굽힘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직선 형

태를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IPN1 + PVA2], [IPN1 + PVA3] 그리고 

[IPN1 + PVA6]은 25 ℃에서 직경 1 - 3 mm 가량으로 굽어졌으며 37 ℃

에서는 직경이 18 - 24% 가량 커졌다. IPN2를 사용한 [IPN2 + PVA] 이

중층의 경우 [IPN2 + PVA1]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이중층은 [IPN1 + 

PVA]와 마찬가지로 IPN2가 바깥을 향하는 방향으로 굽힘 변형이 일

어났다. 하지만 [IPN2 + PVA1]은 다른 이중층들과는 반대로 PVA1이 

바깥을 향하는 방향으로 굽힘 변형이 일어났으며 25 ℃에서 5.70 mm

였던 직경이 37 ℃에서는 4.55 mm로 20% 가량 작아졌다. [IPN2 + 

PVA2]는 25 ℃에서는 두 필름 간의 약간의 팽윤도 차이로 인해 8.57 

mm의 큰 직경으로 굽힘 변형이 일어났는데 37 ℃에서는 두 필름간

의 팽윤도 차이가 거의 없어져 살짝 굽은 아치 형태로 펴졌다. 나머

지 [IPN2 + PVA3]과 [IPN2 + PVA6]은 25 ℃에서 1.5 - 3 mm 가량의 직

경으로 굽었으며 37 ℃에서는 앞서 [IPN1 + PVA]와 비슷하게 13 - 16% 

가량 직경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팽윤과 온도 변화에 의해 형태 변형을 일으키는 하이드로젤 

gripper 또한 [IPN + PVA] 이중층을 이용해 제작하였다. 서로 반대 방

향으로 굽힘 변형을 일으키는 [IPN1 + PVA2]와 [IPN2 + PVA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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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와 같이 팔이 여덟 개 달린 불가사리 모양으로 잘라서 실

과 빨대로 고정시켜 실험을 하였다. [IPN1 + PVA2]로 제조한 gripper는 

25 ℃에서 굽힘 변형으로 플라스틱 조각을 집어 들 수 있지만 37 ℃

에서 굽힘의 정도가 줄어들어 팔이 약간 펴지게 되며 집었던 플라

스틱 조각을 놓게 된다. [IPN2 + PVA1]로 제조한 gripper는 반대로 37 ℃

에서 굽힘 변형으로 플라스틱 조각을 잡지만 25 ℃에서는 굽힘의 정

도가 줄어들어 팔이 펴지게 되고 집었던 조각을 떨어뜨리게 된다. 

[IPN1 + PVA2] gripper로 집어 들었던 플라스틱 조각은 gripper 무게의 

대략 9배 정도 더 무거웠는데 원활하게 들어서 옮길 수 있었고, 

[IPN2 + PVA1] gripper로 집었던 조각은 gripper 무게의 22.6배 정도 더 

무거웠었는데 들어 올리고 옮기는 과정에서 외부의 조그마한 충격

에도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조각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였다. 

Gripper의 팔이 아주 얇고 가늘어서 무게를 지탱하기 힘든 구조임에

도 하이드로젤의 MPa 단위의 높은 탄성률과 충분한 굽힘 변형으로 

equivalent bimorph beam model에 의해 강한 굽힘력이 생길 수 있었고, 

자신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고 지탱할 수 있었다

[146,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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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FTIR spectra of (a) PVA1, IPN1, and pure PNIPAM and (b) IPN 

         samples with different crosslinking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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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X-ray diffraction profiles for (a) PVA and (b) IPN samples with 

         different crosslinking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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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Swelling ratio 

Linear expansion 
ratio 

Young’s modulus 
(MPa) 

25 ℃ 37 ℃ 25 ℃ 37 ℃ Dried Swollen 

PVA1 2.73 ± 0.14 1.37 ± 0.01 
4480 
± 450 

2.0 
± 0.2 

PVA2 2.23 ± 0.13 1.26 ± 0.04 
4810 
± 290 

3.2 
± 0.3 

PVA3 1.79 ± 0.13 1.16 ± 0.05 
5130 
± 140 

4.7 
± 0.3 

PVA6 1.39 ± 0.05 1.07 ± 0.01 
5360 
± 180 

8.0 
± 0.5 

IPN1 
3.17 

± 0.19 
2.77 

± 0.23 
1.43 

± 0.03 
1.38 

± 0.05 
4110 
± 360 

1.9 
± 0.1 

IPN2 
2.55 

± 0.15 
2.37 

± 0.14 
1.33 

± 0.03 
1.29 

± 0.01 
4780 
± 230 

3.4 
± 0.2 

IPN3 
2.00 

± 0.15 
1.89 

± 0.11 
1.20 

± 0.02 
1.17 

± 0.02 
5030 
± 180 

4.7 
± 0.2 

IPN6 
1.48 

± 0.13 
1.39 

± 0.12 
1.09 

± 0.05 
1.08 

± 0.05 
5410 
± 200 

8.1 
± 0.9 

 

Table 3-1. Swelling ratio, linear expansion ratio, and Young’s modulus of PVA 

     and IP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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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Stress-strain curves of (a) PVA and (b) IPN in dri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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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Stress-strain curves of (a) PVA and (b) IPN in swolle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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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SEM images of cross section of an [IPN + PVA] bi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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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Scheme of bending behavior for [IPN + PVA] bilayered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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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Bending diameter of [IPN1 + PVA] bilayer strips at 25 ℃ and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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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Bending diameter of [IPN2 + PVA] bilayer strips at 25 ℃ and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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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Gripping test using starfish shaped bilayer films made from 

[IPN1 + PVA2] and [IPN2 + PV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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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VA/PNIPAM IPN 이중층 연구 요약 

 

팽윤에 의해 형태 변형을 일으키고 온도 변화에 반응해 또 한 번 

형태 변형을 일으키는 고분자 필름을 PVA와 PVA/PNIPAM IPN을 이

용해 제조하였다. 우선 PVA를 GA로 화학적 가교를 한 후 NIPAM 

수용액에 담가 NIPAM 단량체를 흡수시킨 후 UV를 조사하여 

PVA/PNIPAM IPN 필름을 제조하였다. FTIR을 통해 IPN 필름의 구조 

분석을 시행했으며 PNIPAM이 PVA 내부에 잘 침투하여 그물망 구

조를 형성했음을 확인하였다. XRD 분석을 통해 PVA와 IPN 필름의 

미세 결정 구조를 확인해 본 결과 PNIPAM이 PVA에 침투하여 PVA

의 결정형성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VA와 IPN 필름의 팽

윤도와 선 팽창률을 25 ℃와 37 ℃ 증류수에서 측정하였는데 PVA는 

온도 변화에 따라 팽윤도에 변화가 없었으며 IPN은 예상대로 25 ℃

에서 더 큰 팽윤도와 선 팽창률을 보였다. IPN의 팽윤도는 25 ℃에서 

PVA의 팽윤도보다 더 컸는데, 이는 PNIPAM이 PVA의 결정 형성을 

방해하여 IPN에 비결정 영역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PVA와 

IPN의 기계적 물성은 인장 시험으로 측정했으며 건조 상태와 팽윤 

상태 모두 IPN이 PVA보다 인장 강도와 Young’s modulus가 조금 감소

했지만 PVA의 높은 강도 및 탄성률을 거의 유지하였다. 이후 제조

한 [IPN + PVA] 이중층은 SEM을 통해 단면을 관찰 한 결과 접착이 

잘 이루어져 이중층의 형태가 잘 만들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IPN + PVA]의 굽힘 방향 및 굽힘 직경은 가교도가 서로 다른 

IPN과 PVA를 잘 조합하여 조절할 수 있었다. 또한 [IPN + PVA]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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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으로 만든 gripper를 이용해 온도가 다른 수중 환경에서 굽힘/펼침 

변형을 통해 물체를 들어서 옮기는 작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며 gripper 보다 22배 가량 무거운 물체도 쥐고 버틸 수 있었

다. 이로써 건조 상태와 팽윤 상태 모두에서 PVA와 유사한 강한 기

계적 물성을 가지면서 팽윤 및 온도 변화에 의해 형태 변형을 일으

키는 고분자 물질의 제조에 성공하였고 응용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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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고분자 필름의 형태 변형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물질 및 제조 

방법이 이용되고 있고, 이를 여러 분야에서 응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VA, PAA, PNIPAM 등의 고

분자를 이용하여 형태 변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인 이

중층으로 제조하여 물의 흡수를 통한 팽윤에 의해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의 변형을 이끌어냈다. 이들의 구조 및 특성 분석과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해 응용이 가능한 분야 몇 가

지를 제시하였다. 

우선은 혈관 질환의 치료를 위한 색전용 코일 제작을 목표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고분자 이중층 필름을 제조하였다. 첫 번째로 

포토리소그래피 방법을 통해 AA를 중합시켰는데 이 때 가교제인 

PEGDM의 함량에 따라 가교된 PAA의 팽윤도 값을 조절할 수 있었

고, 얇고 가느다란 가닥으로 이중층 제조 시 0.5 – 2.5 mm 사이의 다

양한 직경을 갖는 코일로의 형태 변형이 가능하였다. 혈관 질환의 

치료 시 시술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필수로 가져야 할 성질인 방

사선 비투과성을 부여하기 위해 요오드 원자를 함유한 비닐기 단량

체인 TIBOM을 TIBA와 HEMA를 반응시켜 얻었고, 이를 AA와 함께 

중합하여 방사선 비투과성이 부여된 이중층 고분자를 제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방사선 비투과성이 있는 Ta 입자를 첨가하여 Ta-PAA 

복합체도 제조하였는데 Ta-PAA와 TIBOM-PAA 모두 X선에서 사람의 

뼈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Ta-PAA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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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OM-PAA를 PAA와 이중층으로 제조한 코일의 색전 효율을 확인

하기 위해 유리관으로 제작한 지름 5 mm와 8 mm의 동맥류 모델에 

박동형 펌프를 연결하여 분당 80회의 박동수로 물을 공급할 수 있

는 장치를 설치하여 색전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때 얇고 가느다란 

이중층 가닥을 여러 개 뭉쳐 PVP로 코팅시킨 다발을 이용하였으며 

지름 5 mm 모델의 경우 최대 67%, 지름 8 mm 모델의 경우 최대 79%

로 아주 높은 폐색치밀도 값을 보였다. 

고분자 색전 코일의 제조를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필름 적층법

을 사용하였다. PVA와 Ta 혼합 용액에 가교제인 GA와 산촉매를 넣

어 PVA의 가교반응을 유도시키며 캐스팅하여 얇은 Ta-PVA 필름을 

제조하였다. 이 때 첨가해주는 GA의 양에 따라 만들어지는 Ta-PVA 

필름의 팽윤도 값이 조절되어 후에 얇고 가느다란 이중층을 제조했

을 때 0.8 – 6.2 mm 사이의 지름을 갖는 다양한 크기의 코일로의 형

태 변형이 가능하였다. 여기서 제조된 Ta-PVA는 앞서 제조했던 Ta-

PAA, TIBOM-PAA와 마찬가지로 X선에서 사람의 뼈와 유사한 수준

으로 관측이 가능하였다. 유리관 동맥류 모델을 이용한 색전 실험을 

할 때는 지름이 5, 8, 10 mm인 것을 사용하였고 박동형 폄프를 연결

하여 물을 공급해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때 동맥류 크기에 따

라 Ta-PVA 이중층 가닥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여러 개를 PVP 용액으

로 코팅한 다발을 사용하였다. 가장 효율적인 색전 방법을 찾기 위

해 다양한 크기의 코일을 조합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 동맥류 지

름과 유사한 크기의 코일을 먼저 삽입하여 동맥류 내벽을 감싸듯이 

채운 후 작은 코일로 공간을 채우거나 아예 처음부터 작은 코일만 

삽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유리 동맥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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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서의 폐색 치밀도 값은 실험 방법에 따라 지름 5 mm 모델의 경

우 31 – 45%, 8 mm 모델의 경우 41 – 66%, 10 mm 모델의 경우 32 – 54% 

가량이 나왔다. 

앞서 제조한 고분자 색전 코일을 동물 혈관에 적용하기 위해 각 

방법 및 물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동물 실험에 적합한 물질을 선

정하였다. Ta-PAA 및 TIBOM-PAA로 제조한 색전 코일은 포토리소그

래피 방법을 이용한 덕분에 폭 0.1 mm, 두께 0.07 mm의 아주 가늘고 

얇은 가닥의 형태로 이중층을 제조할 수 있어 미세 혈관으로의 응

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 얇고 가늘어 기계적인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고 시술 시 다루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그

리고 크게 제조하기 힘들어 정확한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기도 힘들

었다. 반면에 Ta-PVA로 제조한 색전 코일은 필름을 접착하여 칼로 

잘라야 하기 때문에 포토리소그래피를 이용할 때만큼 가늘고 얇게 

만들 수 없었다. 실험할 때 사용한 Ta-PVA 이중층 가닥은 폭 0.4 mm, 

두께 0.1 mm로 아주 미세한 혈관까지는 적용시키기 힘들어 보이지

만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여 시술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Ta-PVA 필름의 인장 시험을 시행해본 결과 탄성률이 건조 상태에서

는 8 – 9 GPa로 아주 경도가 높아 시술 시 다루기가 용이하며, 물을 

최대로 흡수한 상태에서는 1 – 11 MPa로 부드러운 하이드로젤 상태가 

되어 병변 부위에 삽입한 후에 혈관 내벽에 무리를 가하지 않고 자

리잡기에 적절한 물성을 지니게 된다.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할 때에

는 Ta-PVA 이중층 코일을 사용하였는데, 그 전에 생체 적합성 확인

을 위해 독성 및 용혈성 시험을 시행하여 생체 실험을 하기에 적합

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동물 실험은 실험용 개의 신동맥에 동맥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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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으로 생성시켜 시술을 진행하였다. 두 개의 동맥류에 색전술

을 시행하였는데 하나는 지름이 3.5 mm와 6.0 mm인 두 개의 구형이 

가로로 붙어있는 형태였고, 다른 하나는 폭이 7.0 mm, 길이가 각각 

7.0 mm, 9.0 mm인 두 개의 길쭉한 구형이 세로로 붙어있는 형태였다. 

시술 결과 첫 번째 동맥류는 54.6%, 두 번째 동맥류는 55.0% 가량의 

폐색치밀도를 보였으며 폐색 후 액체 조영제 주입 시 동맥류 내부

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체외 모형 및 체내 혈관의 

색전 실험에서 기존에 독보적으로 많이 쓰이는 색전 물질인 GDC 

코일의 평균 폐색 치밀도인 32% 보다 높은 값이 나와 Ta-PVA 색전 

코일의 색전 효율이 충분히 좋다고 판단된다. 더 많은 체내 실험 및 

경과 관찰, 임상 실험 등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

들이 많지만 본 연구를 통해 Ta-PVA 코일의 새로운 색전 물질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PVA와 PNIPAM을 IPN 구조로 제조하여 팽윤 및 온도 

변화에 반응해 형태 변형을 일으키는 이중층 필름을 제조하였다. 

PNIPAM은 대표적인 온도 감응형 고분자로 쓰이는 물질이지만 기계

적 물성이 너무 약해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으며 PNIPAM의 물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PVA 본연의 우수한 기계적 물성에 주목해 이를 유지하면서 

PNIPAM의 온도 감응 성질을 갖는 필름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PVA

를 먼저 가교시켜 필름으로 만든 후 NIPAM 용액을 흡수시켜 중합 

반응을 통해 IPN을 형성함으로써 최초 PVA와 유사한 기계적 물성

을 갖는 IPN 필름을 만들 수 있었다. PVA/PNIPAM IPN 필름의 건조 

상태에서의 탄성률은 4.1 – 5.4 GPa 가량으로 공업용 플라스틱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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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의 강한 경도를 가지며, 최대 팽윤 상태에서의 탄성률은 1.9 

– 8.1 MPa 가량으로 일반적인 하이드로젤에 비해 아주 높은 값을 보

였으며 물성이 향상된 PNIPAM의 연구 사례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이었다. 이렇듯 PVA와 유사한 기계적 물성을 가졌지만 PVA와는 다

르게 PNIPAM의 LCST를 기준으로 고온과 저온에서 서로 다른 팽윤

도 값을 나타내 온도 감응 성질도 가졌음을 확인하였다. 서로 다른 

팽윤도를 지닌 PVA와 IPN 필름을 접착시켜 이중층으로 만들면 수

중 환경에 노출 되었을 때 팽윤에 의해 형태 변형을 일으키며 온도

가 변화할 때 또 한번 형태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PVA와 IPN 필름

의 기반이 되는 PVA의 가교제 함량을 다르게 하여 팽윤도를 조절하

였고 이들을 조합해 다양한 크기로 굽힘 변형을 일으키는 이중층 

필름을 제조하였다. 우선은 이중층을 가느다란 가닥으로 잘라 굽힘 

시 형성되는 원 모양의 직경을 확인하였고, 온도 변화에 따라 그 크

기가 달라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이중층 필름을 팔

이 여덟 개 달린 불가사리 모양으로 만들어 굽힘 변형에 의해 적당

한 크기의 물체를 잡았다가 온도가 변화하면 다시 놓을 수 있는 기

구를 제조하였으며 고분자 이중층 필름보다 훨씬 무거운 물체도 들

어올릴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물을 흡수하여 부피 팽창을 일으키는 고분

자 물질을 사용하여 이중층 형태로 만들어 수중 환경에서 형태 변

형을 일으키는 고분자 구조체를 제조하였다. 이들의 구조 및 특성 

분석을 통해 특정 분야로의 이용 가능성을 판단하였는데, 그 중에서 

혈관 폐색용 색전 물질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계적 물

성이 향상된 온도 감응형 고분자 필름을 만들어 수분의 흡수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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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변화에 따라 두 단계로 형태 변형을 일으키는 고분자 이중층 

구조체를 제조하여 수중 환경에서 온도 변화에 따라 집게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보였는데, 이 뿐만 아니라 수분의 여부와 온도의 변화

에 따라 형태 변형이 필요한 다른 분야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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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lymer materials that exhibit shape deformation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could be applied to various soft biomedical 

materials. Many hydrophilic polymers are used because it is mainly caused by 

volume change due to water absorption/discharge in aqueous media, and 

various manufacturing methods can be used as needed. In this study, it was 

fabricated as a bilayer which is one of the structures that can induce shape 

deformation by using polymers such as PVA, PAA, and PNIPAM. After 

analyzing their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ther application possibilities were 

suggested. 

Polymer bilayer films were prepared using two methods with the purpose of 

producing embolic coils for the treatment of vascular diseases. First, AA was 

polymerized by photolithography. The swelling degree of crosslinked PAA 

could be controlled by the amount of PEGDM as a crosslinking agent. The 

shape deformation from thin and narrow strips to coils with various bending 

diameters occurred when PAA was fabricated in a bilayer. In addition, TIBOM 

and Ta particle were added to give radiopacity, and it could be observed in X-

rays at a similar level to human bones. In order to confirm the embolization 

efficiency of the PAA coil, the aneurysm model made of glass tube with water 

supply was used. It showed a higher packing density than the conventional 

embolization method. 

Secondly, film stacking method was used. A thin Ta-PVA film was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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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mixture of PVA and Ta solutions, and the swelling degree of the Ta-

PVA film was controlled by the amount of GA as a crosslinking agent. The 

shape deformation from thin and narrow strips to coils with various bending 

diameters occurred when Ta-PVA films were stacked in a bilayer. It also has a 

radiopacity suitable for observation in X-rays. Experiments using glass 

aneurysm models were carried out with various sizes of coils and it was 

confirmed that proper combination of large coils and small coils was the most 

efficient. Ta-PVA coils were judged to be biocompatible from the cytotoxicity 

and hemolytic test, and they were used in subsequent animal experiments. Coil 

embolization tests were performed by forming an aneurysm in the blood vessel 

of a dog. The results showed improved packing density compared to GDC. 

Finally, bilayer films with shape deformation in response to swelling and 

temperature changes were prepared from PVA and PVA/PNIPAM IPN films. 

The IPN films exhibited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similar to pure PVA 

films and swelling ratios varied with temperature change. The bilayers made 

from PVA and IPN films showed different bending diameters according to 

temperature.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grip and move a specific object when 

it was fabricated in starfish-shaped with many arms. 

 

Keywords: Shape deformation polymer, Embolization, Embolic material, 

        Poly(vinyl alcohol), Poly(acrylic acid), Poly(N-isopropylacryl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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