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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Seroma를 줄이기 위한 Fibrin의 사용에 대한 연구  

 혈청종은 연부조직박리나 근피판 또는 피부피판 거상 시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힘든 문제이다. 이러한 혈청종의 형성은 감염이나 피판괴사, 상처의 벌어짐 등

을 동반할 수 있다. 혈청종은 림프관과 혈관이 끊겨, 수술로 생긴 공간으로 배

액되어 생긴다. 따라서 저자들은 Fibrin glue를 이용하여 쥐의 유방절제술 모

델에서 혈청종(seroma) 방지에 얼마나 유용한가를 실험적으로 밝히고자 하였

다.   

 Fibrin sealant는 fibrinogen을 fibrin으로 thrombin의 효소성 분열을 일으켜 

혈액 응고 작용을 촉진시키는 생물학적 지혈성 접착제이다. 40마리의 쥐를 대

상으로 각각 10 마리씩 네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쥐들은 임의로그룹을 

나누어 조작하였다. 제 1 군은 유방절제술을 시행 한 후 아무 처치 없이 봉합

하였다.  제 2 군은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후 0.2cc의 fibrin sealant를 넣어 

봉합하였다.  제 3 군은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후 실리콘을 넣고 봉합하였다. 

제 4 군은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후 실리콘을 넣고 상처를 봉합하기 전에 0.2cc의 

fibrin glue를 넣어 봉합하였다.  시술 1주 후 혈청종량을 정량적으로 측정 분석

하였다.  

 실리콘을 넣지 않은 쥐들에서는 fibrin sealant로 처치한 그룹에서 추출한 혈청종

의 평균은 0.69±0.29cc로 대조군 쥐의 평균인 3.40±1.43cc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 있게 낮았다. (p<0.05) 또한 실리콘을 넣은 쥐들에서도 fibrin sealant로 

처치한 쥐의 혈청종의 평균은 2.01±0.72cc으로 실리콘만 넣은 그룹의 혈청종 

평균인 4.81±0.68cc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 있게 낮았다. (p<0.05) 본 실험을 

통하여 fibrin sealant는 사강을 줄이고 조직유착을 더욱 촉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seroma, fibrin sealant, mast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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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oma를 줄이기 위한 Fibrin의 사용에 대한 연구

<지도 정 윤 규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민 완 기 

I. 서론

  혈청종은 성형외과영역에서 흔한 술 후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광배근 

피판 공여부나 복부성형술(abdominoplasty), 유방절제술(mastectomy)후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onald 등, 1999 : William 등, 1990 : Russell 등, 

1992: David 등, 1995: Schwabegger 등, 1997) 또한 전거근(serratus anterior) 

공여부나 face lift 후에도 혈청종이 많이 발생함이 보고 되고 있다(Stephen 등, 

1997). 특히 유방절제술 후 혈청종의 발생률이 높아 15%-38.6%로 보고 되고 

있다(Ronald 등, 1999).  혈청종과 관련된 부작용으로 반복된 흡입술, 감염, 피판

괴사, 재수술등이 있을 수 있다.(David 등, 1995)  

  사강(dead space)을 외과적 시술로 줄이는 시도는 유방절제술 후의 환자에서 

혈청종 방지의 진행을 감소시켰다(P.J.O'Dwyer 등, 1991).  유방절제술 후 피부

피판을 흉벽에 봉합하여 혈청종의 발생을 38.6%에서 25.4%로 감소시켰으나 

(Chilson 등, 1992) 25.4% 역시 비교적 높은 발생률이다. 

  몇몇 쥐 실험에서 fibrin glue가 효과적인 사강의 감소와 혈청종 방지에 성공

적인 보고가 있었다(Ronald 등, 1999: William 등, 1990: Russell 등, 1992: 

David 등, 1995: Jeffrey 등, 1996). 그러나 이들 실험들은 모두 단순 유방절제술 

후 혈청종의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성형외과 영역에서 

문제되는 혈청종은 실리콘 등을 사용한 유방확대술 후 생기는 혈청종으로 이로 

인한 재수술이나 캡술 수축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쥐의 

유방절제술 후 실리콘을 넣어 혈청종 생성을 fibrin sealan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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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40마리의 Sprague-Dawley 암컷 백서(280g-350g, n=40)를 대상으로 각각 10 마

리씩 네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쥐들은 임의로 그룹을 나누어 조작하였다. 제 1 

군(n=10)은 혈청종 대조군으로 유방절제술을 시행 한 후 아무 처치 없이 봉합한다. 제 

2 군(n=10)은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후 0.2cc의 fibrin sealant를 넣어 봉합한다. 제 3 

군(n=10)은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후 실리콘을 넣고 봉합한다. 제 4 군(n=10)은 유방

절제술을 시행한 후 실리콘을 넣고 상처를 봉합하기 전에 0.2cc의 fibrin sealant를 

넣어 봉합한다. 시술 1주 후 혈청종량을 정량적으로 측정 분석하였다. 

2. 방법

 8주된 Sprague-Dawley 쥐 40마리를 대상으로 ketamine hydrochloride(KetalarⓇ, 

유한 양행, 서울)를 100mg/kg로 복강 내로 주사하여 마취하였다. 사용된 쥐들의 체중

은 280-350gm(평균305gm)이었다. 흉벽을 면도한 후 포타딘과 알콜로 소독한다. 좌

측 전흉부 대흉근의 외하방 경계부에 15번 blade로 절개를 가한다. 피부피판을 절개

선과 겨드랑이와 쇄골, 광배근을 경계로 거상하였다. 대흉근은 흉골 마진에서부터 박

리시켜서 상완골 기시부로부터 3mm의 근을 남긴상태에서 거상하여 제거하였다. 혈청

종이 생기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위해 거상된 피부피판 하부를 수술칼로 30회정도 긁

어서 피하 lymphovasculature에 손상을 입힌 후 압박지혈 및 결찰 지혈하였다. 실리

콘 임플란트는 직경 1 cm 의 원형으로 하였으며 두께는 1 mm 였고 박리된 피판 중

앙부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나 고정은 하지 않았다. 거즈로 창상부위를 닦아낸 후 각 그

룹별로 실험에 필요한 조작을 한 후 4번 실크실로 봉합하였다. 조작이 끝난 쥐들은 7

일 동안 사육 관찰 후에 죽였으며 혈청종부위에 천자하여 배액한 후 나머지는 처음 

절개를 가하고 봉합했던 부위를 박리시켜서 18 gage 바늘로 고여있는 혈청종을 수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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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brin sealant

  Fibrin sealant는 fibrinogen을 fibrin으로 thrombin의 효소성 분열을 일으켜 혈액 

응고 작용을 촉진시키는 생물학적 지혈성 접착제이다. Bovine thrombin과 human 

fibrinogen의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입하여 액체 

fibrin sealant를 주입하면 이것이 tissue gluing작용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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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대흉근 거상               그림 2. 실리콘 임플란트삽입

         

         그림 3. 혈청종 천자                   그림 4. 혈청종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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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유방절제 후 혈청종 생성의 백서 모델에서 실리콘을 넣은 그룹(제 3 군)의 혈청

종 생성량은 대조군(제 1 군)의 혈청종 양보다 유의 있게 높았다. (p<0.05) 

  fibrin sealant로 처치한 쥐(제 2 군)에서 추출한 혈청종의 평균은 0.69±0.29cc

로 대조군(제 1 군)의 쥐의 평균인 3.40±1.43cc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 있게 낮

았다.(p<0.05)  

  또한 실리콘을 넣은 쥐들에서는 fibrin sealant로 처치한 쥐(제 4 군)의 혈청종

의 평균은 2.01cc±0.72cc으로 실리콘만 넣은 쥐(제 3 군)의 혈청종 평균인 

4.81±0.68cc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 있게 낮았다. (p<0.05) 

  육안적 비교에서 fibrin sealant로 처리한 두 그룹(제 2 군, 제 4 군)과 처리하

지 않은 두 그룹(제 1 군, 제 3 군) 사이에 유착의 정도는 fibrin sealant로 처리

한 그룹이 더 많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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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실험군별 혈청종량 및 평균(단위: cc)   

1군 2군 3군 4군

1 3.75 1.20 5.20 2.25

2 3.10 1.15 5.15 1.50

3 0.95 0.85 3.90 1.00

4 0.90 0.50 4.95 3.75

5 4.20 0.40 3.60 2.10

6 4.30 0.65 6.05 1.45

7 4.75 0.60 4.70 1.95

8 5.05 0.55 4.85 1.90

9 3.45 0.50 4.75 2.05

10 3.55 0.45 4.90 2.10

Mean 3.40 0.69 4.81 2.01

Std. Deviation 1.43 0.29 0.68 0.72

표 2. 제 1군(n=10)과 제 2군(n=10)

의 혈청종량. Group 1:3.40 ± 1.4 

3cc, Group 2:0.69 ± 0.29cc (평균

± 표준오차), p < 0.05

표 3. 제 3군(n=10)과 제 4군(n=10)의 

혈청종량. Group 3:4.81 ± 0.68cc, 

Group 4:2.01 ± 0.72cc (평균+표준

오차),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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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큰 피판을 거상하는 수술적 시술은 사강을 만들기 때문에 수술 후 혈청종의 발

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유방성형술, 복부성형술, face lift, 광배근, 전거근

의 공여부는 혈청종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Ronald 등, 1999: William 등, 1990: 

Russell 등, 1992: David 등, 1995: Schwabegger 등, 1997: Stephen 등, 

1997). 실리콘을 이용한 유방성형술은 큰 피부피판을 거상하며 이물질을 넣고, 시

술도중 림프관의 손상도 가능하므로 혈청종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혈청종 방지를 위하여 압박드레싱, 부동화, 음압배액(Jorien 등, 1997)등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근본적이지 못하며 감염이나 염증, 말초신경손

상, 재수술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혈청종의 감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강을 줄이고 조직의 유착을 높

이는 조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과적 시술로 피부피판을 흉벽에 봉합하여 혈

청종의 발생을 줄이는 시도가 시행되었으나 이것만으로는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P.J.O'Dwyer 등, 1991. Chilson 등). 따라서, 저자들은 fibrin sealant를 

사용하여 사강을 줄이고 혈청종 양을 감소시키는 시도를 하였다. 이전의 몇몇 

fibrin sealant를 이용한 혈청종 감소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 성형외과 영역

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실리콘 등의 이물질을 넣은 유방성형술에 관계되는 실

험은 없었다. 실제로 성형외과 영역에서 문제되는 혈청종은 실리콘 등을 사용한 

유방확대술 후 생기는 혈청종으로 이로 인한 재수술이나 캡술 수축 등이 큰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백서의 유방절제술에 실리콘을 넣은 모델을 통한 실험

이 실제 임상 적용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저자들은 본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 내었다. 첫째, 백서의 유방

절제 모델은 혈청종 형성을 관찰하는 적절한 모델이다. 둘째, fibrin sealant는 유

방절제 모델에서 효과적으로 혈청종의 형성을 감소시킨다. 셋째, fibrin sealant는 

실리콘을 넣은 유방절제 모델에서 효과적으로 혈청종의 형성을 감소시킨다.  넷

째, 육안적 비교에서 fibrin sealant로 처리한 그룹이 처리하지 않은 그룹보다 더 

많이 유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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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Fibrin sealant의 사용은 사강을 줄이고 조직유착을 더욱 촉진하였다. 백서에 

fibrin sealant를 사용하여 의미있게 혈청종 생성과 사강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방성형술 후 혈청종 방지를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fibrin sealant의 

사용을 본 실험을 토대로 제안되어질 수 있으며, 본 저자들은 rat mastectomy 

seroma model을 이용하여 fibrin sealant가 실리콘을 넣은 후 혈청종 방지에 유

용함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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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e of Fibrin Sealant in Prevention of Seromas

Min, Wan K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 Directed by Professor Chung, Yoon Kyu)

 Seroma formation after soft-tissue dissection and muscle or skin flap 

harvesting is difficult problem to treat and prevent. Its sequelae include 

wound infection, flap necrosis, dehiscence. Seroma is lymphovascular 

interruption, and drainage into surgically created potential spaces. So we 

use fibrin sealant for prevention of seromas in a rat mastectomy model.

 Fibrin glue is a biological hemostatic and adhesive agent based on the 

hematologic clotting cascade that culminates in thrombins's enzymatic 

cleavage of fibrinogen to fibrin. The two components are bovine thrombin, 

available commercially, and human fibrinogen, obtained from cryoprecipitate. 

We tested total number of forty rats deviding into 4 groups. Rats were 

randomly distributed. Mastecomy without any other treatment was done to 

the first group. The second group was sutured with 0.2cc fibrin sealant 

after mastecomy. The third group was suture with silastic sheet after 

mastectomy. The fourth group was packed with silastic sheet and suture 

with 0.2cc of fibrin sealant after mastecomy. One week after procedure, 

total amount of seroma was assessed. 

 The average of seroma from fibrin sealant treated group was 0.69±0.29cc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ch compared to control group which 

was 3.40±1.43cc. Also, in the fibrin sealant and silastic sheet t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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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the amount of seroma 2.01±0.72cc which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silastic sheet only treated group which showed 4.81±0.68cc. From 

this experiment it could be confirmed that fibrin sealant reducement dead 

space and accelerate tissue adhesion. 

key word: seroma/ fibrin sealant/ mast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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