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지 13(1): 16~22, June, 2013 <  종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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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질환의 수술적 치료에는 심장 판막 혹은

혈관을 체할 재료가 필요하다. 심혈관 동종 조직

(cardiovascular homografts)은 인공 판막 혹은

인공 혈관에 비해 혈류 역학적으로 우수하며 혈액에

심혈관 동종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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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동종 조직(cardiovascular homografts)은 1965년 임상에 적용 된 후 다양한 처리 기법이 연구 개발되

었다. 현재는 냉동 보존액의 사용과 함께 냉동속도를 조절하여 냉동 한 뒤 액체 질소 용기에 보관하다가 필요 시

사용하는 동결 처리 보존 기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심혈관 동종 조직은 장기적으로는 섬유화, 석회

화 같은 퇴행성 변화가 온다는 단점이 있으나 혈류 역학적으로 우수하고 감염에 한 저항성이 있어 심장 판막과

혈관 수술에 있어 치할 재료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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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해도 혈전이 잘 생기지 않아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 없고, 감염에 한 저항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

어 심장 수술 혹은 혈관 수술 시 선택적으로 사용되

고 있다. 동종 조직은 1903년 Hopner의 실험 동물

을 이용한 경동맥- 퇴동맥 이식연구를 시작으로

발전하 고,1) 이후 0~1。C 또는 -40。C의 냉장 혹은

냉동 보관 후 사용하는 방법,2) 동결 건조법(freeze

drying),3) 급속 냉동하여 -80。C의 저온에 보관하

는 냉동 보관법3) 등의 다양한 처리 및 보관 방법이

개발되어 임상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1960년 부터

동종 조직이식 후 만성면역 거부 반응과 조직의 퇴화

(degeneration)로 인한 문제점들에 해 알게 되었

고,4)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1980년 부터

Glycerol 혹은 Dimethyl Sulfoxide (DMSO)와

같은 동결 보호 용액을 사용하고 냉동 속도를 조절

하여 -100。C 이하의 극저온에서 보관 후 사용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이러한 동결 처리법

(cryopreservation)이 가장 좋은 임상 결과를 나

타내어 심혈관 동종 조직의 처리 및 보관에 가장 널

리 이용되고 있다.5)

심혈관 동종조직의 종류 및 적응증

심혈관 동종 조직은 크게 심장 판막 조직과 혈관

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심장 판막 조직

심장에는 4개의 판막이 있지만 승모 판막과 삼첨

판막은 해부학적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동종 조직

으로 잘 사용되지 않으며, 동맥 판막과 폐동맥 판

막이 주로 사용된다. 판막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이

두 가지 판막 조직 모두 각각 상행 동맥과 주 폐동

맥이 부착된 형태로 채취하여 판막을 포함한 도관

형태의 조직을 준비하여 사용한다(Fig. 1).

수술로 판막을 치환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인공 재료를 이용해 만든 기계 판막

(mechanical valve), 이종 조직(xenograft)을 채

취하여 가공처리 후 만든 조직 판막(bioprosthetic

valve), 뇌사자로부터 채취한 인간의 동종 판막

(homograft valve)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 기계

판막은 내구성이 좋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구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혈전증이

생길 위험이 있어 평생 항응고제 요법이 필요하다.

심혈관 동종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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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심장 판막 조직 (A) 상행 동맥과 동맥 궁을 포함한 동맥 판막 조직, (B) 주 폐동맥과 좌∙우 폐동

맥 분지를 포함한 폐동맥 판막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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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항응고제의 사용에 따른 위험과 불편을 감수

해야 하고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이나 노인에게는 사

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조직 판막은 혈전증의 위험

은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판엽이 변성되고 석회화

되어 판막의 기능이 나빠짐에 따라 재치환술이 필요

하게 된다. 동종 판막은 혈류학적 우수하며, 혈전의 위

험도 적고, 감염에 한 저항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동종 판막의 사용은1962년 Ross와 Barratt-

Boyes가 동종 판막을 이용해 동맥 판막 치환술을

성공한 이후 확산되었다.6,7) 동종 조직은 앞에 기술

한 특징으로 주로 소아나 임신을 원하는 여성, 판륜

을 침범한 심내막염, Behcet’s 환자의 판막 치환

술, Ross 수술 등에서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967년 Ross에 의해 소개된 Ross 수술법은 동

맥 판막 치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자신의 폐동맥

판막을 동맥 판막 위치에 이식하고, 폐동맥 판막

을 떼어낸 자리에는 폐동맥 동종 조직을 이식하는

수술로, 소아나 젊은 나이의 환자들에게 성장 가능

성과 혈류 역학적으로 우수한 효과가 증명되었다.8)

그 외 심실과 폐동맥 사이의 폐쇄 혹은 심한 협착으

로 인해 판막을 포함한 도관으로 우심실 유출로 재

건술이 필요한 여러 가지 선천성심장기형의 치료에

도 사용된다. 감염에 한 내구성이 우수하므로 심

내막염을 동반한 판막 질환에서 동종 판막을 이용하

는 경우가 많다.9-11)

혈관 조직

동종 혈관 조직은 크게 동맥 혹은 정맥으로 분류

할 수 있고, 직경에 따라 혈관과 소혈관으로 분류

한다. 일반적으로 채취 부위의 해부학적 명칭으로

분류하게 된다. 혈관에는 폐동맥 분지, 상행 동

맥, 동맥 궁, 흉부 동맥, 복부 동맥이 포함되

며 소혈관에는 신장 하 동맥, 장골 동맥, 표재성

장간막 동맥, 퇴 동맥, 요골 동맥이 가장 많이 사

용된다. 정맥도 사용용도에 따라 각 부위의 정맥을

채취하여 사용하나 개 장골 정맥, 퇴 정맥, 복재

정맥 등이 주로 사용된다(Fig. 2).

혈관을 체 할 수 있는 이식재는 환자 본인의 혈관

(autograft), 인조 혈관(prosthetic vascular grafts),

동종 혈관(homograft vessel) 세 종류가 있다. 복

재 정맥과 같이 기능적으로 없어도 되는 부위의 혈

관을 다른 부위의 혈관 수술에 사용할 수 있는데 환

자 본인의 자가 혈관은 감염의 위험이 적고, 면역 반

응을 일으키지 않으며, 타인으로부터의 질병 전파의

위험이 없어 제일 안전하며 비용 면에서도 효과적이

라는 장점이 있어 가장 선호되지만 사용 할 수 있는

조직이 제한적이다. 인조혈관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

의 혈관을 생산할 수 있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지만 감염에 취약하여 감염이 있는 경

우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 이에 반하여 동종혈관

은 감염에 해 저항성이 높고, 신체 여러 부위에서

혈관을 채취하면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조직을 보관

하여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동종 혈관 조직 사용의 가장 주요한 적응증은 혈

관 질환 부위의 감염증이다. 혈관 감염증은 외상이

나 침습적 처치 후 세균 및 곰팡이 균으로 인한 일차

적 혈관 감염증과, 인공혈관이나 자가혈관을 이용해

혈관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이차적 혈관 감염증 모

두 해당된다. 혈관 감염증 환자를 상으로 인조 혈

관을 이용한 환자 군과 동종 혈관을 이용한 환자 군

을 비교한 연구가 보고되었는데 동종 혈관을 이용한

환자 군에서 수술 후 사망, 재수술, 수술 후 패혈증,

이차적 상처 봉합, 수술 후 재원 기간 및 항생제 치

료 일수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 다.12,13) 만성 중증 하

지 허혈성 질환(chronic critical limb ischemia)

환자는 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혈관이 제한적이

고, 만성적으로 병을 앓고 있어 감염에 취약해진 상

태이므로, 이러한 환자 군을 상으로 동종 혈관을

적용하여 사망률뿐 아니라 사지 보존(limb sal-

vage)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 연구 결과도 보고되

고 있다.14) 소아의 동맥 및 폐동맥 성형술에 폐동

맥을 첩포(patch) 형태로 사용하기도 하며 간, 신

장, 췌장 등의 장기이식의 혈관 문합 시 혈관 재건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종 혈관 조직이 유용하게 사용된

다.15 최근 장기 이식이 증가하여, 장기 이식 시 사용

하는 혈관조직이 현재 국내 동종 혈관 조직의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흉부 동맥

또는 복부 동맥 동종 조직을 이용해 기관(tra-

chea)과 기관용골(carina)을 재건하는 적용이 시

장의화∙박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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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되어 좋은 결과가 보고되기도 한다.16)

심혈관 동종 조직의

채취, 처리, 보관 및 사용

심혈관 동종 조직은 비교적 건강했던 사람이 사후

에 조직을 기증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다. 적절한 기

증자 선별을 거쳐, 사후에 조직을 채취하여, 살균,

포장과 동결 과정을 거쳐 극저온에 보관하다가 필요

시에 해동, 세척 과정을 거쳐 조직이 필요한 환자에

게 이식된다.

기증자 선별

심혈관 동종 조직의 이식은 세포가 사멸한 다른

동종 조직과는 달리 세포가 살아있는 타인의 조직을

환자의 몸 안에 이식하게 되므로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기증자 선별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악성

종양, 간염과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포함한 바이러

스성 혹은 세균성 감염 질환,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희귀 질환 등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증자 선별에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심장 판막 및 혈관 조직은 정상인도 나이가

들며 동맥 경화증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젊

은 기증자로부터 채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직의 채취

동종 조직의 섬유아세포(fibroblast)는 판막과

혈관의 구조를 유지하고, 새포외 기질(extracellu-

lar matrix)의 리모델링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동

종 조직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기증자

의 나이와 조직의 허혈 시간(ischemic time)이 섬

유아세포의 생존율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  기증

심혈관 동종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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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혈관 조직 (A) 내∙외측 장골 동맥 분지를 포함한 장골 동맥, (B) 장골 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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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젊을수록 그리고 허혈 시간 짧을수록 섬유아세

포의 생존율은 높기 때문에 기증자 선별과 조직의

채취 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허혈 시

간은 심장의 활동이 완전히 멈춘 때로부터 조직을

떼어낼 때까지의 시간인“warm ischemic time”

과 조직을 떼어낸 후 박리하여 항생제 처리 직전까

지의 시간인“cold ischemic time”을 합하여 계산

한다.  각 조직은행은 기증자 나이 및 허혈 시간에

한 허용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17)

조직의 형태학적 평가

뇌사자로부터 조직을 채취한 뒤 채취한 동종조직

을 관찰하여 형태학적 평가를 한다. 판막 및 혈관에

선천성 기형, 동맥경화성 죽종(atheroma), 결손

(fenestration), 혈색소, 콜라겐(Collagen) 등의

유무, 위치, 정도를 관찰하고 결함이 있지만 수선 후

사용 가능한 지 혹은 사용에 부적합 한가에 해 평

가한다.  사용이 가능한 경우 크기와 길이를 측정하

여 사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알맞은

이식 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15)

조직의 처리

채취 후에는 살균과 동결 처리 과정을 거쳐 보관

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처리 과정 중에는 혈관의 확

장, 수축 기능, 면역 기능의 역할을 담당하는 내피

세포(endothelial cell)와 단백질 합성 및 구조적

보존, 아교섬유질의 재합성(Resynthesizing)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섬유아세포의 생존성을 보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완전한 이식재가 된다.18-20)

살균(Sterilization)

감염이 없는 기증자로부터 조직을 채취하더라도

기증자로부터 세균성 혹은 진균성 감염이 전파될 수

있고,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 중 미생물에 오염될 가

능성에 비하기 위하여 조직을 채취한 뒤 항생제

처리를 하여 살균한다. 과거에는 살균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생제 용액에 오랜 시간 인큐베이션을 하 지

만 오히려 지나친 살균처리 과정이 조직에 세포독성

을 일으켜 세포 생존성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21) 이후 주요한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살균하며 동

종 조직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생제

의 종류와 농도를 조절하여 최적의 조직 멸균액 조

성과 살균 시간을 찾아 적용하고 있다.15)

포장 및 동결(Cryopreservation)

항생제 처리를 마친 조직은 동결보호용액이 포함

된 배양액(RPMI1940)에 넣어 3중 포장(packing)

을 한다.  포장 시에는 극저온에서 파손되지 않는 재

료를 사용해야 한다. 동결 보호 용액으로 가장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Dimethyl Sulfoxide (DMSO)

는 실온에서는 세포 독성을 일으키므로 조직 포장을

마친 뒤에는 가능한 빨리 동결 처리를 시작해야 한

다. 동결을 위해 극저온에 조직을 넣어 급속 냉동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세포가 손상되므로 냉동 속도

를 조절하는 냉동기를 이용하여 냉동을 한다. 여러 실

험을 통해 분당 1도씩 조직의 온도를 떨어뜨리며 냉

동하는 방법이 조직의 세포 생존성(cell viability)

및 구조적 보존(structural integrity)에 가장 우수

한 것으로 보고되어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된다.(18,22,23)

조직의 보관 및 사용

1. 보관(Storage)

동결 처리된 조직은 -150。C이하의 액화질소기화

(vapor)상태에서 보관한다. -80。C의 초저온 냉동

고(deep freezer) 또는 2~8。C의 냉장고에 보관되

는 뼈, 연부 조직, 피부 조직, 양막 조직 등과 달리

보관기간이 세포 생존성 손실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반적으로 10년의 보관 기간

을 적용하고 있다.20)

2. 해동(Thawing)

조직을 사용하기로 결정되면 조직을 냉동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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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내어 포장된 채로 따뜻한 식염수 혹은 42。C의 항

온수조에 담가 해동한다. 그 전에 약 1분간 상온에

서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한 후 해동 단계가 이루어

져야 갑작스런 온도 변화로 오는 조직의 손상 위험

을 줄일 수 있다. 해동은 포장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외부 포장의 두께, 종류, 수에 따라 열 전달 속도가

달라져 해동 속도에 향을 미친다. 다양한 속도의

해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가능한 빠른 속도로 해동

하는 것이 조직 세포생존성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는 동결 상태에서 조직을 보호하는 역

할인 동결 보호 용액이 실온 환경에서는 조직에게

세포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18,24)

3. 세척(Dilution)

세척 과정은 해동 후 조직으로부터 동결 보호 용

액을 제거하기 위한 단계이다. 흔히 단계적으로 세

척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동결 보호 용액의 급격한 농도 변화가 가져오는 삼

투 스트레스로부터 세포 손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

다. 단계적 세척법(multi-step)과 단일 세척법

(single-step)을 비교한 연구에서, 조직의 세포 생

존성에서 의미 있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

려 단계적 세척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

이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18,24)

결 론

동종 조직은 수술실에서 다루기가 용이하고 수술

부위 출혈이 적으며 혈류 역학적으로 우수하고 감염

에 한 저항력이 강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조직간

물리학적 응력의 차이에서 오는 봉합 부위의 파열,

만성 면역 반응으로부터 오는 조직의 퇴행적 변성,

섬유성 석회화, 주위 조직과의 심한 유착과 같은 문

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식 후 장기간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분야

에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채취 및 처리에 높은 윤리의식을 적용하고,

조직을 채취하고 처리하는 조직은행과 조직을 이식

하는 임상 의료진과 개선점에 해 서로 피드백을

갖고 논의하여야 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이

식 재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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