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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이렇게 감사의 글을 쓰는 이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로 올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전공의 

시절부터 시작해서 펠로우 시절과 지금에 이르기까지 학자로서의 본을 

보여 주시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신 최홍식 교수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석사 학위 때부터 기꺼이 심사를 

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호 교수님과 바쁜 시간을 할애해 

심사를 해주신 박형우 교수님, 박종철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무엇 보다도 불쑥 찾아온 대학원생에게 많은 시간을 내주시고 

정리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다듬어서 좋은 실험의 밑그림을 그려 주신 

서활 교수님이 없었다면 이 연구는 완성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멋진 스캐폴드를 만들어 주신 의용공학교실의 박시내 교수님도 

본 연구의 숨은 연구자 입을 밝혀둡니다. 한편, 이 번 연구의 실험을 

진행하면서 이대목동병원 식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실험 자체의 진행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연구처럼 열심히 동물 실험을 함께 

해준 이비인후과 이자현 선생님은 아마도 이 번 실험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탠 한 명일 것입니다. 마취 방법을 자문해 주신 이희승 

교수님, 수술 도구를 챙겨주신 수술방의 박은옥 과장님, 홍미경 간호사, 

양경희 간호사, 오랜 기간 동안 실험동물을 관리해준 동물 실험실의 

민순영 선생님께도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맘을 전합니다. 또한 

해부학교실의 박수연 교수님과 김남식 선생님은 아름다운 조직표본으로 

연구의 대미를 장식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감사드릴 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지면을 핑계로 미처 다 적지 못하고 마음으로 대신 

하려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위 논문을 마친 이 기쁨을 이제까지 저를 위해 묵묵히 

기도로 후원해주신 부모님, 장인 장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저의 아내 

현정과 학위 기간 중에 태어난 저의 아들 예준이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모든 감사하는 이들을 예비 해 두셨다가 연구의 

필요한 순간 순간에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이 기쁨과 영광을 모두 

돌립니다.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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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국문요국문요국문요약약약약 

 

개 동물모델에서 Polyethylene glycol(PEG)을 결합시킨 

Polyurethane(PU) 인공기관을 이용한 기관 재건술 

 

연구연구연구연구    목적목적목적목적: 외상, 종양등에 의한 기관 손상의 재건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체에 친화적이면서 수혜자의 조직 제공이 필요 없는 인공물질만으로 

구성된 인공기관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Bi-layered porous-dense film polyurethane 을 골격으로 

삼고 그 내면에 polyethylene glycol을 코팅하여 계면활성제로 작용하게 

구성한 스캐폴드를 제작하였다. 이 스캐폴드를 2X2 cm 크기의 패취 

형태와 지름 2cm 길이 4cm 크기의 튜브형태로 만든 후 각각 3 마리의 

beagle 에게 이식하였다. 술 후 1 주, 4 주, 8 주, 12 주에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접합부의 상태, 가피 형성, 육아종 형성 정도를 관찰하였고 술 

후 4 주, 8 주, 12 주에 각 실험 동물을 희생 시킨 후 조직을 체취 하여 

H-E 염색과 전자 현미경 검사를 시행하여 접합부위의 상태, 점막의 

재생정도를 확인하였다.  

결과결과결과결과: 패취형 이식의 경우 모든 실험 동물이 기대 기간 동안 

생존하였으며 원형의 골격을 제대로 유지하였다. 4주 이후의 내시경 

검사에서 스캐폴드 표면위로 점막이 형성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조직검사 소견에서는 정상기관으로부터 섬유조직이 polyurethane의 

다공 구조로 성장해 들어가 생물학적 결합이 이루어 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섬유조직의 양은 수술 후 기간이 길수록 증가하였다. 또한 

전자현미경 검사에서 섬모가 형성된 정상적인 위중층원주섬포상피 

형태의 호흡점막상피의 재생을 확인 하였다. 튜브형 이식의 경우 술 후 

4주를 전후해서 스캐폴드와 정상기관의 분리 및 염증이 발생하여 실험 

동물을 모두 희생하였다. 

결론결론결론결론: Bi-layered polyethylene grafted polyurethane 스캐폴드는 기관 

손상을 재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인공기관 물질이다. 

핵심 되는 말 : 기관, 재건수술, 폴리우레탄,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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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동물모델에서 Polyethylene glycol(PEG)을 결합시킨 

Polyurethane(PU) 인공기관을 이용한 기관 재건술 

 

<지도교수 최최최최    홍홍홍홍    식식식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김김김        한한한한        수수수수 

    

I. I. I. I. 서론서론서론서론 

선천적인 원인 또는 종양, 외상에 의한 기관 손상 또는 기관협착에 

대한 치료는 발생원인, 환자의 나이, 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손상 부위의 크기, 특히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기관 벽의 

일부만 손상이 있을 경우 그 부위를 제거한 후 크기가 작을 경우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각종 피판을 이용하여 재건하여 준다. 그러나 기관협착과 

같이 기관의 내경 모두가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변 부위를 절제한 후 

단단 문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협착 

부위가 5cm 이상을 초과하면 적용하기가 힘들다.1 따라서 소아에서 

발생한 선천성 기관협착과 같이 병변의 길이가 긴 경우나 성문하 협착이 

동반된 경우에는 각종 연골을 이용한 기관 성형술이나, 기관동종이식 

등의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수술 방법이 복잡하고 여려 단계의 

수술이 필요하며 자가 조직 체취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 등의 단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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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표준적인 치료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2,3 이처럼 

환자의 자가조직을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인공재료를 이용한 인공 기관의 제작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인공 기관들은 점막 재생이 불량하며 염증에 취약하고 육아조직의 

형성, 접합부위의 분리, 주위 조직의 손상 및 재협착 가능성이 높아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4,5,6 그러나 최근 들어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tissue engineering & regerative medicine) 

기반의 인공장기 개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재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체 조직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연골 및 기관의 제작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7,8,9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 또한 기존 생체 조직을 이식 한 후 조직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시술을 해야 하거나,6 성체세포배양 7,8 또는 

배아세포 추출 후 성장인자를 주입 하면서 오랜 기간 배양하는 

준비단계가 필요한 등 단점들이 있어 10,11 임상에서 간단히 필요 시에 

곧바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보다 인체에 친화적이면서 

준비단계가 필요 없는 간단한 인공기관의 제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전 연구를 고찰해 보면 이제까지의 인공기관 제작의 관건은 첫째, 

정상기관의 연골역할을 하는 원통형의 골격(framework) 제작과 둘째, 

원통의 골격 안에 육아조직 및 반흔 형성이 가능한 적게 일어나면서 

점막섬모운동이 일어나는 호흡상피세포점막의 재생을 유도하는 것이다.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녹아 흡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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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glycol acid/polylactic acid, malar mesh 와 같은 각종 

스캐폴드(scaffold)에 연골성장을 위한 성인 혹은 배아줄기세포를 

주입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9 아니면 polypropylene 과 같이 그 자체가 

골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을 이용한 후 점막 재생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12 한편,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강 

점막, 대망(omentum)등 타 부위에 존재하는 점막을 이식하는 방법 6, 

또는 필름 형태의 스캐폴드에 성인 혹은 배아줄기세포를 주입하여 

점막세포로 분화를 시킨 후 외부 골격에 부착하여 이식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어 왔다. 

이런 기존의 방법들의 단점은 그 방법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 

복잡하고 줄기세포의 경우 긴 배양시간이 필요하며 자가 점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사용할 수 없고 생체 내에 미리 이식을 

해두었다가 활성화 조직으로 만드는 시간이 수주에서 수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임상에서 좀더 유용하며 간편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골격과 점막의 

구성이 일체형이어야 하며 별도의 조직 배양이나 이식의 과정 없이 필요 

시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폴리우레탄(Polyurethane, PU)은 명칭 그대로 우레탄의 고분자 

집합체로서 첨가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강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 자동차 내장제, 접착제, 합성고무, 발포체, 섬유, 방수제, 

카페트등 일상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13  폴리우레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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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은 그 넓은 사용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무와 같은 탄성 및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금속과 같은 내구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플라스틱에 비해 한 층 높은 충격저항성을 가지면서도 

탄성기억력(elastic memory)은 높다.14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최근 들어 

피부 드레싱 재료,15 인조혈관 및 각종 카테터 16,17,18 등 다양한 

의료재료로 사용되고 있다.19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관의 외부 골격 

재료로서  PU는 좋은 후보 물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폴리에틸렌 글라이콜(Polyethylene glycol, PEG)과 폴리에틸렌 

옥사이드(Polyethylene oxide, PEO)는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테르(polyether) 중에 가장 중요한 물질의 하나로 서로 연쇄 

길이(chain length)와 말단기(end group)만 다를 뿐 동일한 구조를 가진 

중합체이다. PEG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데 반해 PEO는 낮은 녹는점을 

가진 고체 상태(low-melting solid)로 존재하는데 그 점성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PEG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야는 

각종 윤활제의 기본 물질이며 피부외용제의 기본 물질로도 널리 

사용된다.20 PEG는 물, 메탄올, 벤젠등에 용해되는데 특이한 특성중의 

하나가 소수성 분자(hydrophobic molecule)와 결합하여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non-ionic surfactant)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또한 단백질 

전달물질로서도 작용하는데 일종의 서방형 제제로 작용하여 약물이나 

단백질이 체내에서 서서히 분비되도록 한다.21 따라서 PEG를 PU 내부에 

접합하여 일종의 계면 활성제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가피 및 육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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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이 줄어 들고 주위로부터 정상 호흡점막 상피세포가 성장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저자는 상기한 

두 물질을 이용하여 기관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 기관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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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인공기관의인공기관의인공기관의인공기관의    제작제작제작제작    

가가가가. . . . 다공성다공성다공성다공성    폴리우레탄폴리우레탄폴리우레탄폴리우레탄    스캐폴드스캐폴드스캐폴드스캐폴드    제작제작제작제작 (Porous PU scaffold) (Porous PU scaffold) (Porous PU scaffold) (Porous PU scaffold)    

인공 기관이 주위 정상 기관과의 생물학적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위 정상 점막 및 기관에서 스캐폴드 내로 섬유 조직 등이 

성장해 들어와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 다공성 형태의 스캐폴드를 

제작하였다. 폴리우레탄(Polyurethane, Tecoflex, Thermedics, Woburn, 

MA, U.S.A.)을 클로로폼 용액 (Sigma, St. Louis, MO, U.S.A.)에 

용해하여 농도 12%의 용액을 만들었다. 이후 이 용액에 NaCl:PU 의 

비율이 9:1 이 되도록 염화 나트륨을 첨가하고 두 물질이 잘 섞이도록 

저어주었다. 이 PU-salt 혼합체를 판유리 위에 올린 후 25°C 의 

후드에서 24 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건조가 끝난 후 혼합체를 증류수로 

조심스럽게 세척하여 염화나트륨을 제거 하였다. 

    

나나나나. . . . 오존오존오존오존    처리처리처리처리    및및및및 PE PE PE PEG G G G 표면표면표면표면    이식이식이식이식 (Ozonation and PEG grafting) (Ozonation and PEG grafting) (Ozonation and PEG grafting) (Ozonation and PEG grafting)    

오존이 있는 챔버에 위에서 만들어진 PU 스캐폴드를 놓고 1시간 

동안 오존처리를 하였다. 오존의 형성은 건조 산소를 유압 0.35 kgf/cm2, 

전류 5 Amp, 유속 5 LPM (Litter per minute)으로 설정한 후 오존 

형성기 (Ozonepia Ozone Generator, Sei Myung Techron Co.LTD, 

Seoul, Korea)로 통과시켜 만들었다.  

메톡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Methoxy Polyethylene Gly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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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AM 2000, Sunbio, Anyang, Korea)을 증류수에 녹여 10% 

용액으로 만든 후, 이 용액에 오존 처리된 스캐폴드를 담그고 50°C에서 

24시간 동안 두어 PEG를 표면 이식하였다. 표면 이식의 확인은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PHI 5700, Physical Electronics, 

Chanhassen, MN, USA) 의 Electron spectroscopy for chemical 

analysis (ESCA)를 이용하였다. 

    

다다다다. . . . 양층양층양층양층    구조의구조의구조의구조의    스캐폴드스캐폴드스캐폴드스캐폴드    제작제작제작제작    

다공성 스캐폴드 만으로는 원형의 골격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힘을 갖기 어렵고 스캐폴드가 정상 기관과의 생물학적 접합은 필요하나 

주위 근육등의 조직에서 스캐폴드 내로 섬유조직이 성장해 들어오면 

기관과 주위 조직 사이에 일종의 유착이 발생하여 삼킴과 같이 후두가 

상승하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고 충분한 

힘을 가지기 위하여 무공성의 단단한 PU 필름을 한 쪽에 접착하여 양층 

구조(Bi-layered)의 스캐폴드를 제작하였다(Fig.1).  

‘가’의 단계와 같이 폴리우레탄을 클로로폼 용액에 용해하여 농도 

12%의 용액을 만든 후 판유리 위에 부었다. 이 용액 위에 ‘나’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PEG가 접착된 다공성 스캐폴드를 띄어서 25°C 의 

후드에서 24시간 동안 건조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층 구조의 

스캐폴드를 자외선 살균기에서 4시간 동안 살균하였다. 만들어진 

스캐폴드의 형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자 현미경(FESEM H800, Hita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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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 Japan) 촬영을 하였다.  

    

    

Figure 1Figure 1Figure 1Figure 1.Scheme of the biScheme of the biScheme of the biScheme of the bi----layered PEG grafting PU scaffold. layered PEG grafting PU scaffold. layered PEG grafting PU scaffold. layered PEG grafting PU scaffold. PEG is 

coated onto inner lumen side and dense PU film is attached to outer 

surface of porous PU matrix. PEG: Polyethylene glycol, PU: 

Polyurethane 

 

 

PEG PEG PEG PEG 

Porous Polyurethane matrix 

(pore size: 200 μm) 

Dense film Polyurethane matrix 

Surface grafting: 

Polyethylene gly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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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동물실험동물실험동물실험동물실험    

가가가가. . . . 패취패취패취패취(Patch) (Patch) (Patch) (Patch) 형형형형    스캐폴드스캐폴드스캐폴드스캐폴드    이식이식이식이식        

10 kg 정도의 수컷 beagle 3 마리를 이용하였다. Ketamine 

chloride(유한, 서울, 한국) 100 mg(2 ml)과 Xylazine chloride(바이엘 

코리아, 서울, 한국) 24 mg(1 ml)를 혼합하여 좌측 하지 대퇴부에 

근주하여 마취를 유도 한 후 7 번 기관내튜브를 삽관하였다. 이 후 

흡입마취제인 Enflurane(중외, 서울, 한국)과 NO, O2 혼합 가스로 

마취를 유지하였다.  

수술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Fig.2). 

(1) 경부 중앙을 수직 절개하여 기관 및 후두를 노출시켰다. 

(2) 후두로부터 최소 4 개의 기관륜을 남겨둔 후 2 x2 cm 크기로 

전방 기관연골을 절제하였다. 

(3) 절제된 부위에 2 x2 cm 크기의 스캐폴드를 vicryl 4-0 

봉합사(Johnson & Johnson, New Brunswick, NJ, USA)를 

이용하여 이식하였다. 

(4) 접합부위에 fibrin glue(Green plast®, 녹십자, 용인, 한국)를 

도포하였다. 

(5) 수술창 부위를 nylon 4-0 봉합사(Johnson & Johnson, New 

Brunswick, NJ, USA)를 이용하여 봉합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11 

Figure 2Figure 2Figure 2Figure 2.Transplantation of patch scaffold. Transplantation of patch scaffold. Transplantation of patch scaffold. Transplantation of patch scaffold. 2 X 2 cm sized PEG 

grafted PU scaffold was transplanted into anterior tracheal ring after 

resection of tracheal cartilages. Vicryl was used for suture and fibrin 

glue was spread over the scaffold. PEG: Polyethylene glycol, PU: 

Polyurethane 

 

 

수술 시작 30 분 전에 정주용 항생제 cefpyramid (유한, 서울, 

한국) 500 mg 을 정주 하였으며 수술창은 포비돈 용액을 이용하여 

매일 1회씩 시행하였다. 발사는 수술 후 7 일째 하였다.  

 



 12 

나나나나. . . . 튜브튜브튜브튜브(Tube) (Tube) (Tube) (Tube) 형형형형    스캐폴드스캐폴드스캐폴드스캐폴드    이식이식이식이식        

10 kg 정도의 수컷 beagle 3마리를 이용하였다. Ketamine chloride 

100 mg(2 ml)과 Xylazine chloride 24 mg(1 ml)를 혼합하여 좌측 하지 

대퇴부에 근주하여 마취를 유도 한 후 7 번 기관내 튜브를 삽관하였다. 

이 후 흡입마취제인 Enflurane 과 NO, O2 혼합 가스로 마취를 

유지하였다.  

수술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Fig.3,4). 

(1) 경부 중앙을 수직 절개하여 기관 및 후두를 노출시켰다. 

(2) 후두로부터 최소 4 개의 기관륜을 남겨둔 후 4cm 길이로 

기관을 절제하였다.  

(3) 스캐폴드를 원통형으로 말아서 튜브 형태로 만든 후 남아 

있는 기관과 vicryl 4-0 봉합사를 이용하여 고식적인 

기관단단문합술의 방법대로 접합하였다. 

(4) 접합부위에 fibrin glue를 도포하였다. 

(5) 수술창 부위를 nylon 4-0 봉합사를 이용하여 봉합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수술 시작 30 분 전에 정주용 항생제 cefpyramid 500 mg 을 

정주 하였으며 수술창은 포비돈 용액을 이용하여 매일 1 회씩 

시행하였다. 발사는 수술 후 7 일째 하였다. 상기의 모든 실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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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험동물 관리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목동병원 실험 

동물실의 규정에 따랐다.  

Figure 3Figure 3Figure 3Figure 3.Transplantation of the tubular scaffold. Transplantation of the tubular scaffold. Transplantation of the tubular scaffold. Transplantation of the tubular scaffold. 4 cm length tracheal 

ring was resected and tubular scaffold was inserted into tha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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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Figure 4Figure 4Figure 4.Scheme of the biScheme of the biScheme of the biScheme of the bi----layered PEG grafting PU Scaffold. Tubular layered PEG grafting PU Scaffold. Tubular layered PEG grafting PU Scaffold. Tubular layered PEG grafting PU Scaffold. Tubular 

typetypetypetype. . . . PEG: Polyethylene glycol, PU: Polyurethane 

 

    

Outer framework: 
Polyurethane 

Inner coating: 
Polyethylene glycol 

R = 2cm 

L = 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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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내시경내시경내시경내시경    관찰관찰관찰관찰    

각 실험 동물을 술 후 7, 28, 56, 84일째에 Ketamine chloride 100 

mg(2 ml)과 Xylazine chloride 24 mg(1 ml)를 혼합하여 좌측 하지 

대퇴부에 근주하여 마취를 유도 한 후 7번 기관내튜브를 삽관하였다. 이 

후 흡입마취제인 Enflurane 과 NO, O2 혼합 가스로 마취를 유지하면서 

기관내튜브를 통하여 0 도 내시경(ENT50, Karl Storz, Tuttlingen, 

Germany)을 삽입하여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내시경을 

통해 접합부위의 상태, 점막의 재생정도, 가피 및 육아조직 

형성정도를 확인하였다. 

 

라라라라. . . . 조직검사조직검사조직검사조직검사    

각 실험 동물을 술 후 28, 56, 84 일째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동물실험실의 규정에 따라 희생 시킨 후 윤상연골 하방부터 스캐폴드 

이식부 하방으로 정상 기관륜을 충분히 포함시킨 후 조직을 체취하였다. 

이 후 Hematoxylin-eosin (H-E) 염색 및 Masson-trichrome 염색을 

시행하여 접합부위의 상태, 점막의 재생정도, 염증반응 정도를 확인 

하였으며 전자현미경 촬영(FESEM H800, Hitachi, Tokyo, Japan) 을 

시행하여 미세한 형태학적 변화와 점막재생 여부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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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과결과결과결과     

1. B1. B1. B1. Biiii----layered PEG grafting PU scaffoldlayered PEG grafting PU scaffoldlayered PEG grafting PU scaffoldlayered PEG grafting PU scaffold    

가가가가. . . . 전자현미경전자현미경전자현미경전자현미경    소견소견소견소견        

제작된 스캐폴드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 현미경 촬영을 

하였다. 다공성 재질의 스캐폴드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오존처리를 통해 표면이 다소 거칠어 졌으나 PEG 이식 후 표면이 

이전에 비해 매끄러워 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5).  

전체 스캐폴드의 두께는 약 3.2 mm였으며 외측의 무공성의 단단한 

PU 필름의 두께는 약 165 μm 로 전체 두께의 10%를 넘지 않았다. 

필름의 표면에는 구멍이 만들어 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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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5555.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sss    (SEM) (SEM) (SEM) (SEM) of of of of the surface of the surface of the surface of the surface of PU PU PU PU 

scaffold.scaffold.scaffold.scaffold.    (A)-(C) shows the surface morphology of the untreated PU 

scaffold observed with SEM at the magnifications of ×100, ×200, and 

×500 respectively. (D)-(F) represents the surface morphology of the 

PU scaffold ozonated for 1 hour at the same magnifications. (G)-(I) 

represents the PEG grafted surface of the bi-layered PU scaffold 

also at the same magnifications. The surface of PU scaffold, which 

was relatively smooth before, demonstrated a morphological change 

after being ozonated for an hour. The PEG grafted surface exhibits 

smoother texture compared to the ozonated surface. PEG: 

Polyethylene glycol, PU: Polyur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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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6666.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sss of of of of the PEG the PEG the PEG the PEG----graftedgraftedgraftedgrafted    bibibibi----

layered layered layered layered PU scaffold.PU scaffold.PU scaffold.PU scaffold.    (A) shows the cross-section of the PEG-grafted 

bi-layered PU scaffold at the magnification of ×25. Asterisks indicate 

the non-porous membrane formed with dense PU film. The thickness 

of the whole PU scaffold is about 3.2 mm and that of the dense film is 

about 165 μm. (B) is the scanning electron micrographic view of 

cross-section of the scaffold observed at an angle for the three 

dimensional view of the dense film attached to the porous layer. The 

magnification factor is ×50 and the area with asterisks indicates the 

surface of the non-porous PU membrane. Firm attachment between 

the porous layer and the film is observed. (C) represents the non-

porous PU membrane surface of the bi-layered PU scaffold at the 

magnification of ×100. The PEG-grafted surface is poreless to 

prevent cell attachment and penetration to this side of the scaffold. 

PEG: Polyethylene glycol, PU: Polyurethane 

****    

****    ****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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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XXXX----ray photoelectron ray photoelectron ray photoelectron 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spectroscopyspectroscopyspectroscopy (XPS): Electron  (XPS): Electron  (XPS): Electron  (XPS): Electron spectroscopyspectroscopyspectroscopyspectroscopy    

for chemical analysis (ESCA) for chemical analysis (ESCA) for chemical analysis (ESCA) for chemical analysis (ESCA) 소견소견소견소견 

PEG의 표면 이식의 확인을 위해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 Electron spectroscopy for chemical analysis 

(ESCA)를 시행 하였다. 한 시간 동안의 오존 처리를 통해 스캐폴드 

표면의 산소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PEG 이식 후에는 산소와 탄소의 

농도가 더 증가하였으며(Fig.7), C1S spectra 분석에서도 O-C=O (Bond 

energy: 289.0 ± 0.2 eV) 원자기가 PEG 이식 후에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Fig. 8). 이런 현상은 PEG가 3개의 탄소원자와 한 개의 

산소원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스캐폴드에 PEG가 제대로 이식된 

것을 증명하는 소견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ESCA 의 결과에서도 PEG 

이식 후에 탄소 원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Table 1. ESCA atomic percentage values for PU scaffold with different Table 1. ESCA atomic percentage values for PU scaffold with different Table 1. ESCA atomic percentage values for PU scaffold with different Table 1. ESCA atomic percentage values for PU scaffold with different 

treatmentstreatmentstreatmentstreatments    

 C (%)C (%)C (%)C (%)    O (%)O (%)O (%)O (%)    

NonNonNonNon----treatedtreatedtreatedtreated    79.31 20.69 

OOOO3333 treated for 1 hour treated for 1 hour treated for 1 hour treated for 1 hour    73.49 26.51 

OOOO3333 and PEG grafted and PEG grafted and PEG grafted and PEG grafted    74.07 25.93 

ESCA:    Electron spectroscopy for chemical analysis 

PU: Polyurethane, PEG: Polyethylene gly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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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7777. . . . XPS Spectra of the three surfaces. XPS Spectra of the three surfaces. XPS Spectra of the three surfaces. XPS Spectra of the three surfaces. A: Non-treated PU 

scaffold; B: PU scaffold ozonated for an hour; C: PEG-grafted PU 

scaffold. The ozonation of PU has increased the oxygen composition 

of the surface. (C) shows that the oxygen and carbon intensities are 

further increased after PEG grafting. The increase in both carbon and 

oxygen intensities after grafting of PEG is an expected pattern as the 

PEG monomer employed contains three carbon atoms and one 

oxygen atom.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PU: 

Polyurethane, PEG: Polyethylene glycol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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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8888. . . . CCCC1S1S1S1S Spectra of the three surfaces.  Spectra of the three surfaces.  Spectra of the three surfaces.  Spectra of the three surfaces. A: Non-treated PU 

scaffold; B: PU scaffold ozonated for an hour; C: PEG-grafted PU 

scaffold. After surface modification by ozonation, ,it can be seen that 

the highest peak on spectrum (B) shows a slight shift towards 287 eV 

(see the arrow) compared to 288 eV on spectrum (A), and this is due 

to the formation of  -C-O- (Bond energy: 286.6 ± 0.2 eV) and -

C=O (Bond energy: 287.8 ± 0.2 eV) groups.  Intensity of the peak at 

289 eV on spectrum (C) shows an obvious increase compared to that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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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pectrum (A).  This indicates that the presence of -O-C=O (Bond 

energy: 289.0 ± 0.2 eV) groups is increased on the PU surface, and 

this confirms the PEG grafting.    PU: Polyurethane, PEG: Polyethylene 

gly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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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동물실험동물실험동물실험동물실험    

가가가가. . . . 내시경내시경내시경내시경    관찰관찰관찰관찰    

수술 후 7일 째와 28, 56 일째에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패취형 

이식의 경우 술 후 7일째에는 이식한 스캐폴드를 기관의 내강에서 관찰 

할 수 있었으나 육아종, 가피의 형성은 심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술 후 

28일 째 검사에서는 스캐폴드의 표면에 점막 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관찰 되었으며 56일 째 검사에서는 점막재생이 완성되어 이식 

부위의 구분이 잘 되지 않았으며 기관연골이 없는 것으로 이식부위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9). 실험 동물의 내시경 소견의 요약은 Table 

2와 같다. 

튜브형 이식의 경우 패취형 이식에 비해 접합부의 육아종 형성이 

일반적으로 좀 더 심하였다. 수술 7일 후 내시경검사에서 양측 접합부의 

육아종이 관찰되었으나 원통형의 기관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험동물 4의 경우 술 후 26일째, 실험동물 5의 경우 술 후 25일 째, 

실험동물 5의 경우 술 후 27일째 과도한 객담배출과 기침이 증가하여 

시행한 내시경 검사에서 스캐폴드와 기관의 접합부위의 분리가 관찰되어 

실험동물을 희생하였다. 부검결과 이식부 주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화농성 변화가 있었으며 봉합에 이용된 봉합사는 모두 탈락되어 있었고 

스캐폴드와 기관사이의 생물학적 결합은 관찰할 수 없었다. 또한 기관 

접합부는 육아종이 형성되어 기관협착이 발생 되어 있었다(Fi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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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9999. . . . Endoscopic findings of the transplantation of patch scaffold.  Endoscopic findings of the transplantation of patch scaffold.  Endoscopic findings of the transplantation of patch scaffold.  Endoscopic findings of the transplantation of patch scaffold.  

A: One week after surgery, white graft material is seen anterior 

tracheal mucosa (arrow). Granulation is not so severe. B: One month 

after surgery, graft material has been covered with mucosa (arrow). 

C: Two month after surgery, the mucosa has restored completely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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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10101010. . . . Endoscopic and gross findings of the transplantation of Endoscopic and gross findings of the transplantation of Endoscopic and gross findings of the transplantation of Endoscopic and gross findings of the transplantation of 

tubular scaffold. Animal No. 4. tubular scaffold. Animal No. 4. tubular scaffold. Animal No. 4. tubular scaffold. Animal No. 4. A: One week after surgery, granulation 

is seen anterior portion, but tubular framework was well maintained. 

B: Twenty-six days after surgery, circular narrowing of trachea 

which induced by granulation is observed at distal transplanted 

portion. C: At proximal portion, a disruption between trachea and 

scaffold is noted. D: There is infection around the scaffold.  

AAAA    

CCCC    

BBBB    

DDDD    



 27 

Table 2. Summary of the endoscopiTable 2. Summary of the endoscopiTable 2. Summary of the endoscopiTable 2. Summary of the endoscopic c c c findingsfindingsfindingsfindings in animal experiment in animal experiment in animal experiment in animal experiment    

Endoscopic findings 
No Graft Complication 

1 week 1 month 2 month 3 month 

1 Patch None Good Good Not done Not done 

2 Patch Hematoma Edema Good Good Not done 

3 Patch None Good Good Good Good 

4 Tube None 

Edema/ 

Granulation 

Granulation/ 

Disruption 

Not done Not done 

5 Tube 

Wound 

dehiscence 

Granulation 

Granulation/ 

Disruption 

Not done Not done 

6 Tube None Edema 

Granulation/ 

Disruption 

Not done Not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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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조직검사조직검사조직검사조직검사    

실험 계획에 따라 패취형 이식을 시행한 실험 동물을 술 후 28일, 

56일 84일째에 희생시킨 후 윤상연골 하방부터 스캐폴드 이식부 

하방으로 정상 기관륜을 충분히 포함시킨 후 조직을 체취 하였다. 

스캐폴드의 이식부위가 정상 부위에 비해 약간 내경이 좁아진 소견이 

있었으나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기관 내강은 점막재생이 

완성되어 깨끗한 내강을 보였으며 외부에는 섬유조직이 성장하여 정상 

기관과 스캐폴드 사이에 완벽한 생물학적 결합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Fig.11,12). 튜브형 이식의 경우 스캐폴드 이식부에 염증이 

발생하고 실험동물이 사망하여 조직을 채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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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egmental gross specimens of Figure 11. Segmental gross specimens of Figure 11. Segmental gross specimens of Figure 11. Segmental gross specimens of the transplantation of patch the transplantation of patch the transplantation of patch the transplantation of patch 

scaffold, 4 weeks, 8 weeks and 12 weeks after surgery respectively.scaffold, 4 weeks, 8 weeks and 12 weeks after surgery respectively.scaffold, 4 weeks, 8 weeks and 12 weeks after surgery respectively.scaffold, 4 weeks, 8 weeks and 12 weeks after surgery respectively.    

Circular narrowing is founded at grafting area but it is not so severe 

and tubular framework is well p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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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ross section view of gross specimens of Figure 12. Cross section view of gross specimens of Figure 12. Cross section view of gross specimens of Figure 12. Cross section view of gross specimens of the the the the 

transplantation of patch scaffold, 4 weeks, 8 weeks and 12 weeks after transplantation of patch scaffold, 4 weeks, 8 weeks and 12 weeks after transplantation of patch scaffold, 4 weeks, 8 weeks and 12 weeks after transplantation of patch scaffold, 4 weeks, 8 weeks and 12 weeks after 

surgery respectively.surgery respectively.surgery respectively.surgery respectively.    Circular narrowing is founded at grafting area 

but it is not so severe and tubular framework is well p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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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소견을 보면 스캐폴드의 표면으로 호흡상피가 재생이 

되었으며 정상 기관과 접합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었다. 이전에 기관 

연골이 있던 부분은 스캐폴드의 다공성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스캐폴드는 H-E 염색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일렌에 의해 모두 용해되어 

관찰되지 않고 대신 이 부위로 성장해 들어간 섬유조직만 

관찰되었다(Fig.13). 기관의 내강 쪽에는 정상적인 위중층원주섬모상피 

구조가 재생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며 점막하의 소혈관의 재생이 8주 

조직까지는 많이 발견되지 않지만 12주 조직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견 

되었다(Fig.14,15). 스캐폴드의 다공성 부위에는 섬유조직이 

발견되었는데 그 양과 밀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 조직은 Masson-Trichrome염색에서 근섬유로 

확인되었다(Fig.16,17). 미세구조를 보기 위한 전자 현미경 검사 결과를 

보면 정상 기관 연골과 접합된 스캐폴드의 다공성 부위로 섬유조직이 

성장하여 이식 전에 관찰되던 구멍이 섬유조직으로 차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Fig.18) 호흡상피의 섬모 구조가 재생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Fig.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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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13131313. . . . Histologic findings of the junction area between Histologic findings of the junction area between Histologic findings of the junction area between Histologic findings of the junction area between normalnormalnormalnormal and  and  and  and 

the scaffold. the scaffold. the scaffold. the scaffold. A: Four weeks after surgery; B: eight weeks after 

surgery; C: 12 weeks after surgery. Respiratory mucosa has been 

recovered (arrow) and fibrous tissue has replaced of the site of 

previous normal trachea (arrow head). The scaffold is not observed 

because it was absorbed during the preparation of H-E stain by 

xylene. (H-E stain, X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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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14141414. . . . Comparison histologic findings between normal and the Comparison histologic findings between normal and the Comparison histologic findings between normal and the Comparison histologic findings between normal and the 

scaffold graft area. scaffold graft area. scaffold graft area. scaffold graft area. A: Normal; B: eight weeks after surgery; C: 12 

weeks after surgery. (B): The fibrous connective tissue is observed 

at previous site of normal tracheal hyaline cartilage (asterisk). (C): 

The fibrous tissue is more compact and a few vessels are founded 

(arrow).    (H-E stain,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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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15151515. . . . Comparison histologic findings between normal and the Comparison histologic findings between normal and the Comparison histologic findings between normal and the Comparison histologic findings between normal and the 

scaffold graft area by high magnification. scaffold graft area by high magnification. scaffold graft area by high magnification. scaffold graft area by high magnification. A: Normal; B: eight weeks 

after surgery; C: 12 weeks after surgery. (B), (C): Repiratory mucosa, 

pseudostratified columnar ciliated epithelium (PCCE) is observed. A 

few capillary is founded at submucosal layer 12 weeks after surgery.    

(H-E stain,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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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16161616. . . . Histologic findinHistologic findinHistologic findinHistologic findings of the scaffold graft area. gs of the scaffold graft area. gs of the scaffold graft area. gs of the scaffold graft area. A: Four weeks 

after surgery (H-E stain, X 4); B: eight weeks after surgery (H-E 

stain, X 4); C: 12 weeks after surgery (H-E stain, X 4). D: 12 weeks 

after surgery (M-T stain, X 4). Fibrous tissue grows through the pore 

of PU scaffold (asterisk) and the amount of fibrous tissue is 

increasing and more compact at 12 weeks specimen than others.    In 

M-T stain, the component of fibrous tissue is considered as muscle 

fiber.    PU: Polyur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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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17171717. . . . Histologic findings ofHistologic findings ofHistologic findings ofHistologic findings of the porous portion of scaffold graft  the porous portion of scaffold graft  the porous portion of scaffold graft  the porous portion of scaffold graft 

area. area. area. area. A: Four weeks after surgery; B: eight weeks after surgery; C: 

12 weeks after surgery. The amount of fibrous tissue is increasing 

and more compact at 12 weeks specimen than others. (H-E stain,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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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18181818. . . .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canning electron micrographScanning electron micrographScanning electron micrographssss of of of of 8 weeks specimen.  8 weeks specimen.  8 weeks specimen.  8 weeks specimen. I: 

Inner region, respiratory mucosal layer has been restored (arrows); 

M: middle region, it shows the junction of normal cartilage (circles) 

and PU scaffold, artificial trachea; O: outer region, fibrous tissue has 

been covered over normal cartilage and PU scaffold. (X40, X100 and 

X100 respectively) PU: Polyur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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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19191919.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sss of of of of the scaffold surface.  the scaffold surface.  the scaffold surface.  the scaffold surface. The    

respiratory mucosa is covered over the surface of scaffold and a 

plenty of cilium is also noted. (X500, X2000 and X500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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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토의토의토의토의        

원형의 긴 길이의 기관 손상(tracheal defect)을 재건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이비인후과나 흉부외과 의사들에게는 골치 아프고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 중의 하나이다. 가장 확실하고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협착 등으로 손상된 부분을 절제하고 건강한 기관을 서로 

이어주는 단단문합술 이지만 전체 기관 길이의 50%를 넘는 긴 손상에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만약 수술이 실패한다면 더 큰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예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생체 조직과 인공 물질을 이용한 

재건 방법이 모색되어 왔다. 하지만 생체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 자가 

조직의 경우 수혜자에게 조직 채취에 대한 부담과 위험이 있으며 조직 

체취 후 배양/증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동종 조직이식이나 

인공 조직이식의 경우 자가 조직이식에 따른 불편감은 적으나 이식 

거부반응, 만성감염 및 육아조직 형성, 점막 상피 재생 불량, 접합부위의 

파손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1-12  

이에 저자는 자가 조직의 이식이 필요 없는 인공물질로만 구성된 

인공기관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저자가 사용한 PU와 PEG는 이미 

생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들로써 스캐폴드 제작의 관건은 PU 

표면에 PEG가 제대로 이식 생착 되어 계면 활성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주위에서 정상 호흡점막상피가 성장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 줄 수 있는가 였다. 중합체(polymer)의 표면에 다른 물질을 

접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다양한 표면 처리 방법들이 있다. 그 중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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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처리는 비교적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corona, radio frequency 

glow discharge, UV/ozone 등의 가스가 주로 사용되었으며22 오존을 

이용한 방법은 중합체의 표면에 고르게 과산화물(peroxide)을 형성할 뿐 

아니라 다루기가 쉽고 비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표면처리의 방법으로 오존을 

이용하였다. 전자 현미경 소견에서 보듯이 오존 처리 후 PU 스캐폴드 

표면에 많은 주름이 만들어 졌으며(Fig.5) 표면에 형성된 과산화물은 0-

0-H 밴드를 가지게 되어 다른 물질의 접착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XPS 

및 ESCA 결과에서 보듯이 PEG가 PU 표면에 제대로 이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공기관의 이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인공물질 

표면에는 호흡상피의 섬모운동을 통한 청소기능이 없기 때문에 

접합부위에 육아조직이 형성되고 이 곳에 점액이 모이면서 다량의 

가피형성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가피와 육아조직은 기관의 폐쇄를 

유발하여 호흡마비를 유발할 수 있으며 만성염증으로 진행하여 기관 

접합부의 분리를 가져 오기도 한다. 하지만 내시경 결과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캐폴드 표면에는 육아 조직 형성이나 가피 형성이 

심하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점막이 주위에서 재생되어 들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관에 이물질이 이식되는 경우 그 표면에 

자라나는 점막은 이형성된 편평상피조직이거나 섬모가 거의 없는 

점막으로 재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연구의 경우 조직 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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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듯이 위중층원주섬모상피가 재생되었으며 전자현미경소견에서 

점막표면의 재생된 섬모를 확연히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자들이 의도한데로 PEG가 일종의 계면 활성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공성의 PU는 우리 주변에서 피부 드레싱 재료로 흔히 볼 수 

있는데 기관과 같은 골격을 유지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이에 저자는 

필름 형태의 PU 스캐폴드를 덧붙임으로써 이를 보완하고 또한 주위 

조직과의 유착을 방지하고자 의도하였는데 figure 11에서 보듯이 원형의 

기관 골격이 잘 유지 되었으며 주위 조직과의 유착도 발생하지 않았다.  

폴리우레탄은 인체 내에서 불활성으로 거부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지만 이는 생체 조직과의 생물학적 결합이 잘 일어 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공성의 스캐폴드를 제작 

함으로써 주위에서 섬유 조직 등이 성장해 들어올 수 있도록 고안 

하였는데 figure 16, 17에서 보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공성 구조 

안으로 주로 근섬유 조직으로 구성된 조직이 점점 더 성장해 들어 오고 

12주 조직에서는 정상 구조처럼 점막하 혈관까지 재생되는 소견을 

보였다.  

튜브형 이식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 한 것은 이 번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패취형과 같이 크기가 작은 

스캐폴드의 이식과 달리 튜브형은 이식물의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염증반응과 육아종 형성이 더 과도하게 발생하고 패취형 처럼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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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조직의 성장과 점막의 생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험 방법에서 더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혜 동물의 기관 내경과 크기가 동일한 완전한 원형의 

스캐폴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판형의 스캐폴드를 원형으로 말아서 

사용하였던 바 스캐폴드 이식 시 약간의 크기 차이가 발생하여 기관의 

절단면과 스캐폴드의 단면이 바로 접합되는 것이 아니라 스캐폴드가 

기관을 약간 덮는 형태로 접합을 하였고 그 사이에 fibrin glue를 

도포하였다. 추 후 실험동물의 부검에서 이 부위에서 정상기관과 이식된 

스캐폴드 사이에 탈락이 발생하였고 기관내 분비물이 경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마 서로의 단면이 바로 접합되는 것이 

아니라 스캐폴드가 정상 기관을 덮음으로써 정상 기관에서 패취형 

이식의 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섬유조직이 성장해 들어 가는 대신 

육아조직이 형성 되면서 염증반응과 기관-스캐폴드 분리가 가중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 후 수술 방법을 달리하여 두 단면이 바로 

만나도록 접합을 해 본다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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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론결론결론결론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을 결합시킨 이층 구조의 패취형 폴리우레탄 

스캐폴드를 개의 기관에 이식하였던 바 정상 기관과 생물학적 결합 뿐 

만 아니라 정상적인 섬모를 가지는 호흡상피의 재생까지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스캐폴드는 종양, 외상, 협착과 같은 기관의 일부 손상을 

재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좋은 후보 이식물로 생각된다. 

또한 수혜자의 기관내경과 일치하는 원통형의 스캐폴드는 긴 길이의 

기관협착을 치료하는 이식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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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heal reconstruction with polyethylene glycol(PEG) 

conjugated polyurethane(PU) prosthesis in canine models 

 

Han Su Kim 

Department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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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Hong-Shik Choi) 

 

Background and ObjectivesBackground and ObjectivesBackground and ObjectivesBackground and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ment of artificial prosthesis for using in tracheal defect 

reconstruction in the case of trauma, malignancy and stenosis, etc. 

Materials and MethodsMaterials and MethodsMaterials and MethodsMaterials and Methods: Bi-layered porous-dense film polyurethane 

(PU) was manufactured for main framework. Polyethylene glycol 

(PEG) was grafted onto the inner surface of PU scaffold and it was 

made to act as a kind of surfactant. This scaffold was transplanted 

into 6 beagles as 3 patch type and 3 tubular type, respectively. 

Endoscopic examination was done for the evaluation of formation 

granulation tissue, status of respiratory mucosa and amount of c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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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1, 4, 8 and 12 weeks after surgery. Histologic examination was 

also done on 4, 8 and 12 weeks after surgery. 

ResultsResultsResultsResults: In the case of patch type transplantation, all tree 

experimental beagles lived to the expected date. In endoscopic 

examination, formation of granulation tissue and curst was not so 

severe and circular tracheal framework was well preserved. In 

histologic examination, a plenty of fibrous tissue has grown through 

the pore of the porous scaffold. Pseudostratified columnar ciliated 

mucosa was also noted on the surface of scaffold in the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In the case of tubular type transplantation, a 

disruption between trachea and scaffold was developed in all tree 

animals around postoperative 4 weeks. 

ConclusionConclusionConclusionConclusion: Bi-layered polyethylene grafted polyurethane scaffold is 

a good candidate material for tracheal reconstruction. 

 

Key wordsKey wordsKey wordsKey words: trachea, reconstructive surgical procedure, polyethylene 

glycols, polyureth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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