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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Mules
1
가 안구적출술 및 안구내용물제거술 

후 소실된 안와의 용적을 보충하기 위해 처음으로 유리

구슬을 안와에 삽입하 고 그 후로 무안구증 환자의 미

용적, 기능적인 재활을 위한 안와삽입물의 재질과 형태

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2-4 1985년에 Dr. 

Perry
5
가 악안면성형외과, 구강외과, 이비인후과 역

에 쓰이던 hydroxyapatite ([Ca10(PO4)6(OH)2]
2
, 

HA)를 안와삽입물로 사용하여 의안의 움직임을 현저

하게 개선시킨 이래 HA와 같은 다공성 안와삽입물의 

사용 빈도가 점차 늘고 있다.

HA (BioEyeⓇ, Integrated Orbital Implant, 

San Diego, CA)는 실리콘 혹은 유리구에 비해 상대

적으로 합병증이 적으며, 운동축(motility peg)의 삽

입을 통한 의안의 우수한 운동성, 우수한 생체 적합성

을 나타냈다.
6,7
 하지만 산호로부터 만들어진 HA는 생

산과정이 쉽지 않고, 생체 조직이 성장하기에 적합한 

소공의 크기를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으며, 해양 생

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고, 가격이 비싸며, 운동성 향상

을 위해 섬유혈관조직의 증식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운동축을 삽입하는 2차 수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

다.
8-11

Aluminum oxide (Al2O3), 일명 alumina는 생

물학적으로 불활성이고 우수한 생체 적합성을 나타내

며, 면역학적으로 안정적이고, 기계적 강도가 높아 정

형외과 및 치과 분야에서 지난 30년간 인체 골격골의 

대체물로 쓰여온 bioceramics 물질이다.
12
 Alumina

도 HA와 같이 서로 잘 연결된 소공을 갖는 다공성 구

형으로 만들어져 안와삽입물로 미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승인을 받았다.
13
 이러한 HA

의 우수한 생체적합성을 유지하면서 기계적 강도를 향

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alumina의 골격에 합성 HA

콜라겐 젤과 성장인자 전처치 및 피복재료가

다공성안와삽입물의 섬유혈관증식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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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피복된 다공성 안와삽입물의 섬유혈관화증식을 촉진키 위해 bFGF과 혼합된 collagen gel과 의 섬유혈관증식 

효과를 알아보고 새로운 피복물의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대상과 방법 : 실험군 9마리, 대조군 9마리 가토를 대상으로 안와삽입물을 기증공막, NeuropatchⓇ, LyoplantⓇ로 

피복하여 안와에 삽입후 2주, 4주째 적출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4주째 안와삽입물 적출 후 western blot을 시행

하 다.

결과 : 삽입 2주 후 조직검사결과 대조군과 실험군간에 섬유혈관증식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삽입 4

주 후 조직검사결과 실험군에서 섬유혈관증식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어 섬유혈관화가 촉진된 것을 알 수 있

었다. Western blot결과로 실험군에서 CD141과 laminin의 발현이 증가된 것과 LyoplantⓇ에서 섬유혈관화증식이 

가장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Collagen의 용해에 따른 지속적인 bFGF의 분비로 섬유혈관증식이 촉진됨을 알 수 있어 안와삽입물의 빠른 

섬유혈관화가 요구되는 경우에 임상적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LyoplantⓇ와 NeuropatchⓇ는 기증공막을 대

체 할 수 있는 새로운 피복재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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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코팅하는 방법의 연구가 성공하 으며, 국내에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안와삽입물인 합성 HA-coated 

porous alumina (Lucid Korea, Korea)가 연구 

개발되었다(Fig. 1).
9,14

하지만 HA와 HA-coated porous alumina와 같

은 다공성 안와삽입물은 표면이 거칠어 수술 시 안와내

로 깊숙히 삽입하기 어려우며, 삽입물의 움직임으로 인

해 테논낭과 결막표면이 자극되어 삽입물의 노출과 같

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 수술 시 외

안근의 부착부위를 제공하기 위해 피복재료로 안와삽입

물을 싸는 과정이 필요하다.
15,16
 안와삽입물의 피복재

료로는 현재까지 기증공막이 가장 흔히 이용되고 있으

나 우리나라의 경우 안구기증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기

증공막을 구하기 어렵고,
17-19
 기증공막을 통한 질병이

나 균의 전파위험성이 있어 대체물에 대한 필요성이 대

두되어 왔다.
20-23
 이러한 대체물로 자가조직, 합성물질, 

이종조직 등이 사용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어떤 피복재

료가 우수한 지는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4,17-19,24-33

 

다공성 안와삽입물의 가장 큰 장점은 삽입물의 소공

을 통해 섬유혈관조직이 자라 들어와 삽입물이 안와에 

고정되므로, 삽입물의 이탈 혹은 노출과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지만, 의안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

축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안와삽입물내로 섬유혈관조직

의 증식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안구제거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의안

착용 환자의 빠른 미용적 재활을 위해서는 안와삽입물

내로 섬유혈관조직이 빠르게 증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술방법의 변형이나 성장인자를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다.16,24,34-41 성장

인자 중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

는 강력한 혈관생성인자로 알려져 있어 많은 실험에 사

용되었으며, bFGF를 사용한 실험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혈관증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약물공급의 중요성이 제시되기도 하 다(Fig. 2).
 38-4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약물전달물질로 collagen

과 bFGF가 혼합된 collagen gel을 사용하여 지속적

인 혈관증식인자의 공급이 다공성 안와삽입물의 섬유혈

관조직 증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바이러스 질환

의 전염 위험성이 없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polyester- 

urethane (Neuropatch
Ⓡ
)과 기증공막에 비해 공급

이 상대적으로 쉬운 bovine pericardium (LyoplantⓇ)

을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증공막과 비교하여, 

섬유혈관화의 정도 및 합병증의 발생여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과 방법

1. 실험 동물

본 실험을 위해서 6개월령의 specific pathogen- 

free (SPF) 뉴질랜드 백색 가토(2.5~3 Kg)를 1주

일 이상 사육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일반증상을 관찰하

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사용하 다. 사육실의 

환경은 온도 21±2℃, 상대습도 50±10%, 환기는 all 

fresh 방식, 조명주기 12시간(06:00~18:00)으로 조

절 하 다. 토끼는 실험기간 중 사료(㈜퓨리나 코리아

의 토끼사료)및 음수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의 모든 동물실험은 1985년 NIH에서 

발간한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

Figure 1. Photography of Hydroxyapatite-coated porous alumina.

Figure 2. Diagram showing the functions of bFGF in 
angio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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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tory animals” 및 1999년에 식약청(한국실험동

물학회)에서 채택한 동물실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행

되었다. 

2. Collagen gel과 bFGF의 농도 결정 

Sigma 사에서 권장하는 collagen typeⅠ(Sigma- 

Aldrich, St Louis)농도는 1.5~3.0 mg/ml이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1.5 mg/ml, 2.5 mg/ml, 3.0 

mg/ml 농도의 collagen에 0.75% NaHCO3 0.25 

ml와 25.0 μg/ml 농도의 bFGF (Sigma-Aldrich, 

St Louis) 1.0 ml를 혼합하여 bFGF 농도가 10 μg 

/ml, collagen농도가 각각 0.75 mg/ml, 1.25 mg/ 

ml, 1.5 mg/ml인 collagen gel을 만들어 실험에 사

용하 다. bFGF 농도(10 μg/ml)는 기존에 발표된 

Soparkar et al
38
과 Tabata et al

39
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결정하 다.

3. 가토의 안구적출

일주일간의 순화기간을 거친 뉴질랜드 백색가토

(2.5~3.0 Kg) 18마리를 전신마취제인 ketamine 

(Yuhan Ketamin
Ⓡ
, Yuhan cooperation, Korea)

과 근이완제인 2% xylazine hydrochloride(RompunⓇ, 

Bayer Korea, Korea)을 1:1로 혼합, 1 ml/Kg를 

대퇴부 근육에 주사하여 마취시킨 후 오른쪽 눈에 안구

적출술을 시행하 다. 

수술 방법은 가토의 오른쪽 눈 주위를 5% 베타딘으

로 소독하고 결막을 윤부에서 360도 환형으로 절개한 

후 결막과 테논낭을 공막으로부터 박리하 다. 테논낭 

아래에서 4개의 직근을 찾아 6-0 polyglactin(Safil
Ⓡ
, 

B.Braun, Germany) 봉합사로 결찰한 후 안구에서 

분리하 다. 시신경을 지혈겸자로 결찰한 후 절단하고 

안구 후부의 후인근(retractor bulbi muscle)과 연

부 조직을 절단하여 안구를 적출하 다. 지혈겸자로 

잡은 시신경을 열 소작하여 망막중심동맥에서 출혈을 

방지하 다. 혈액내의 성장인자가 혈관증식효과를 가

지므로 결과의 혼선을 막기 위해 출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지혈을 철저히 하 다. 수술 후 gentamicin 

(Gentamicin
Ⓡ
, Kunwha, Korea) 20 mg을 다른 

쪽 대퇴 근육에 주사하 으며 이후에는 항생제를 추가

로 투여하지 않았다.

4. Collagen gel 전처치 

bFGF와 collagen 혼합액이 담긴 주사기에 직경 12 

mm, 소공의 크기가 500 μm인 HA-coated porous 

alumina를 넣고 약 30초간 음압을 걸어주어 삽입물에

서 공기가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한다(Fig. 3). 이 과정

을 2~3회 반복하여 혼합액이 충분히 삽입물의 소공으

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실온에 20~30분간 두어 gel 

상태로 바뀌게 되면 피복재료로 피복하여 실험에 사용

하 다. 

5. 안와삽입물의 피복 및 안와내 삽입술 

Neuropatch
Ⓡ
(polyester-urethane, B.Braun, 

Germany)는 6×14cm 크기의 폴리에스테르와 우레

탄 합성포로 인체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며, 소수성인 

특성을 갖는 물질로 유연하고 조작이 용이한 장점을 갖

는다. 피복 방법은 피복재료 중앙에 삽입물을 놓고, 서

로 마주보는 대각선상의 꼭지를 당겨서 6-0 polyglactin

으로 봉합한 후 겹치는 각 모서리는 잘라내었다. 잘라

낸 모서리는 피복재료가 HA-coated porous alumina

로부터 벗겨지지 않도록 단순고정봉합을 하 고, 뒤

쪽 1/3은 피복재료를 제거하여 안와삽입물이 안와조

직에 직접 노출되어 섬유혈관조직이 잘 자라 들어올 

수 있게 창을 만들어 주었다. 분리되었던 4개의 직근

은 원래 외안근 부착부위로 여겨지는 삽입물의 앞쪽 정

점으로부터 4 mm 떨어진 곳에 1×2 mm 크기의 창을 

만들어 각각 고정 봉합한 후 피복된 안와삽입물을 안와

내로 삽입하고 테논낭을 6-0 polyglactin으로 단속 

봉합하고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결막을 연속 봉합하

다(Fig. 4). 

Lyoplant
Ⓡ
(lyophilized bovine pericardium, B. 

Braun, Germany)는 건조동결된 소의 심막으로 만든 

6×14 cm 크기의 이종생물 조직으로 인체에서 흡수가 

되며, 친수성인 특성을 갖는다. 사용전에 Lyoplant
Ⓡ

를 생리식염수에 10~20분간 수화시켜 유연성을 회복

시킨 후 Neuropatch
Ⓡ
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복하여 

안와에 삽입하 다. 기증공막은 다른 가토의 안구제거

술로 얻어진 공막을 100% alcohol에 10분간 담근 후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다른 재료와 같은 형태로 피복

하여 안와내에 삽입하 다. 

모든 가토에서 수술 후 오플록사신 안연고(TarividⓇ, 

Santen, Japan)를 결막낭에 주입하고 6-0 polyglactin

으로 안검을 봉합한 후 감염방지를 위하여 오플록사신 

안연고를 2회씩 5일간 투약하 다.

6. 대조군과 실험군

실험군은 HA-coated porous alumina를 col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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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과 bFGF로 전처치 한 후 기증공막, Neuropatch
Ⓡ
, 

LyoplantⓇ로 각각 3개씩 피복하여 안와에 삽입한 

9마리로 정하 으며 대조군은 collagen과 bFGF 

전처치 없이 같은 피복재료로 피복한 HA-coated 

porous alumina를 안와에 삽입한 9마리로 정하

다. 

7. 비탈회 조직표본 제작과 피복재료 및 섬유혈관화

의 평가

조직 채취는 2, 4주째에 대조군 및 실험군에서 각각 

다른 피복재료로 피복한 3마리씩 총 6마리를 keta-

mine과 xylazine으로 마취한 후, KCl 정맥주사로 희

생시키고 안와삽입물을 적출하 다. 적출된 삽입물을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한 후 80%, 90%, 100% 

alcohol에 각각 하루 동안 두어 탈수를 시킨 후 1일

간 methylmethacrylate (MMA) 용액을 침투시킨 

후 삽입물을 주형에 넣고 MMA용액으로 포매하 다. 

Benzyl peroxide를 넣어 중합반응을 일으키고 15~ 

20일간 두어 충분히 굳힌 plastic block을 제작하

다. Diamond blade (Maruto, Japan)로 삽입물의 

정 중앙 부위를 절단하여 두께가 400~500μm가 되

는 일차절편을 만들고, 그 일차절편을 자동 연마기

(Maruto, ML-521D, Japan)로 연마하여 90~100

μm 두께의 2차 절편을 만든 후, 2차 절편을 다시 사

포를 붙인 아크릴 토막(25×25×7 mm)으로 연마지 

(3M Imperial
Ⓡ
, 9 μm granuled lapping film, 

Minn)에 눌러 손으로 연마 하여 최종 두께 50~60 μm

의 3차 절편을 제작하 다(Fig. 5). Hematoxylin- 

Eosin으로 조직표본을 염색한 후 광학 현미경으로 섬

유혈관증식 정도, 섬유혈관 조직의 교원질량, 피복재료

의 형태, 피복재료 주위의 염증반응 정도 등을 비교 분

석하 다. 

안와삽입물의 섬유혈관증식 정도는 조직표본의 12

시, 3시, 6시, 9시 방향 네 지점에서 측정하 으며 섬

유혈관화가 진행된 거리, 면적, 신생혈관의 개수로 평

가하 다. 

Figure 3. Pretreatment of alumina with collagen and bFGF. 
(A) Alumina is placed in a syringe containing collagen 
solution with bFGF. Arrow indicates a side opening. (B) 
When syringe plunger is pulled back with side opening 
blocked, the solution is drawn into alumina. Note the air 
bubbles generated from the implant.

Figure 4. Windows of the wrapping material. (A) Four 
rectangular windows, about 1×2 mm in size, were made for 
replacement of rectus muscles. (B) One large window at 
posterior one third of the alu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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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혈관증식의 거리는 삽입물의 표면에서 중심을 

향하여 섬유혈관증식이 진행된 곳까지의 거리를 광학현

미경하에서 측정하 다. 섬유혈관화의 면적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전체 면적에서 섬유혈관화가 이

루어지지 않은 곳까지의 면적을 제하여 이를 백분율로 

표시하 다(Fig. 6). 전체면적은 πΥ
2
=36 π(Υ=반

지름, 6 mm)이며, 섬유혈관화가 된 평균면적의 백분

율은 π (y2-x2)/36 π×100 (y=외부직경, 여기서는 

반지름과 동일, x=중심에서부터 섬유혈관화가 이루어

지지 않은 거리)로 하 다. 

8. Western blot 분석을 통한 laminin, CD141의 발현 

관찰

조직 채취는 4주째에 대조군 및 실험군에서 각각 다

른 피복재료로 피복한 3마리에서 안와삽입물을 적출하

다. 적출된 HA-coated porous alumina로부터 피

복재료를 제거한 후 안와삽입물을 glass homogenizer

로 분말형태가 되도록 마쇄하 다. 마쇄물에 lysis 

buffer (20 mM Tris-Hcl, pH 7.5, 1 mM EGTA, 

1 Mm EDTA, 1% triton X-100, 1 mM DTT, 1 mM 

PMSF, 1 μg/ml leuptin, 1 μg/ml aprotinin)

를 넣고 50% amplitude, 0.5 cycle로 30초간 

sonication을 시행한 후 15,000 rpm으로 15분씩 3

번 원심분리하여 상층액만을 분리 총 단백질을 추출하

다. 분리된 단백질을 protein assay kit (Bio-Rad, 

Richimond, CA)를 이용해 정량하고 40 μg의 단백

질을 reducing buffer (60 mm Tris-HCl, pH 6.8, 

25% glycerol, 2% SDS 14.4 mM β-mercap-

toethanol, 0.1% bromophenol blue)로 변형 후 

12% SDS-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 동하 다. 

분리된 단백질은 transfer buffer (39 mM glycin, 

48 mM Tris-HCl, pH 8.3, 0.037% SDS, 20% 

methanol)를 사용하여, PVDF membrane (Im-

mobilon-P
Ⓡ
, pore size-0.45μm, Milipore, Ma-

ssachusetts)으로 14mA에서 1시간 동안 이동 시킨 

후 Tris buffered saline/0.1% Tween20 (TBST) 

완충액으로 5분간 3회 수세하 다. CD141과 la-

minin에 대한 일차항체로 anti CD141 mouse IgG  

(Serotec, MCA641, UK)와 anti laminin mouse 

IgG (Neomarker, MS-1325-P, USA)를 blocking 

Figure 5. Process of making histopathologic sample.
(A) Cutting a block (B) Grinding the section of a block.

Total area: πγ2=36π
   Area of each annulus: π(y2-x2)
   Percent of area: π(y2-x2)/36π×100
   x: inner radius
   y: outer radius

Figure 6. Schematic measurement of fibrovascular in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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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er 1:500로 희석하여 사용하 으며 24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TBST로 10분간 3회 수세하 다. 반응한 

일차항체를 검출하기 위해 horseradish peroxidase

가 결합된 이차항체를 5% blocking 용액에 1:1000

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1시간 반응 시킨 뒤 TBST

로 15분간 4회 수세하고 ECL plusⓇ (Amersham, 

RPN2132, UK)를 첨가한 후 Image analyzer (LAS- 

3000, Fuji, Japan)로 촬 한 상에서 Genesnap 

(Syngene, UK) software를 사용하여 optical 

density를 측정하 다. 

9. 통계처리

통계학적 분석은 실험을 통해 얻어진 모든 자료를 평

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자료의 통계학적 의의

를 확인하기 위해서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이 사용되었고 

Mann-Whitney U-test와 ANOVA test를 이용하

여 유의성을 검증하 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하 다.

결    과

1. Collagen gel의 적정농도

3가지 서로 다른 농도의 collagen으로 실험을 한 결

과, 1.25 mg/ml 농도의 collagen gel이 실험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0.75 mg/ml의 농도를 사용한 경우는 collagen 용

액의 농도가 너무 낮아 안와삽입물을 주사기에서 꺼내 

실온에서 gel 형태로 변하는 동안 대부분이 삽입물의 

소공 밖으로 흘러 나와 지속적인 bFGF 공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1.50 mg/ml 농도의 collagen 

용액의 경우 점도가 너무 높아 조작이 용이하지 못하

고, 주사기로 음압을 걸어 주었을 때 기포가 잘 발

생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삽입물의 소공내로 

collagen 용액이 잘 침투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 조직병리학적 결과

2-1 조직병리학적 결과 2주

대조군 및 실험군 모두 피복재료 주위에 다핵거대세

포 및 호산구는 관찰 할 수 없었으며, 주변부에 드물게 

중성구의 침윤이 보 다. 모든 안와삽입물에서 섬유모

세포의 침윤과 삽입물 주변부에 섬유혈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 으며 실험군의 모든 삽입물 소공에 collagen 

gel이 남아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7). 

대조군의 신생혈관 개수는 평균 5.0개, 실험군은 

4.7개 으며, 대조군에서 섬유혈관증식의 길이는 평균 

2.3 mm, 실험군은 1.8 mm로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Fig. 8, 

Table 1, 2, 3). 대조군에서 기증공막, Neuropatch
Ⓡ
, 

LyoplantⓇ로 피복한 삽입물의 섬유혈관화 면적은 각

각 54.5%, 60.7%, 70.9%, 실험군은 각각 48.2%, 

48.2%, 54.5%로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Table 1, 2, 3). 

Table 3. Summary of the fibrovascular ingrowth in 
experimental group at 2 weeks

Wrapping material
Distance
 (mm)

Percent of
area (%)

Number of 

vessels *

Sclera
Neuropatch
Lyoplant
Mean

1.75
1.75
2.00
1.83

48.2
48.2
54.5
50.3

4
5
5

4.7
* Determined by Hematoxylin-Eosin stain using microscopy, 
per 100ⅹ field.

Table 2. Summary of the fibrovascular ingrowth in control 
group at 2 weeks

Wrapping material
Distance
 (mm)

Percent of 
area (%)

Number of 
vessels *

Sclera
Neuropatch
Lyoplant
Mean

2.00
2.25
2.75
2.33

54.5
60.7
70.9
62.0

6
5
4

5.0
* Determined by Hematoxylin-Eosin stain using microscopy, 
per 100ⅹ field.

Table 1. Comparison of fibrovascular ingrowth between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Group

Distance of fibrovascular ingrowth (mm)
(Percentage of fibrovascular ingrowth area)

Week 2 Week 4

Control

Experimental

P value*

2.3±0.7
(62.0±14.2)

1.8±0.8
(50.3±19.2)

>0.05

3.9±1.1
(86.5±9.21)

6.0±0.0
(100)
<0.05

* Mann-Whitney U-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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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다른 피복재료에 비해 

Lyoplant
Ⓡ
로 피복한 삽입물의 섬유혈관화가 조금 빠

른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ANOVA test, P>0.05, Table 2, 3).

2-2 조직병리학적 결과-4주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중심부로 섬유혈관화가 더욱 

진행되었으며, 교차하는 교원질도 더 많이 관찰되었다. 

실험군의 삽입물 소공에서 남아 있는 collagen gel을 

더 이상 관찰할 수 없었다(Fig. 8). 

대조군의 신생혈관 개수는 평균 7.5개, 실험군은 

15.3개 으며, 섬유혈관증식의 길이는 대조군은 평균 

3.9 mm, 실험군은 6.0 mm로 실험군에서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5, Table 1, 4, 5).

Figure 7. Photomicrographs of alumina wrapped with sclera, Neuropatch®, Lyoplant® in control and experiment groups explanted
at 2 weeks after implantation. (Hematoxylin-Eosin stain) (A) The alumina wrapped with sclera, untreated with bFGF complexed 
collagen gel, shows more fibrovascular density than Figure 7B. (100×) (B) The alumina wrapped with sclera, pretreated with 
bFGF complexed collagen gel, shows less fibrovascular density than Figure 7A. Arrows indicate remained collagen gel in the 
pore. (100×) (C) The alumina wrapped with Neuropatch®, untreated with bFGF complexed collagen gel, shows more 
fibrovascular density than Figure 7D. (100×) (D) The alumina wrapped with Neuropatch®, pretreated with bFGF complexed 
collagen gel, shows less fibrovascular density than Figure 7C. (100×) (E) The alumina wrapped with Lyoplant®, untreated with 
bFGF complexed collagen gel, shows more fibrovascular density than Figure 7F.(100×) (F) The alumina wrapped with 
Lyoplant®, pretreated with bFGF complexed collagen gel, shows less vascular density than Figure 7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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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에서 기증공막과 Lyoplant
Ⓡ
로 피복한 삽입

물의 섬유혈관화 면적은 각각 79.5%, 93.6% 으며, 

Neuropatch
Ⓡ
로 피복한 삽입물에서는 심한 염증이 발

생하여 섬유혈관의 증식을 관찰할 수 없었다(Fig. 

8B). 실험군의 섬유혈관화 면적은 각각 100%, 100%, 

100%로 실험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다(P<0.05, Table 1, 4, 5). 피복재료간에 따른 섬유

혈관증식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OVA test P>0.05, Table 5). 

3. 피복재료에 대한 평가 

기증공막은 collagen 배열이 매우 치 함을 알 수 있

었고, 소공을 찾아 볼 수 없었다(Fig. 9A). Neuropatch
Ⓡ

Figure 8. Photomicrographs of alumina wrapped with sclera, Neuropatch®, Lyoplant® in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explanted at 4 weeks after implantation. (Hematoxylin-Eosin stain) (A) The alumina wrapped with sclera, untreated with bFGF 
complexed collagen gel, shows more vascular density than Figure 7A. (100×) (B) The alumina wrapped with sclera, pretreated 
with bFGF complexed collagen gel, shows more vascular density than Figure 7-B and 8-A. Note disappearance of all collagen 
gel. Arrows indicate cross-linking of collagen fibers. (100×) (C) The alumina wrapped with Neuropatch®, untreated with bFGF 
complexed collagen gel, shows severe inflammation. (100×) (D) The alumina wrapped with Neuropatch®, pretreated with bFGF 
complexed collagen gel, shows more fibrovascular density than Figure 7D. (100×) (E) The alumina wrapped with Lyoplant®, 
untreated with bFGF complexed collagen gel, shows more fibrovascular density than Figure 7E. (100×) (F) The alumina 
wrapped with Lyoplant®, pretreated with bFGF complexed collagen gel, shows more fibrovascular density than Figure 7F and 
8E. Note disappearance of all collagen ge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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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증공막에 비해 Hematoxylin-Eosin 염색이 약

하게 되었고 다른 피복재료에 비해 많은 소공이 관찰되었

다(Fig. 9B). Lyoplant
Ⓡ
는 기증공막에 비해 collagen

의 배열이 덜 치 하고, 많은 소공이 관찰되었다(Fig. 

9C).

4. Western blot 분석을 통한 laminin, CD141의 발현

안와삽입물 삽입 후 4주째에 적출한 6예에서 시행한 

western blot 분석은 protein loading control

로 house keeping protein인 β-actin을 사용하

으며 혈관의 내피세포와 기저막에 특이하게 발현

되는 것으로 알려진 CD141과 laminin을 혈관의 

표지자로 사용하여 섬유혈관화 증식을 알아보고자 하

다.

대조군의 기증공막, Neuropatch
Ⓡ
, Lyoplant

Ⓡ
로 

피복한 삽입물에서 laminin의 optical density는 각

각 50, 39, 71로 나타났고, CD141의 optical density

는 각각 89, 92, 100이었다. 실험군의 기증공막, 

NeuropatchⓇ, LyoplantⓇ로 피복한 삽입물에서 

laminin의 optical density는 각각 100, 128, 180

로, CD141의 optical density는 각각 224, 235, 

243로 발현이 증가하여 실험군에서 섬유혈관화가 더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조직해부학적 

결과와도 일치하 다(Fig. 10). 특히 피복재료별 발현

량은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대

조군과 실험군 모두 Lyoplant
Ⓡ
로 피복한 삽입물에서 

laminin과 CD141의 optical density가 높게 측정

되어 섬유혈관증식이 가장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0).

Table 4. Summary of the fibrovascular ingrowth in control 
group at 4 weeks

Wrapping material
Distance
 (mm)

Percent of 
area (%)

Number of 
vessels *

Sclera
Neuropatch
Lyoplant
Mean

3.25

0 †

4.50
3.88

79.5
0

93.6
86.5

7
0
8

7.5
* Determined by Hematoxylin-Eosin stain using microscopy, 
per 100ⅹ field.
†Alumina wrapped with Neuropatch® had severe 
inflammation.

Table 5. Summary of the fibrovascular ingrowth in 
experimental group at 4 weeks

Wrapping material
Distance
 (mm)

Percent of 
area (%)

Number of 

vessels *

Sclera

Neuropatch

Lyoplant

Mean

6.00
6.00
6.00
6.00

100
100
100
100

11
15
20

15.3

* Determined by Hematoxylin-Eosin stain using microscopy, 
per 100ⅹ field.

Figure 9. Photomicrographs of wrapping materials. (Hematoxylin-
Eosin stain) (A) Sclera shows more dense staining and more 
compact collagen arrangement than Lyoplant®. (400×) (B) 
Neuropatch® shows less staining and high porosity. (400×)
(C) Lyoplant® shows less compact collagen arrangement than
sclera. Many pores are seen.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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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약물전달물질로 collagen과 

bFGF가 혼합된 collagen gel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혈관증식인자의 공급이 HA-coated porous alumina

의 섬유혈관조직 증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Neuropatch
Ⓡ
와 Lyoplant

Ⓡ
를 피복재료를 사용하여 

기존의 기증공막과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 다. 그 결

과 bFGF가 혼합된 collagen gel은 다공성 안와삽입

물의 섬유혈관증식을 촉진시켰으며, 새로운 피복재료 

또한 기증공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되었다.

안와삽입물내로의 섬유혈관조직의 증식은 삽입물의 

이탈 및 노출을 줄여주고, 의안환자의 조기재활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수술적 술기

의 발전과 안와삽입물 및 피복재료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안와삽입물의 섬유혈관

증식을 촉진시키기 위해 혈관성장인자를 사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18,24,34-41 혈관생성을 촉진시키는 

인자로는 aFGF, bFGF, TGF-α, TGF-β, VEGF, 

PDGF, EGF 등이 있으며 bFGF는 강력한 혈관 생성

인자로 알려져 있다.42,-45 그러나 기존실험에 사용된 

bFGF의 농도가 0.6 ng-100 μg으로 큰 편차를 가지

며, 주입방법 및 회수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보고 되

는 가운데,34-39 Soparkar et al38과 Tabata and 

Ikada
39
의 연구결과를 보면 섬유혈관의 증식을 위해서

는 일시에 고용량을 주어 bFGF가 조직내에서 빠져 나

오는 것 보다는 저농도의 bFGF라도 지속적인 공급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복을 한 HA-coated porous 

alumina의 섬유혈관증식을 촉진 시키기 위해 기존의 

여러 연구자들이 사용한 방법 즉, bFGF용액에 안와삽

입물을 장시간 전처치하는 과정 대신, 비교적 저농도인 

10 μg bFGF와 collagen 혼합액이 담긴 주사기에 

삽입물을 넣고 음압을 걸어 혼합액이 충분히 HA- 

coated porous alumina의 소공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실온에 20-30분간 두어 gel 형태로 바뀌게 하여 

안와에 삽입하 다. 이는 실제 수술 시에 사용할 수 있

는 방법이므로 임상응용이 가능하고, collagen gel의 

분해와 함께 bFGF가 서서히, 지속적으로 공급이 됨으

로써 bFGF가 삽입물 내에서 일시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섬유혈관증식이 촉진될 것이라 예상하 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안와삽입물 삽입 후 2주째에 전처

치를 한 실험군에서 삽입물 중심까지 collagen gel이 

고르게 침투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삽입 후 4주

째에는 실험군에서 섬유혈관조직의 증식이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교차하는 교원질과 혈관의 

도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Western blot을 사

용한 분석에서도 실험군의 laminin과 CD141 발현량

이 증가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collagen gel의 분해가 

진행되어 bFGF가 지속적으로 유리되어 나옴에 따라 

섬유혈관증식이 촉진 된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실험결과들을 토대로 bFGF

의 농도를 10 μg/ml로 정하여 섬유혈관증식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 지만, 다른 농도들에서의 효과도 측정

하여 섬유혈관증식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bFGF 농도

를 결정하는 실험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

Figure 10. Western blot analysis of laminin and CD141. The blots show increased laminin and CD141 expression of 
fibrovascular tissues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re is more laminin and CD141 expression in the alumina wrapped with 
Lyoplant® than the sclera and Neuropatch® SC=sclera, NP= Neuropatch®, LP= Lyoplant®. 
(-) = untreated with bFGF complexed collagen gel, (+) = pretreated with bFGF complexed collagen 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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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Collagen gel에서 bFGF가 어느 정도의 양

으로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분비되는 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최상의 섬유혈관증식 효과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In vivo 에

서의 측정이 실험기술상 어렵다면 간접적으로 In vitro

에서 ELISA를 사용한 방법으로 분비되는 bFGF의 양

과 기간이 측정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혈관생성인자의 주입방법에 있어, 내피세포 기

저막의 당화로 안와의 혈액공급 및 섬유혈관증식의 지

연이 예상되는 당뇨병이나, 내피세포의 노화로 bFGF 

생성이 감소된 노인환자, 산화 LDL에 의해 내피세포

에서 bFGF 합성이 방해 받는 고지혈증환자 등에서는 

본 실험에서처럼 외부에서 혈관생성인자를 공급하는 것

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46-53

국내에서 생산된 합성 HA-coated porous alumina

는 소공의 크기, 모양, 분포가 균일하여 섬유혈관조직

의 증식에 유리한 구조를 가진 alumina와 친수성 HA

의 장점을 결합한 안와삽입물이다(Fig. 1).6-9,14 본 연

구에서도 HA-coated porous alumina는 안와내 삽

입 4주까지 특별한 합병증을 보이지 않았고 섬유혈관조

직의 증식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Neuropatch
Ⓡ
로 피복한 한 예에서 안와내 삽입 4주에 

삽입물에 염증이 발생하여 향후 삽입물에 대한 장기적

인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삽입물 역시 다공성 구조로서 거친 표면으로 

인한 결막 손상으로 안와삽입물의 노출 위험성이 있어 

기존의 다공성 안와삽입물과 같이 피복재료를 필요로 

한다.
15,16 

많은 연구자들이 사람의 공여조직(sclera, 

dura mater, fascia lata, pericardium), 자가조

직(autologous temporlis fascia, fascia lata, 

rectus abdominis sheath, posterior auricular 

muscle complex), 합성물질(polyglactin 910 mesh, 

polyglycolic acid mesh, expanded polytetra-

fluoroethylene) 또는 이종생물의 조직(bovine peri-

cardium)으로 피복을 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양한 결

과를 얻었지만 아직까지 어떤 피복재료가 우수한 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19,24-33

 현재까지 사람에게서 가

장 흔히 이용되는 피복재료는 기증공막이나54,55 우리나

라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기증공막에

서 AIDS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혈청학적으로 음성인 

환자의 조직을 통해서도 AIDS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 발표되는 등, 기증공막을 통한 프리온, 간

염, 인간면역바이러스의 전파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

다.20-23 자가 조직은 면역반응과 전염성 질환의 위험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자가조직을 체취한 부위에 흉터와 

합병증 발생의 우려가 있고, 수술시간이 길어지는 단점

이 있다.
4,17,25,26,33

 Vicryl mesh나 Dacron patch, 

Dexon mesh, e-PTFE등은 비교적 생체 적합성이 

좋고, 불활성인 합성 피복재료를 사용한 보고들이 있었

지만 삽입물 노출의 빈도가 높아 사용이 자제되고 있

다.17,18,27-33

본 연구에서 피복재료로 Neuropatch
Ⓡ
와 Lyoplant

Ⓡ

를 사용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피복물에 대한 엇갈린 

보고가 있으나, 두 재료 모두 이미 다른 역에서 안정

성이 검증되었고, 생체에 이식 후 흡수여부, 친수성, 생

산과정 등이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재료로서 이를 

사용하여 기증공막과 섬유혈관화의 속도 및 안정성을 

비교하고자 하 다.
55-65 

그 결과 안와삽입물을 피복하는 

과정에서 기증공막보다 조작이 용이하고 Neuropatch
Ⓡ

로 피복 후 4주째에 적출한 1안을 제외한 11안에서 노

출이나 감염은 없어 기증공막을 대체할 수 있는 피복재

료로 안정성은 입증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Lyoplant
Ⓡ

를 피복한 삽입물에서 western blot 분석 결과 섬유

혈관증식이 가장 빠른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그 이유로

는 Lyoplant
Ⓡ
가 기증공막에 비해 collagen 구조가 

덜 치 하고 친수성이며 소공이 많다는 점이 원인으로 

생각되며, Neuropatch
Ⓡ
는 polyester-urethane의 

소수성 성질이 섬유혈관증식이 늦게 나타난 요인이라 

생각된다. 또한 4 주째 NeuropatchⓇ 1 안에서 발생

한 염증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HA-coated 

porous alumina 안와삽입물 자체의 문제, 혹은 섬유

혈관증식의 지연 등을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

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섬유혈관증식을 정량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CD141과 

laminin의 발현을 측정하 다. CD141은 내피세포의 

막에 존재하는 당단백질로 내피세포에만 특이적으로 발

현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혈관의 염증이나 손상 시에는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고,
66-67
 laminin은 기저막을 구

성하는 요소 중 가장 풍부한 성분으로 새로 형성된 혈

관의 내피세포뿐만 아니라 형성중인 혈관 첨단에 이동, 

증식 중인 내피세포에서도 발견되므로 혈관 내피세포의 

표지자로 사용할 수 있다.42,43,68 

본 연구의 western blot 분석결과 실험군에서 

laminin과 CD141의 발현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bFGF와 collagen gel 전처치가 혈관 내피세포의 증

식과 기저막의 형성을 촉진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bFGF와 collagen gel 전처치를 하고 삽입 

4주째에 적출하여 검사를 시행한 실험군에서는 조직병

리학적으로는 섬유혈관화가 100% 이루어져 피복재료

에 따른 차이를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laminin과 CD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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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western blot을 분석에서는 피복재료에 따른 

섬유혈관증식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

들은 다공성 안와삽입물에 대한 성장인자들의 평가를 

조직병리학적 검사만으로 시행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조직병리학적검사와 함께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섬유혈관증식과 기저막의 생성정도를 동시

에 파악하여 향후 유사한 연구에서 조직학적 판독에 

따른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섬

유혈관증식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정확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 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혈관증식인자인 bFGF와 새로운 약물전

달 물질인 collagen gel을 합한 혼합물을 사용한 전처

치를 통하여 collagen gel의 분해에 따른 지속적인 혈

관생성인자의 분비가 다공성 안와삽입물의 섬유혈관증

식을 촉진시킴을 알 수 있었고, 새로운 피복재료, 특히 

Lyoplant
Ⓡ
에서 섬유혈관화증식이 가장 빠른 것을 알 

수 있어 대체 피복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안

정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얻은 연구

결과들은 임상적으로 섬유혈관증식의 지연이 예상되는 

환자 및 무안구증환자가 겪는 시간적, 심적 고통을 줄

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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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Collagen Gel with Growth Factor and Wrapping Materials 
on Fibrovascularization of Porous Orbital Implant

Joon-Young Lee, M.D.,1 Suk-Young Kim, Ph.D.,2 Chang-Kook You,2 Moo-Seok Lee,3 
Sang-Yeul Lee, M.D., Ph.D.,4 Jung-Hyub Oh M.D., Ph.D.,5 Sung-Joo Kim M.D., Ph.D.6

Department of Ophthalmology, Kim's Eye Hospital, Myung Gok Eye Research Institute,1 Seoul, Korea
School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2 Kyongbuk, Korea,

Lucid Korea Ltd.,3 Kyongbuk, Korea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4 Seoul, Korea,
Department of Ophthalmology,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5 Inchon, Korea

Department of Ophthalmology,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6 Daejon, Korea

Purpose: To determine the effect of bFGF complexed collagen gel, which allows constant release of bFGF 
along with biodegradation of the collagen gel. The specific study purpose was to determine whether it can 
accelerate the fibrovascular ingrowth into wrapped HA-coated porous alumina and to verify the safety of new 
wrapping materials. Synthetic polyester-urethane (NeuropatchⓇ) and lyophilized bovine pericardium (LyoplantⓇ) 
were compared to donor sclera for the fibrovascular ingrowth into HA-coated porous alumina. 
Methods: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each consisting of 9 rabbits were wrapped with each 
wrapping materials (3 rabbits per wrapping material). The experimental group underwent pretreatment of 
bFGF-collagen gel while the control group did not. The fibrovascular ingrowth was compared at 2 and 4 
weeks after implantation. Western blot analysis was conducted at 4 weeks using antibodies against CD141 and 
laminin. The rate of fibrovascular ingrowth was fastest in orbital implant wrapped with LyoplantⓇ.
Results: Histopathologic examinations at 2 weeks showed no differences in distance and percentage area of 
fibrovascular ingrowth. Histopathologic examinations at 4 weeks showed that pretreatment of bFGF-collagen 
gel increased the fibrovascular ingrowth in the experimental group. Western blot analysis on experimental 
group also showed that the expressions of CD141 and laminin were increased by bFGF-collagen gel, thereby 
indicating that the fibrovascular proliferations were accelerated by bFGF released from the complex.
Conclusions: bFGF-collagen gel increased the rate and degree of fibrovascular growth into hydroxyapatite- 
coated porous alumina by releasing bFGF as the collagen gel biodegraded. Both LyoplantⓇ and NeuropatchⓇ 
were evaluated as safe for substitution of the donor sclera.
J Korean Ophthalmol Soc 46(6):1037-1051, 2005

Key Words: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 Collagen gel, Hydroxyapatite-coated porous alumina, 
Wrapp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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