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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극초단파 응고기,프로브 개발 및 동물실험

간세포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로 절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만 약 90%에서 간경변을 동반하며,다발성으로 진행되어서 발견하여
도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경우 비수술적 국소치
료법으로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과 열을 이용한 고주파,레이저,또는
극초단파 치료법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극초단파치료법은 특
히 크기가 작고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법으로 알려져 있다.현재 임상 사용 중인 극초단파 응고기와 프로브
는 제조사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응고괴사 범위가 약 2cm정도
이고 이 또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통신산업기술 발달에 따른 극초
단파의 발전과 제어기술 그리고 방사용 안테나 제조기술들을 임상에
응용 하고자 국내에서 제작된 극초단파 응고기(SWM2500®,세운메디
칼(주),서울,한국)와 프로브(세운메디칼㈜,서울,한국)를 이용하여
정상 돼지 간에 응고괴사를 만들어,이 조직을 육안적,조직학적으로
조사하여 성능을 관찰하고,임상적용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였다.
새롭게 제작된 극초단파 응고기로 동물실험실에서 전신 마취된 돼지
10마리의 간을 대상으로 하였다.모두 5종류의 안테나를 사용하였으
며 각각 60W의 출력에 5분,10분 총 20회의 조직응고 실험을 시행하
였다.급성기(시술직후)와 아급성기(시술 후 1주 후)에 동물을 희생시
켜 응고 조직의 육안적 소견과 조직학적 소견(hematoxylin-eosin염
색)들을 비교 분석하였다.응고 조직의 범위는 육안적 소견의 직경(R)
과 길이(L),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응고 괴사된 부피(4π(R)2L/3)계산
하였다.
응고괴사 범위는 출력을 60W로 하였을 때,시술 직후에는 적용시간
과 괴사부위의 육안적 직경 (p=0.197)과 길이(p=0.276),그리고 부피
(p=0.138)에 있어 통계적 의미를 갖는 차이는 없었고,시술 후 1주일
후 측정된 괴사부위의 육안적 직경과 길이,부피를 비교해 볼 때,괴
사부위의 직경(p=0.043)과 부피(p=0.043)는 시간에 따른 괴사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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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나,괴사부위의 육안적
길이는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p=0.078).
본 연구를 통해 새로 개발한 극초단파 응고기와 프로브는 돼지 간에
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조직응고괴사를 만들 수 있었다.그러나 앞
으로 임상 적용을 위해서는 응고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핵심되는 말 :극초단파 응고기,프로브,돼지 간,조직응고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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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단파 응고기,프로브 개발 및 동물실험

<지도교수 이우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장장장한한한정정정

Ⅰ.서론

간암은 수술적 절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간 종양의 침범범위
가 광범위하다거나 간 종양과 동반된 중증의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
는 수술적 절제의 적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환자들
에서 비수술적 국소 치료법으로 경동맥 화학 색전술(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TACE),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percutaneous
ethanol injection therapy:PEIT) 고주파 소작술(radiofrequency
ablationtherapy:RFA)및 극초단파 응고술(percutaneousmicrowave
coagulationtherapy:PMCT)등이 있는데,좋은 임상결과가 보고 되면
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간동맥 화학 색전술과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은 임상적으로 많이 보

고 되어 있는 방법이며,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다.1,2그
러나 간동맥 화학 색전술은 비교적 침습적이고 치료대상으로는 진행
된 간세포암에 국한되며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간암에서는
효과가 좋지 않다.3경피적 에탄올 주입술은 시술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경피적 국소 치료로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4,5에탄
올에 의한 전신적,혹은 국소적 독성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에탄올
의 양이 제한적이고 섬유성 피막을 투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극초단파 응고술이나 고주파 소작술을 초음파 영상유도하에 국
소적으로 병소부위에 열성손상을 일으켜 병변을 치료하는 방법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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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독성이 없고,종양의 섬유성 피막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크
기가 작고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
로 알려져 있다.5그러나 유도침의 직경이 굵어 다루기 불편하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시술 중 불편함을 줄 수 있다.극초단파 응고술은 최
근 국내 여러 병원에 도입되어 임상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모두 수
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현재 임상 사
용 중인 극초단파 응고기와 프로브는 제조사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
지만 응고괴사 범위가 약 2cm정도이고6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통신산업기술 발달에 따른 극초단파 발진기술과 제

어기술 그리고 방사용 안테나 제조기술들을 간 종양의 임상치료에 응
용에 하고자 국내에서 제작된 극초단파 응고기(SWM2500®,세운메디
칼(주),서울,한국)와 프로브(세운메디칼㈜,서울,한국)를(Figure1)
이용하여 정상 돼지 간에 응고괴사를 만들어,이 조직을 육안적,조직
학적으로 조사하여,임상적용에 앞서 안전성 및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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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1.(a)Microwavegenerator.(SWM2500®)

(b)2.45-GHzmicrowaveProbe.Energywasappliedto
thelivertissueviathe3mm-diameterprobeat2.45
GHz.

Figure2.Procedureofmicrowavecoagulation.Microwavewas
deliveredfrom aprobetonormalporcineliverunder
direct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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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재료 및 방법

동물 실험은 10마리의 흰 암컷 (무게 35-40kg)집 돼지를 대상으로
하였다.전신마취는 기도 삽관을 한 후 isoflurane과 100% 산소로 유
지하였으며,돼지의 자세를 앙와위로 하였다.양측 늑골하 절개로 돼
지의 간을 노출 시켰다.접지판를 통하여 주파수 2.45GHz,최대 60W
까지 발진 가능한 마이크로웨이브 조직응고기(SWM2500®,세운메디
칼(주),서울,한국)와 실험동물을 연결하였고,발생된 극초단파는 직
경 3mm의 프로브 (세운메디칼(주),서울,한국)와 연결되어 간에 전
달되었다.프로브는 돼지 간의 좌측 또는 우측 엽에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면서 삽입하였다.(Figure2.)60W의 출력으로 각각의 5개의 프
로브당 5분,10분간 총 20회의 조직응고 실험을 시행하였다.
이중 절반의 동물은 실험 직후 도살하여 간의 조직을 채취하였고(급
성군),나머지는 실험 7일 후 도살하여 채취하였다(아급성군).응고괴
사부위의 범위는 채취된 조직을 프로브의 경로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5mm 간격으로 절개 후 육안소견상 프로브의 track주위의 간 실질에
경계가 분명한 희게 변화된 영역(whitezone)에서 직경이 가장 큰 부
위를 선정하여 괴사된 직경(R)및 길이(L)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응고된 간 실질의 부피는 (4π(R)2L/3)으로 계산하여 측정하였
다.표본에 대한 육안검사가 끝난 후 극초단파 응고술에 의해 열 손
상이 일어난 간 조직을 충분히 포함시켜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
시킨 후 탈수 과정을 거쳐서 파라핀 표본을 제작하였다.조직 슬라이
드 표본을 제작하였으며 H&E 염색을 하여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조직을 관찰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version10.0,SPSS Inc,Chicago,Ill)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프로브 종류와 극초단파 적용시간,그리고 극초단파 응고
술후 도살하여 관찰한 시기에 따른 돼지 간에서 응고괴사된 범위의
비교를 위해 비모수 분석방법인 Wilcoxon부호순위검정을 시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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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과

총 10마리의 돼지에서 각 2차례의 극초단파 조직응고술을 시행한 후
이 중 5마리는 실험 후 즉시 도살하여 관찰하였으며 나머지 5마리는
실험 7일 후 도살 까지 모두 생존하였다.20차례의 실험 모두 간 내
프로브의 track또는 캡슐로의 출혈은 관찰되지 않았다.급성군에서
육안소견상 프로브의 track주위의 간 실질에 경계가 분명한 white
zone으로 불리는 희게 변화된 영역이 관찰되었으며,그 주위는 충혈
되어 있는 redzone이 관찰되었다.조직학적 소견을 볼 때 육안소견상
충혈 되었던 경계가 뚜렷한 변색 영역에서,괴사 소견이 관찰되지 않
고 울혈 소견만 보였다.아급성군에서는 급성군에서 보였던 white
zone과 redzone이 관찰되었으며 조직학적 소견을 볼 때 급성군에서
는 울혈소견만 보였던 영역에서 간 실질의 완전한 응고 괴사 소견이
정상으로 보이는 주위의 간 실질에 인접하여 관찰되었다.(Figure3,4.)
급성군과 아급성군에서 극초단파 응고기와 프로브로 최대 직경4cm
까지 조직응고가 가능하였다.(Figure5.)
급성군에서 적용시간에 따른 응고직경은 5분 조사시 평균
1.30±0.45cm,10분 조사시 평균 1.60±0.65cm이었으며(p=0.197),응고길
이는 5분 조사시 2.66±0.65cm,10분 조사시 평균 2.28±0.82cm이었다
(p=0.276).측정된 응고범위를 바탕으로 계산된 응고부피는 5분 조사
시 평균 22.32±19.3㎤,10분 조사시 평균 30.75±27.6㎤이었다(p=0.138).
적용시간과 응고괴사 범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아급성군에서는 응고직경은 5분 조사시 평균 1.48±0.46cm,10분 조사
시 평균 3.04±1.15cm이었으며(p=0.043),5분 조사 후 응고길이는 평균
2.66±0.60cm,10분 조사 후 3.04±1.16cm이었다(P=0.078).측정된 응고
범위를 바탕으로 계산된 응고부피는 5분 조사시 평균 25.44±16.88㎤,
10분 조사시 평균 84.12±50.44㎤로 통계학적 의의가 있었다(p=0.043).
극초단파 응고기의 적용시간에 따라 응고직경(R)과 응고부피(V)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1.)
같은 적용시간에서 급성군과 아급성군과의 응고 괴사 범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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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단파 적용시간 10분에서 응고직경(R)이 아급성기군에서 1.60±
0.65cm,급성기군은 3.05±1.15cm으로 통계학적으로 크게 관찰되었다
(p=0.047).



-7-

Figure 3.-(a)Gross appearance ofimmediately aftermicrowave
ablation.At60W after10minutesoftreatment,thein porcine
liver."whitezone"coagulation was shown.Ablated tissue was
shownparalleltotheprobeaxis.

Figure3.-(b)Hematoxylin-eosin(H&E)sectionofimmediatelyafter
microwaveablation at60W for10minutes(x 40,x 400)shows
generalcongestionintheporcineliver.Redbloodcellswereshown
betweenrelativelypreservednormalliver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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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a)Grossappearanceof7daysaftermicrowaveablation.
At60W after10minutesoftreatment,theinvivo"whitezone"
coagulationwasshown.Ablatedtissuewasshownperpendicularto
theprobeaxis.

Figure 4.-(b)Hematoxylin-eosin(H&E) section of 7 days after
microwave ablation 60W,10 minutes(x 40,x 400 ) showed
coagulativenecrosis.Calcificationderivedfrom necrosiswasalso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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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Graphsshow (a)transverse(R)and(b)longitudinal(L)
diameterformicrowaveablation,immediateaftermicrowave
ablation(acute) 7daysaftermicrowaveablation(subacute)of
normalporcineliver.Inthesubacutegroup10minutesablation
hadlongertransversediameterthan5minutes.Inacutegroup
therewasnorelationbetweenthesizeofcoagulationdiameterand
theablation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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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CoagulationDiameterandVolumeforTreatmentDuration.

(a).Acutegroup

(b).Subacutegroup

1Resultsaregivenasmeans±SDs㎝
2Resultsaregivenasmeans±SDs㎤
3Wilcoxonsignranktest

time
size 5min 10min p-value3

Transversediameter(R)1 1.30±0.45 1.60±0.65 0.197
Longitudinaldiameter(L)1 2.66±0.65 2.28±0.82 0.276
CoagulatedVolume(V)2 22.32±19.3 30.75±27.6 0.138

time
size 5min 10min p-value3

Transversediameter(R)1 1.48±0.46 3.04±1.15 0.043
Longitudinaldiameter(L)1 2.66±0.60 3.04±1.16 0.08
CoagulatedVolume(V)2 25.44±16.88 84.12±50.4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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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찰

간은 원발성 간세포암과 전이암의 표적장기로서 간 종양은 국내에
서 흔한 사망원인 중의 하나이다.간종양의 치료로서 수술적인 절제
가 우선적인 치료방법이나,간경변등의 원인으로 간 기능이 저하되었
거나,간 종양의 크기와 침범이 광범위 하여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비수술적 방법이 임상에 적용되어 오고 있다.최근 간 종양 치
료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비롯하여,에탄올 주입술,고주파 소작술,극초단파 응고술등의 경피적
치료법은 수술이 불가능한 간 종양 환자에서 수술을 대신하여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또한 간 기능이 나쁜
상태에서는 전신마취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소마취 하에서 초음
파 유도 극초단파 응고술은 위험이 적고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발전
되어왔다.극초단파 응고술은 표적부위에 극초단파를 이용하여 전극
을 갖는 분자 진동에 의해 열을 발생시켜 조직응고를 일으키는 원리
로,표적 부위에 극초단파를 발생시키고 전달하기위한 극초단파 발전
기 및 제어기,그리고 프로브가 필요하다.프로브는 끝 부분에만 조직
응고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하고 경피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위해 직경
이 작아야 환자에게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다.본 실험에 사용된 프로
브는 직경 3mm이며 조직응고를 위한 끝부분을 제외하고는
polytetrafluoroethylene으로 절연하였다.이 프로브는 직경이 작고 절
연성이 뛰어나 개복술과 복강경수술에서는 물론 초음파,컴퓨터단층
촬영술등을 이용한 경피적 시술에도 적용시킬 수 있으리라 사료되었
다.
1970년대 극초단파 에너지가 간 수술이나 진행된 암 치료의 새로

운 치료방법으로 소개된 이래,7,8극초단파 응고술은 수술 중 출혈 방
지 및 지혈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9-11간 종양 수술시 종괴내에 직접
전극을 삽입하여 치료하는 데 이용하였으나12,1986년 Tause등13이
간생검후 프로브의 경로를 따라 암세포의 파종이나 출혈,답즙 누출
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피적인 방법으로 극초단파 응고술을 소개한 이
후,현재 임상 이용이 진행되고 있다.최근 외국에서는 간의 악성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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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소 치료법 중에서 극초단파 응고술과 같은 열성 손상을 유발하
는 치료법에 대한 보고가 늘고 있으며,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접
어들면서 극초단파 응고술을 이용한 과거의 동물실험14-16,뿐 아니라
임상적용 연구17,18에 이르기 까지 극초단파 응고술에 대한 관심과 연
구가 증가되고 있다.
극초단파가 간 종양을 응고시키는 기전은 간 종양을 포함한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 내에는 물분자를 포함하는 극성물질이 존재하는
데 극성물질들이 전장(electricfield)내에 존재할 때는 전장의 방향에
일치하는 성질을 보이지만 2,450MHz정도의 극초단파가 조사되면 전
장의 방향이 매 초당 24억 5천만 회씩 변하기 때문에 극성물질들이
전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게 되어 마찰열이 발생하
게 되고,이러한 유도 가열법(inducedheating)에 의하여 조직 내의
응고괴사 및 지혈효과를 얻을 수 있다.7,19
극초단파 응고술은 최근 국내에서 임상적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모

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구입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본
연구는 국내 통신산업기술 발달에 따른 극초단파 발진기술과 제어기
술 그리고 방사용 안테나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극초단파 조직
응고기(SWM2500®,세운메디칼(주),서울,한국)와 프로브(세운메디칼
㈜,서울,한국)를 임상 적용하기에 앞서 안정성과 효과를 알아보고자
실험을 시도하였다.
본 실험에서 실험대상으로 돼지 간을 사용한 이유는 돼지의 간이

인간의 간과 크기 및 생리가 비슷하기 때문이다.20극초단파의 에너지
를 60W로 정한 이유는 강 등15의 연구에서 제시된 극초단파의 적정
에너지 60W를 근거로 하였으며,극초단파 조사시간은 경피적인 방법
을 고려해 보았을 때,조사 60초 까지는 시간경과에 따라 응고 범위
가 확대 되지만,60초를 초과하면 응고 범위는 더 확대 될 수 있으나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고,21일단 응고 괴사가 일어난 후 전극 주
변의 물분자들이 증기로 사라져서 유도 가열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아
20임상에서는 대체적으로 60초에서 120초를 적정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18,19 본 연구에서는 새로 개발된 극초단파 발생 및 제어장치,
프로브가 그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조사시간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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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보기 위해 5분,10분으로 조사시간을 정하였다.극초단파 응고
실험의 효과는 실험 후 즉시 돼지를 희생하여 응고괴사 범위를 측정
한 급성군과 실험 후 7일 후에 돼지를 희생하여 응고괴사 범위를 측
정한 아급성군으로 나누어 효과를 관찰하였다.
새로 개발한 국산 극초단파 조직응고기를 사용하여 살아있는 돼지

간에서 그 효과를 관찰한 결과,첫째,2,540MHz,60W의 출력으로 실
험을 했을 때,급성군에서 적용시간에 따른 응고직경은 5분 조사시
평균 1.30±0.45cm,10분 조사시 평균 1.60±0.65cm이었으며(p=0.197),
응고길이는 5분 조사시 2.66±0.65cm,10분 조사시 평균 2.28±0.82cm이
었다(p=0.276).측정된 응고범위를 바탕으로 계산된 응고부피는 5분
조사시 평균 22.32±19.3㎤,10분 조사시 평균 30.75±27.6㎤이었다
(p=0.138).프로브에 따라 그 응고 범위에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급
성기에는 5분 조사 후 생기는 조직 응고범위는 10분 조사 후 조직응
고 범위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인 의의는 없었다.둘째,7일이 지난 아
급성 시기에 측정된 응고길이는 5분 조사 후 평균 2.66±0.60cm,10분
조사 후 3.04±1.16cm로 늘어났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P=0.078).
응고직경에 있어 5분 조사시 평균 1.48±0.46cm,10분 조사시 평균
3.04±1.15cm으로 통계학적 의의가 있었고(p=0.043),측정된 응고범위
를 바탕으로 계산된 응고부피는 5분 조사시 평균 25.44±16.88㎤,10분
조사시 평균 84.12±50.44㎤로 통계학적 의의가 있었다(p=0.043).
일반적으로 적출된 간에서 시행한 극초단파 응고실험인 경우 극초

단파 출력 및 조사 시간을 증가시킴에 따라 조직 응고괴사의 부위가
증가되는 것을 보고하고 있으며,Goldberg등22에 의하면 적출된 간의
경우 생체에 있는 혈관들에 의한 열 웅덩이(heat-sink)효과가 없어
쉽게 주변 조직으로 열이 전달되어 소작병변이 커질 수 있다고 하였
다.본 실험에서는 급성기에 살아 있는 돼지 간에서 극초단파 응고를
시행한 5분,10분 후의 조직손상 범위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은 응고
지점 주변의 혈류에 의한 열 웅덩이 효과라고 설명할 수 있으나,아
급성기에 응고직경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응고부피가 의미 있게 커진
것은 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웠다.대체적으로 실험 돼지를
전신 마취하에 개복하였을 때 간의 변연부에서 실험이 진행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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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 변연부에는 충분한 혈류를 공급할 만한 큰 혈관들이 없으므로
극초단파 응고실험이 진행될 간 조직으로 혈류를 공급하게 되는 혈관
들이 같이 소작되어 급성기에 형성된 경계(penumbra)영역이 초기에
는 주변으로부터 어느 정도 냉각효과를 유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변성의 효과가 진행되어 응고직경은 넓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응
고길이가 줄어드는 경향은 간 변연부에서 중심부를 향해 프로브를 삽
입하고 응고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간 중심부로 갈수록 큰 혈관이 있
는 관계로 변연부의 수평부분보다 어느 정도 열 웅덩이 효과가 남아
있어 경계 영역이 가역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본 실험결과로 두 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장점

으로는 일반적으로 극초단파 응고술은 열성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위의 길이는 길지만 최대 응고직경이 출력과 시간의 증가에도 불구
하고 약 2cm 내외로 제한되어 비교적 큰 간종양에는 여러 번 시술이
필요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극초단파 조사 시간에 따라 아급성기에 응
고되는 영역이 넓어지므로 기존의 극초단파 조직응고기에 비해 적은
횟수로 광범위한 조직응고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으
나,단점으로는 극초단파 응고술시 측정된 괴사부위보다 시간이 갈수
록 더 많은 부위에서 괴사가 진행되므로 시술자가 예상하지도 않은
인접부위에서 혈관이나 담도가 열성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클 수 있
다는 점이다.본 실험에서는 실험 후 7일간 사육하는 동안 출혈이나
담도 협착의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7일 동안 관찰 한 기간은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 생각되며,관찰 대상인 돼지도 5마리로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접부위 조직의 열성 손상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상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극초단파 응고술의 응고영역은 일반적으로 전극 말단 부위를 원형

으로 응고시키는 것이 아니라,전극 상부를 따라 방추형으로 응고 된
다지만,응고괴사 모양이 일정하지 않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본 실
험결과는 실험 당시 실험동물의 상태와 프로브의 적용한 부위에 따라
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즉 적용 부위 근처로 큰 혈관이 지
나간다면 그 부위는 혈류에 의해 온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모양의
변형을 초래하고 또한 응고괴사의 범위가 작아질 수 있다.이러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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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실험 시에 간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한 상태로 조직응고를 시행
한다면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실험에 사용한 조직이
정상조직임과 주변 혈류를 감안 한다면 병변이 있는 조직에서는 좀더
응고괴사 범위가 더 넓어 질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극초단파 응고기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큰 응고영역

을 만들고 있다.특히 60W의 출력으로 10분간 적용하였을 때 직경
4cm의 응고영역을 보여 준 것으로 미루어 보아 향후 효과적인 국소
간종양의 치료법으로 적용할 수 있으리라 추측되지만 합병증의 발생
도 예상할 수 있다.또한,본 연구에 사용된 돼지는 총 10마리로 급성
기와 아급성기를 분류하여 각각 5마리씩 분석한 것은 비모수통계 적
용시키기에 너무 작은 실험 군으로 생각되어 실험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는 다소 조심스럽다고 생각 되지만,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극
초단파 응고기의 효과와 안정성을 측정하는 연구로 충분한 의미가 있
다고 생각된다.또한 이 제품을 임상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현성과
응고의 범위에 대한 예측을 위해 극초단파 출력 및 조사시간에 대해
세부적으로 계획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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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국내에서 생산된 극초단파 조직응고기와 프로브를 이용하여 정상
돼지 간에 적용한 결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조직의 응고 괴사를 일
으킬 수 있었다.즉,응고괴사 범위는 출력 60W로 하였을 때,급성기
에서는 적용시간에 따른 응고괴사 범위의 차이는 없었으나,아급성기
에서 관찰한 5마리의 돼지에서 적용시간에 비례하여 응고괴사 범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그러나 임상
적용에 앞서 더 세분화된 출력범위와 적용시간에 따른 응고효과와 안
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실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임상적용이 가능한 극초단파 조직응

고기 및 프로브 제작을 위한 연구를 더욱 뒷받침 하여 주기를 바라
며,그 결과 미래에 이 분야에 있어 의료장비의 국산 대체효과를 기
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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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evelopmentofmicrowaveablator,probeandanima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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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Microwavecoagulationtherapyhasbeenwidelyusedin
thedestructionofsmall,irresectablelivertumorsofprimaryand
secondary origin asan effectiveminimalinvasivetherapy.The
purposeofthisstudywastoevaluatetheclinicalimplementation
ofmicrowave tissue ablatorand probe engineered by domestic
companythroughinvivoexperimentinthenormalporcineliver.
Method:Multipletissueablations(20ablations,twoablationper
liver)wereperformedinvivonormalporcineliverwith 2.45-GHz,
60W microwavetissueablatorswith5typesof3mm-diameter
probe,whiletreatment duration was5and10minutes.5pigs
wereassignedtoacutegroup(sacrificerightafterablation)and
subacute group (sacrifice 7 days after ablation) respectively.
Transverse (perpendicular to the probe axis) and longitudinal
(paralleltothedeviceaxis)coagulationdiameterweremeasured
and volume was calculated. Wilcoxon sign rank test was
performed to character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coagulationnecrosisandtreatmentdurationinthetwogroups.
Result:Themaximum meantransversediameteroflesion was
3.04±1.15cm with60W,10minutesdurationinsubacutegroup.
In theacutegroup,therewasno relation between thesizeof
coagulationnecrosisandthe treatmentduration(p>0.05).Bu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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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ubacutegroup10minutestreatmenthadthelongertransverse
diameter and volume of coagulation necrosis than 5 minutes
(p<0.05).
Conclusion:Largezonesofablationcanbeachievedsafelywith
themicrowavetissueablatorand probeengineered by domestic
company.For the longer treatment duration,larger zones of
coagulationwereachievedinsubacut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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