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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 록)

 무세포 진피 기질(ADM,acellulardermalmatrix)이 상품화 된 이후 

무세포 진피 기질은 유방 재건수술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가 되었다.

한 지방유래 기세포는 배엽 기세포의 일종으로 angiogenic

growthfactor,anti-inflammatoryeffect등이 잘 알려져 있다.본 

자는 지방유래 기세포를 무세포 진피 기질 이식에 용하 을 때 일

어나는 조직학  변화를 알아보고,무세포 진피 기질의 생착에 도움

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해 18마리 토끼  12마리 토끼에 무세포 진피 기질과 실리

콘 보형물을 이용하여 유방재건술 모델을 만들었다.무세포 진피 기

질에 같은 종의 토끼로부터 얻은 지방유래 기세포를 용하여 술 후 

1개월과 3개월째 희생하여 조직을 구하 다.조직은 무세포 진피 기

질의 앙 부 와 배근과 만나는 가장 자리 부 를 근육과 무세포 

진피 기질을 포함하여 각각 얻었고,H&Estaining과 vimentin,CD31

면역 염색을 시행하 다.

육안 으로는 지방유래 기세포를 용한 군이 무세포 진피 기질의 

원래 형태가 좀 더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 다.조직학 으로는 지방

유래 기세포를 용한 군 에서 근육과 닿는 부 의 무세포 진피 

기질에서 1개월 째 CD31염색을 통한  개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p=0.002),vimentin염색을 통해 본 fibroblast개수도 유의하게 증

가(p=0.008)되어 있는 소견을 찰할 수 있었다.이와는 달리 림

구의 수는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0.041)3개월 째 무세포 진피 기

질에서는 CD31염색을 통해 본  개수만이 근육과 만나는 부 에

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고(p<0.001),반면에 무세포 진피 기질 

앙 부 는 어떠한 조직학  소견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지방유래기질세포가 무세포 진피 기질 이식 시 림 구와 

같은 염증 세포를 감소시키고,신생  성  섬유세포 증식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무세포 진피 기질 생착에 도움

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무세포 진피 기질,지방유래 기세포,유방 재건술

학번:2014-31260



목차

1.서론....................................................................................................................1

1.1무세포 진피 기질의 역사.........................................................................1

1.2유방 재건술에서 무세포 진피 기질의 용.........................................1

1.3지방유래 기세포의 특징.........................................................................3

1.4지방유래 기세포의 면역  염증 조  능력.....................................5

1.5무세포 진피 기질에 지방유래 기세포의 용...................................7

2.연구 목 ..........................................................................................................9

3.재료  방법...................................................................................................10

3.1유방재건토끼모델.......................................................................................10

3.2토끼 지방유래 기세포의 분리  배양...............................................12

3.3토끼 지방유래 기세포의 표지...............................................................14

3.4무세포 진피 기질에 지방유래 기세포 용.......................................14

3.5조직 검사  면역형  염색...................................................................15

3.6통계 처리.....................................................................................................18

4.결과...................................................................................................................19

4.1지방유래 기세포 확립.............................................................................19

4.2육안소견  조직학  소견.....................................................................19

5.고찰...................................................................................................................33

6.결론...................................................................................................................40

7.참고문헌...........................................................................................................41



ListofFigure

Figure1.Experimentalrabbitmodel...........................................................11

Figure2.Experimentalprocedures...............................................................16

Figure3.ADSCidentificationandtracking...............................................20

Figure4.Macroscopicaspect..........................................................................22

Figure5.Postoperative1monthImmunostainingofcentralportionof

ADM withaCD31antibody......................................................25

Figure6.Postoperative1monthImmunostainingofcentralportionof

ADM withavimentinantibody................................................26

Figure7.Postoperative1monthH&Estainingofcentralportionof

ADM...................................................................................................27

Figure8.Postoperative3monthsImmunostainingofperipheral

portionofADM withaCD31antibody..................................28

Figure9.Postoperative3monthsImmunostainingofperipheral

portionofADM withavimentinantibody...........................29

Figure10.Postoperative3monthsH&Estainingofperipheralportion

ofADM.............................................................................................30

Figure11.Quantitativeanalysis,postoperative1month........................31

Figure12.Quantitativeanalysis,postoperative3months......................32



1

서론

무세포 진피 기질의 역사

무세포 진피 기질(acellulardermalmatrix,ADM)은 Wainwright에 

의해 화상 환자에게 용됨으로써 처음 소개 되었다.1무세포 진피 기

질은 탈세포화(decellularization)과정을 거치고 남은 세포 외 기질

(extracellularmatrix)을 이용하는 것으로,이식된 조직으로부터 새로

운 세포와 이 자라 들어오는 주형(scaffold)역할을 한다.무세포 

진피 기질은 원료가 되는 사체의 종(species)이나 가공 방법,완성품의 

가공 상태 등에 따라 여러 제품이 상품화 되어 있는데,인체로부터 

유래한 FlexHD®(Ethicon),AlloDerm®(LifeCell),Neoform™(Mentor),

CGderm®(Dae-woong) 등이 있고,돼지로부터 유래한 Permacol™

(Covidien),Strattice®(LifeCell)등 많은 종류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무세포 진피 기질은 화상,복벽 재건2,유방 재건3,4등에 범

하게 용되고 있다.

유방 재건술에서 무세포 진피 기질의 용

유방 제술 후 유방 재건의 부분이 보형물(breastimplant)을 직

 삽입하거나 는 조직 확장기(breasttissueexpander)에 이어 보형

물을 삽입하는 방법인데,이 때 무세포 진피 기질은 없어서는 안 될 

재료가 되었다.무세포 진피 기질은 보형물을 바로 삽입하는 경우에

는 흉근(pectoralismajormuscle)이 덮지 못하는 하외측 부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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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여 보형물을 해먹(hammock)에 놓듯이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무세포 진피 기질은 흉근의 발단 하연부(inferiororigin)를 끊고 이

와 유방 아래 주름(inframammaryfold)사이에 삽입되는데,유방 피

부 조직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보형물을 이용한 1-단계(one-stage)재

건도 가능하다. 한 조직 확장기를 이용하는 2-단계(two-stage)재건

에서는 피막을 강화해주고,물결 변형(ripplingdeformity)을 방 하

고,보형물의 떨어짐(bottomingout)을 결과 으로 방해  수 있다

는 에서 그 사용은 필수 이다.5-7

무세포 진피 기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거근(serratus anterior

muscle), 소흉근(pectoralis minor muscle) 는 복직근(rectus

abdominismuscle)근막 등을 이용해서 보형물을 덮어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술 후 통증의 증가,근육 기능 이상,회복 지연 등의 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8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재건에서 무세포 진피 기

질을 사용할 경우,이러한 병  상태(morbidity)를 일 수 있고,사용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 피막의 발달을 억제하

고 피막 구축을 방지할 수도 있다는 조직학  연구 결과도 있다.9

그 지만 무세포 진피 기질을 이용했을 때 장액종(seroma)이 발생하

거나,감염 등의 원인으로 재건의 실패(reconstructivefailure)에 이를 

확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 은 일부 연구에서 끊임없이 제기 되

고 있다.10Jordan등이 여러 보고들을 체계 으로 분석한 결과,무세

포 진피 기질을 사용하여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재건을 시행하 을 

때 6.7%에서 장액종이 발생하고,상  험도는 1.83이라고 보고하

다.11이와는 달리 무세포 진피 기질의 사용이 합병증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12하지만 일반 으로 무세포 진피 기질을 사용

했을 때 이물 반응(foreignbodyresponse)등으로 인해 염증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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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고,장액종이 형성되면 감염 확률이 증가되어 유방 재건의 실

패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한 유방 재건 후 창상 

치유 기에 basicfibroblastgrowth factor(bFGF),interleukin-4

(IL-4),interferon-γ (IFN-γ),matrix metalloproteinase-2(MMP-2)가 

삼출액에서 감소되어 있는 경우 장액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

려져 있다.11

이러한 장액종의 형성을 이기 해 배액 을 피하층

(subcutaneous)과 근육 아래(submuscular)에 이 으로 삽입하거나,압

박하는 방법 등에 해서는 임상 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13무세포 

진피 기질 자체의 생착을 진할 수 있는 방법에 해서는 연구가 미

미한 실정이다.

지방유래 기세포의 특징

골수(bonemarrow),제 (umbilicalcord),지방으로부터 얻은 배

엽 기세포는 섬유모세포와 모양이 비슷하고,colony frequency,

immunephenotype등이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14이  지방 조직

으로부터 유래한 지방유래 기세포(adipose-derivedstem cells)는 지

방유래기질세포(adipose-derivedstromalcells)로도 불리는데, 기세

포의 특징으로 self-renewal이 가능하고,다양한 분화가 가능하며,공

여부의 병  상태(donorsitemorbidity)를 최소화하며 쉽게 채취 가

능하고,다양한 형성 성장인자(angiogenicgrowthfactors)를 분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지방유래 기세포는 지방 1그램으로부터 5x103개의 기세포를 얻

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이는 골수(bonemarrow)1그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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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는 기세포의 500배에 이른다.이 게 풍부하게 얻기 쉽

고,자가(autologous)혹은 동종(allogeneic)이식 방법 모두가 안 하

고 효과 이라고 알려져 있으며,재 성 있는 방법에 의해 다양한 세

포로 분화가 가능하다는  때문에 최근 각 받고 있다.16지방유래

기세포는 vascularendothelialgrowth factor(VEGF),hepatocyte

growthfactor(HGF),FGF-2,insulin-likegrowthfactor(IGF-1)등 

강력한 growthfactor를 분비한다.이러한 growthfactor의 분비는 내

인성 복구 메커니즘을 자극하는데,이는 형성 능력(angiogenic

activity)과 련이 있다.17

지방유래 기세포는 다양한 세포 계열로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

부,연골,  등을 체하고자 하는 조직 공학에도 한 련을 갖

고 있다.실제로 두개골 결손을 재생하거나,18 지방 이식(fatgraft)의 

생존률을 높이거나,19Crohn'sdisease환자의 공(fistulas)을 치료하

거나,20심근 경색을 치료하는 데에 임상 인 이용이 시도되고 있다.

배엽 기세포는 창상치유에도 향을  수 있다. 부분의 치유

되지 않는 만성 창상은 창상치유 단계  염증기(inflammatory

phase)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이 때 기능을 하는 것은 식세

포(macrophage)로 이 세포가 신생  형성을 진하고 세균이나 괴

사 조직을 포식한다.하지만 염증기가 지속되어 식세포가 조  이

상이 발생하면 type I inflammatory phenotype으로 변질되어 

inflammatorycytokine이나 protease분비가 증가하지만,내인성 성장 

인자 분비는 감소하여 염증기를 마칠 수 있는 미세 환경을 만들 수 

없어 창상 치유와 재생 과정이 방해 받게 된다.이 때 지방유래 기

세포를 비롯한 배엽 기세포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이러한 기

세포는 생성 능력 이외에도 염증 반응의 조직 환경을 변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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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생산 인 염증 단계를 종식하고 조직 재생 단계로 창상 치유를 진

행시키는 역할을 한다.21그 로 허 성 창상(ischemicwound),당뇨

족,방사선 궤양22등 난치성 창상의 치료에 지방유래 기세포가 이용

되고 있다.

지방유래 기세포의 면역  염증 조  능력

지방유래 기세포의 조직 재생 능력,창상 치유 능력 외에 주목 받

고 있는 지방유래 기세포의 능력은 면역조  능력이다.면역조

(immunomodulation)능력은 면역억제(immunosuppression)능력과도 

같은데 지방유래 기세포가 면역억제 능력이 있다고 일반 으로 알려

져 있다.하지만,이와는 반 로 세포 주변 환경에 따라 지방유래 기

세포가 염증성 효과(proinflammatoryeffect)를 나타낼 수도 있다.

실제로 배엽 기세포(MSC, mesenchymal stem cell)는 

immunosuppressivephenotype과 proinflammatoryphenotype이 각

각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지방유래 기세포의 면역조  능력은 

immunosuppressivephenotype과 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3

배엽 기세포의 면역조 은 후천 인 것뿐만 아니라 선천 인 면

역 시스템도 조 할 수 있는데,특히 선천 (innate)인 면역 시스템과 

상호 교류를 통해 항염증(anti-inflammatory) 는 염증

(proinflammatory)효과를 모두 낼 수 있다.24과도한 염증 반응이 일

어나는 환경에서 배엽 기세포는 IL-1receptorantagonist,TNF-α 

stimulatedgene/protein6(TSG-6) 는 prostaglandinE2(PGE2)발

을 통해 항염증 작용을 한다.25 배엽 기세포가 항염증 작용을 하

는 배엽 기세포(MSC2)가 될 지, 염증 작용을 하는 배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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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MSC 1)이 될 지는 배엽 기세포 표면에 발 되는 Toll-like

receptors(TLRs)를 통해 어떠한 자극이 배엽 기세포로 달되느냐

에 달려있다.23 배엽 기세포는 monocyte의 M1 는 M2

macrophage로의 polarization에 향을 끼침으로써 염증반응을 조

할 수도 있다.26

배엽 기세포의 염증성(proinflammatory) 활동은 호 구

(neutrophils)와 함께 염증 기 단계에 염증 반응을 히 일으키는 

데에 유익한 역할을 한다. 배엽 기세포가 TNF-α나 IFN-γ와 같은 

proinflammatorycytokines이 불충분한 환경에서는 염증성 활동이 

증가한다.반 로 IFN-γ와 함께 TNF-α,IL-1와 같은 proinflammatory

cytokines충분한 환경에서는 배엽 기세포가 IDO (indoleamine

2,3-dioxygenase), NO (nitric oxide), PGE2, TGF-β, hepatocyte

growthfactor(HGF)등을 분비하여 Tcell증식을 억제하는 항염증

성(anti-inflammatory)효과를 나타내게 된다.이 때 iNOS(inducible

NOsynthase)나 IDO가 proinflammtorycytokines이 충분한 환경에서 

배엽 기세포가 항염증성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염증성 효과

를 나타낼 지를 결정하는 스 치 역할을 하게 된다.24,27,28

이러한 배엽 기세포의 면역억제 능력은 동종 혹은 이종 이식 시 

발생할 수 있는 거부반응을 이거나 없애는 안으로 생각되고 있

다.하지만 면역억제 능력이 invitro에서는 확인이 되지만 invivo에서

는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Sudres등은 mouseGvHD 모델에서 

골수이식(bonemarrow transplantation)과 배엽 기세포 이식을 동

시에 하는 경우 배엽 기세포가 면역억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

다고 보고하 다.29 반면 Polchert등은 골수이식 후 3,8,20일 후에 

배엽 기세포를 용하 을 때는 GvHD를 억제하 다고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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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이는 IFN-γ와 같은 염증 싸이토카인으로 배엽 기세포를 처

치하면 배엽 기세포가 염증성 환경으로 생각하고 항염증,항면역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와도 같은 것인데, 배엽 기세포가 

본래 항염증  항면역 기능을 하는 것이라기보다 주변 염증 환경

(inflammatoryenvironment)에 의해 면역 억제 능력이 활성화된다고 

보는 견해이다.31

무세포 진피 기질에 지방유래 기세포의 용

상품화된 무세포 진피 기질은 이식 받는 개체에서 공여부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고,항원성이 없어 많은 분야에서 이용

이 되고 있다.이러한 무세포 진피 기질에 지방유래 기세포를 종

(seeding)하는 것은 Altman등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32지방유래

기세포가 종된 무세포 진피 기질은 여러 연구에서 임상  유용성이 

제기되었는데,이는 종된 지방유래 기세포가 vascularendothelial

growthfactor(VEGF),transforminggrowthfactor-β(TGF-β),PDGF,

insulin-like growth factor(IGF) 등을 통해 측분비인자(paracrine

factor)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33지방유래 기세포는 생

성 성장 인자(angiogenicgrowthfactors)도 분비하게 되는데,15 이를 

통해 조기에 형성이 이루어져 이식된 무세포 진피 기질의 생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창상 치유를 해 지방유래 기세포를 무세포 진피 기질과 함께 이

식하 다는 여러 보고도 있다.Huang등34은 무세포 진피 기질에 지

방유래 기세포를 seeding하여 창상에 용하 을 때 육아조직 형성

과 창상 치유가 가장 잘 되었다고 보고하 고,Nie등35은 당뇨 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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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 모델에서 지방유래 기세포나 무세포 진피 기질 단독보다 무세

포 진피 기질에 지방유래 기세포를 seeding하여 창상에 용한 군이 

유의하게 창상 치유가 빠르게 진행하 다고 보고하 다.Orbay등36

은 ADSCcultureplate에 무세포 진피 기질을 직  넣고 그 에 지

방유래 기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을 사용하 는데, 이 게 해도 

DiI-labeled지방유래 기세포가 잘 무세포 진피 기질에 종이 잘 되

었다고 보고하 다.이 게 지방유래 기세포가 seeding된 무세포 진

피 기질을 피하층에 이식하 을 때 무세포 진피 기질의 두께가 잘 유

지되고,collagen생성 증가를 확인하 다.즉,무세포 진피 기질은 지

방유래 기세포의 scaffold역할을 충분히 하고 기세포와 함께 조직

에 이식하 을 때 기세포의 능력을 극 화 시킬 수 있다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들은 모두 invitro상에서 무세포 진피 기질에 세

포를 종한 후 invivo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임상 으로 바로 이용

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다른 지방유래 기세포를 용하는 방법으로 정맥 투여를 고려할 수

도 있다.Sasaki등37은 정맥으로 주입한 배엽 기세포 1x106개 

 3일 뒤에 창상에서 찰된 기세포 개수는 1x1cm 창상에서 

6.9x102개 다고 보고하 다.이 후 8일,14일,2,6,12주 후에 

찰했을 때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정맥으로 주입한 부분의 

기세포는 폐에,일부는 골수,간,지라 뇌 등에 분포한다고 보고하

다.Kidd등38은 bioluminescenceimaging을 통해 정맥을 통해 주

입한 배엽 기세포(mesenchymalstem cell)의 염증이나 종양으로의 

tropism을 확인하 다.이 듯 지방유래 기세포의 정맥 주입도 가능

은 하지만 다른 장기로 가서 소멸되는 부분과 oncogenicsafty로 인해 

신 인 주입은 아직은 임상 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렵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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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세포 진피 기질은 항원성이 제거된 세포 

외 기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생체 조직 내에서 생착이 항상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이물 반응 등에 의해 장액종이 발생하거나 

생착이 지연되어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재건의 실패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무세포 진피 기질의 생착을 진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

하다.

이를 해 지방유래 기세포를 이용하고자 하 다.지방유래 기세

포는 염증 반응을 조기에 종식 시키고,  성 능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면역 억제 능력이 입증되었다.이를 유방 재건술에서 무세포 

진피 기질을 사용할 때 용하면,보존된 유방의 피부와 무세포 진피 

기질이 착(coaptation)되고,  생성이 이루어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 항원성이 없는 무세포 진피 기질이라 

할지라도 기질 자체가 자가유래 조직이 아니므로 발생할 수 있는 면

역 반응을 억제해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기 하여 토끼 모델에서 유방 보형물과 무세

포 진피 기질을 사용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 다.본 연구의 목 은 

유방 재건술 동물 모델에서 지방유래기질세포가 무세포 진피 기질에 

invivo로 직  종(seeding)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이로 인한 무세

포 진피 기질의 조직학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신생  생성

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무세포 진피 기질의 변화는 어떠한지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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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방법

유방 재건 토끼 모델

동물 실험은 서울 학교병원 임상실험부의 IACUC 승인을 얻고 

진행되었다(IACUC No.15-0072-C1A0).실험동물로 체  2600g~

3000g생후 6주의 암컷 New Zealandrabbit18마리를 사용하 다.

14마리 토끼 등의 좌,우에 각각 보형물을 삽입하여 7마리는 1개월 

후,7마리는 3개월 후에 희생시켜 조직을 얻고자 하 다.이 때 우측

에 보형물과 무세포 진피 기질을 삽입할 때 지방유래 기세포를 분무

하기로 하 다(Fig.1).이를 해 2마리는 지방조직을 얻어 지방유래

기세포를 배양하고자 희생하 고,2마리는 지방유래 기세포를 형

 표지하여 찰하고자 이용하 다.모든 실험 동물은 ketamine(휴

온스㈜, 한민국)0.9cc와 xylazine(럼푼;한국바이엘㈜, 한민국)

0.5cc를 둔부 근육에 주사하여 마취하 다.등 부 의 털을 면도하고 

베타딘 용액으로 수술 부 를 소독하 다. 개를 가하기 에 

cefazolin80mg을 근육 주사하여 감염 방을 하 다.일반 인 보형

물 삽입 방법은 과거 논문에서와 같이 진행하 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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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A)Implantswereinserted below thelatissimusdorsi

(LD)muscle covered by acellulardermalmatrix (ADM).(B)

Specimens were harvested at either central ADM (a) or

peripheralADM withLDmuscl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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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형물을 넣을 부  에 4cm 개하고,등배근과 어깨 의 치를 

확인하 다.Panniculuscarnosus바닥에서 등배근을 확인하고,등배

근을 개하여 등배근 아래를 박리하 다.이를 통해 등배근 에 보

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보형물을 삽입하 다.보형물은 20cc

용 의 직경 5cm,높이 1cm 로 제작된 실리콘 보형물(한스바이오

메드㈜, 한민국)을 사용하 다.보형물을 삽입하고 등배근으로 덮히

지 못하는 부 에 약 4x4cm의 무세포 진피 기질을 이식하 는데,

이 때 무세포 진피 기질의 papillarylayer가 피부층을 향하게 방향을 

설정하 고,근육에 복으로 겹치는 부 는 제하 다.실험에 사용

한 무세포 진피 기질은 인체의 사체에서 얻은 상품화된 제품( 웅 

CGBio,성남, 한민국)을 사용하 다.CGderm®은 사체 피부를 원재

료로 하며,원재료는 우선 항생제를 이용하여 세척 후 배양 검사를 

거쳐 통과된 피부조직을 1M NaCl을 이용하여 37̊C에서 배양하여 

표피를 제거한다.0.5% SDS를 이용하여 남은 섬유세포와 내피세포를 

제거한 후 진피 기질만 남겨지는 공정을 거친다.무세포 진피 기질은 

5-0Nylon을 이용하여 근육  근육의 부착 부 던 곳에 합하

고,피부는 4-0Nylon를 이용하여 합하 다.

토끼 지방유래 기세포의 분리  배양

토끼에서 채취한 지방의 이물질 제거를 해 1% antibiotic,

antimycoticagent가 포함된 phosphate-bufferedsaline(PBS)로 세척

한 후 지방을 잘게 잘랐다. 이를 0.2% collagenase type 1

(Worthington BiochemicalCorporation,미국)으로 37℃ 교반기에서 

30분 반응시킨 후 10% fetalbovineserum (FBS;Welgene, 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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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0.5% antibiotic,antimycoticagent(Gibco,USA),0.5% Penicillin

Streptomycinsolution(Gibco)이 포함된 Dulbecco'sModifiedEagle

Medium (DMEM;Gibco)을 넣어 효소반응을 화시켰다.300g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상층에 오일층을 제거한 후 100μm 여과기로 

여과시켰다.여과된 용액을 2번의 PBS세척과정과 마지막 complete

medium (DMEM,10% FBS,0.5% antibionic,antibioticagent,0.5%

PenicillinStreptomycinsolution)으로 세척한 후 침 물을 complete

medium 10ml과 섞어서 dish에 종하고 37℃,5% 이산화탄소 배양

기에서 배양하 다.다음 날 배지를 교환 해주고 3일에 한 번씩 배지

를 교환해주었다.세포가 dish에 70~80% 차게 되면 0.05% Trypsin

EDTA (Gibco)으로 분리하여 completemedium 1ml에 풀어진 cell

10µl와 TrypanBlue(Sigma,USA)용액 10µl를 섞은 후 섞은 용액 

 10µl를 Haemocytometer에 넣어 세포 수를 측정하여 1x105개씩 

계  배양 하 다. 계  배양 후 학 미경(Leica DFC295,

Germany)으로 찰 결과 passage 3에서 세포 형태가 건강하여 

passage3를 거친 세포를 실험에 이용하 다.

Stem cell surface antigen marker 분석을 해 fluorescence

activated cellsorting(FACS)을 이용하 다.MSC PhenotypingKit

(MiltenyiBiotech,Germany)를 사용하여 형 이 결합 되어진 항체가 

혼합된 MSC PhenotypingCocktail(CD90,CD105,CD14/20/34/45,

CD73)과 IsotypeControlCocktail을 100µlbuffer에 5x105세포가 

풀어진 튜 에 각각 5µl씩 넣었다.2~8℃에서 10분 incubation후 

buffer로 세척하고 BD FACSCalibur(BD Bioscience,USA)를 이용하

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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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지방유래 기세포의 표지

3차 계  배양한 토끼 지방유래 기세포를 2x107개를 비하여 

FBS없는 medium으로 400g에서 5분 동안 세척하 다.세척하는 동

안 CellMembraneLabelingPKH26(Sigma,USA)Kit에 들어있는 

DiluentC1ml과 PKH26Dye4µl를 섞어주었다.PKH26은 세포막

의 lipidregions에 결합하는 형  염료이고,DiluentC는 등장성 수

용액으로 labeling vehicle 역할을 한다.세척 후 침 된 세포를 

DiluentC1ml로 풀어주고 세척하는 동안 미리 만들어 놓은 염료용

액을 빠르게 섞어주었다.빛을 차 하고 상온에서 5분 반응을 시킨 

후에 FBS를 넣어 염색반응을 멈춰주었다.400g에서 10분 동안 세척

하고 completemedium으로 2번 더 세척하 다.토끼에게 주입하기 

에 FBS제거를 하여 DMEM으로 2번 세척하 다.이러한 방법으

로 표지된 지방유래 기세포를 fibrinspray를 이용하여 무세포 진피 

기질에 종하고 3주 후에 토끼를 희생하 다.표지된 지방유래 기

세포는 형 미경(OlympusIX51,Japan)으로 찰하 다.

무세포 진피 기질에 지방유래 기세포의 용

Tisseel® (BaxterCo.,USA)을 이용하여 무세포 진피 기질에 지방유

래 기세포를 종하 다.일반 으로 장 내의 트롬빈(thrombin)농

도는 1 IU/ml인데 반해,Tisseel®은 고농도 트롬빈을 함유(500

IU/ml)하여 빠른 polymerization을 통해 지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이를 세포와 섞어 세포를 다른 부 에 부착시키는 데에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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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는 정 농도(5IU/ml)의 희석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41

이를 해 CaCl2와 0.9% NaCl100ml를 혼합하여 20mmol/lCaCl2

용액을 만들어 1ml500IU/mlthrombin을 첨가하고 3번 정도 시린

지를 왔다 갔다 해서 희석하 다.이  1ml를 뽑아 상품화 된 

pressureregulatorEasySpray’를 이용하여 1.5bar의 압력으로 10~

15cm 거리를 두고 무세포 진피 기질에 뿌려주었다(Fig.2).

조직 검사  면역 형  염색

수술 1개월과 3개월 후에 각각의 군에 속한 토끼를 타민으로 마취

한 후 귀 뒤 정맥에 KCl3ml를 주입하여 안락사하 다.이 후 보형

물  근육과 무세포 진피 기질이 만나는 부 ,무세포 진피 기질의 

앙 부 를 각각 1x1cm 비로 채취하여 조직 검사를 시행하

다.조직 검사는 H&E 염색,CD31염색,vimentin 염색을 하 고,

H&E 염색에서 식세포(macrophages),거 세포(giantcell),림 구

(lymphocytes),호산구(eosinophils)수를 측정하 다. 한 vimentin

염색을 통해 섬유세포(fibroblast)수를 측정하 고,CD31면역조직화

학염색을 통해  수를 계측하 다.떼어낸 조직으로부터 조직 슬

라이드를 1mm 간격으로 하나의 조직 당 9개를 제작하 다.세포 개

수는 300배 확  하 을 때 19인치 모니터에서 나타나는 cell개수를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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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Intraoperativeandpostoperativephotographs.(Firstrow,

left)Linearlinesindicateincisionlines,anddottedlineindicates

midlineofback.(Firstrow,right)Incisionwasmadeatright

back.Afterpocketdissection(Second row,left),siliconebreast

implantwasinserted (Second row,right).Trimmed ADM was

sutured totheLD muscle(Third row,left)and ADSCswere

seededtoADM usingTisseel® (Thirdrow,right).(Fourthrow,

left)Custom-madesmoothroundsiliconebreastimplant.(Fourth

row,right)ADM at1monthafter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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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처리

얻어진 데이터는 표  편차와 평균치를 구해 SPSS(SPSS22.0;IBM,

Armonk,NY,USA)를 이용하여 t-test를 시행하 다.통계 으로 유의

한 것은 p-value가 0.05보다 작을 때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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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지방유래 기세포 확립 

18마리의 토끼  2마리는 지방조직을 얻기 해 안락사하 다.서

혜부  복강내 지방 조직을 얻었고,이를 이용해 지방유래기질세포

를 얻었다.FACS상 CD90+/CD105+/CD14-/CD20-/CD34-/CD45-

/CD73+를 확인하 다.2마리는 ADSC를 PKH26labelling하여 찰

한 결과 무세포 진피 기질에 종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다(Fig.

3).

2.육안소견  조직학  소견 

실험기간 내 2마리의 토끼가 보형물 노출  신 상태 악화로 죽었

다.남은 12마리로 결과를 분석하 다.

(1)육안 소견

모든 토끼에서 수술부 의 감염 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반 으

로 지방유래 기세포를 종하지 않은 군은 무세포 진피 기질의 일부

가 흡수되는 양상을 찰할 수 있었고,그 부 로 육아조직이 자라는 

모습을 찰 할 수 있었다.반면 지방유래 기세포를 종한 군은 

반 으로 무세포 진피 기질의 모양과 크기가 잘 유지되는 양상을 보

다(Fi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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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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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A)Flow cytometricanalysisofmesenchymalstem cell

surfacemarkers(CD73,CD90,andCD105)andnegativesurface

markers(CD14,CD20,CD34,and CD45)inrabbitADSCs.(B)

Imagesofbrightfield (Left)andimmunofluorescence(Right)of

PKH26redfluorescencelabelledADSCs(redsignals)inborder

betweenLD muscleandADM stainedwithHoechst33342(blue

signals)toidentifythenucleus.(C)Imagesofbrightfield(Left)

and immunofluorescence (Right) of PKH26 red fluorescence

labelled ADSCs(red signals)in centerofADM stained with

Hoechst33342(bluesignals)toidentifythenucleus.Scalebars=

200μm.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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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MacroscopicaspectofADM beforeobtainingthebiopsy.

Postoperative 1 month without ADSC seeding (Upper left).

Postoperative 1 month with ADSC seeding (Upper right).

Postoperative 3 months withoutADSC seeding (Lower left).

Postoperative3monthswithADSCseeding(Lowerright).



23

(2)CD31면역조직화학염색

1개월 째 무세포 진피 기질의 가장자리 부 에서는 지방유래 기세

포를 용한 경우 CD31로 면역 염색된  개수가 지방유래 기세

포를 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02).3개

월 째 무세포 진피 기질의 가장자리 부 에서는 CD31염색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1).한편 

무세포 진피 기질의 앙 부 는  개수가 지방유래 기세포를 처

리한 군에서 증가된 소견은 보 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Fig.5,8,11,12).

(3)Vimentin염색

Vimentin염색으로 측정한 fibroblast는 1개월 째 무세포 진피 기질

의 가장자리 부 에서 지방유래 기세포를 용한 군이 용하지 않

은 군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08).하지만 3

개월 째 가장자리 부 는 통계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 다. 한 

무세포 진피 기질의 앙부 는 반 으로 지방유래 기세포를 용

한 군에서 vimentin 염색이 증가되었지만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Fig.6,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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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E염색

무세포 진피 기질의 가장자리에서 1개월 째 H&E염색에서는 거

세포, 식세포,호산구 등은 지방유래 기세포 용 여부에 따른 차

이가 없었다.하지만 림 구는 지방유래 기세포를 용한 군에서 유

의하게 낮게 계수되었다(p=0.041).한편 무세포 진피 기질의 앙 

부 에서는 거 세포나 식세포는 찰할 수 없었고,림 구는 지방

유래 기세포 용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개월 째 와는 달리 3개월 째 무세포 진피 기질의 가장자리에서는 

림 구가 지방유래 기세포를 용한 군에서 낮게 계수 되었지만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158). 한 3개월 째 무세포 진피 

기질 앙 부 에서는 여 히 거 세포나 식세포는 찰할 수 없었

고,림 구의 수 차이도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ig.7,1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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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ImmunostainingofcentralportionofADM withaCD31

antibody.Browncolorsindicateendothelialcellsofbloodvessel.

RepresentativeimagesofADM at1month(Top)or3months

(Bottom)afteroperationareshown.ADM wastreatedwith(Left)

orwithout(Right)ADSCsseeding.Scalebars=100μm (original

magnificatio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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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Immunostaining ofcentralportion ofADM with a

vimentin antibody. Brown colors indicate fibroblasts.

RepresentativeimagesofADM at1month(Top)or3months

(Bottom)afteroperationareshown.ADM wastreatedwith(Left)

orwithout(Right)ADSCsseeding.Scalebars=100μm (original

magnificatio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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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7.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ofcentralportion of

ADM.RepresentativeimagesofADM at1month (Top)or3

months(Bottom)afteroperation areshown.ADM wastreated

with(Left)orwithout(Right)ADSCsseeding.Scalebars=100μ

m (originalmagnificatio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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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8.ImmunostainingofperipheralportionofADM witha

CD31antibody.Browncolorsindicateendothelialcellsofblood

vessel.RepresentativeimagesofADM at1month(Top)or3

months(Bottom)afteroperation areshown.ADM wastreated

with(Left)orwithout(Right)ADSCsseeding.Scalebars=100μ

m (originalmagnificatio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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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9.ImmunostainingofperipheralportionofADM witha

vimentin antibody. Brown colors indicate fibroblasts.

RepresentativeimagesofADM at1month(Top)or3months

(Bottom)afteroperationareshown.ADM wastreatedwith(Left)

orwithout(Right)ADSCsseeding.Scalebars=100μm (original

magnificatio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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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0.Hematoxylinandeosinstainingofperipheralportionof

ADM.RepresentativeimagesofADM at1month (Top)or3

months(Bottom)afteroperation areshown.ADM wastreated

with(Left)orwithout(Right)ADSCsseeding.Scalebars=100μ

m (originalmagnificatio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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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1.Quantitativeanalysesofvessel,fibroblast,macrophage,

giantcell,lymphocyte,and eosinophilofperipheral(Top)and

central(Bottom)ADM at1month afteroperation.ADM was

treated with (yellow bars) or without (white bars) ADSCs

seeding.*meanssignificantpvalu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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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2.Quantitativeanalysesofvessel,fibroblast,macrophage,

giantcell,lymphocyte,and eosinophilofperipheral(Top)and

central(Bottom)ADM at3monthsafteroperation.ADM was

treated with (yellow bars) or without (white bars) ADSCs

seeding.*meanssignificantpvalue(p<0.05).



33

고찰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에서 무세포 진피 기질의 사용은 필수

인데,본 실험은 무세포 진피 기질의 생착에 지방유래 기세포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지방유래 기세포는 염증 

반응을 조기에 종식 시키고,  형성 능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면

역 억제 능력이 입증되었다.이를 무세포 진피 기질을 사용할 때 

용하면,무세포 진피 기질 내에서  생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항

원성이 없는 무세포 진피 기질이라 할지라도 기질 자체가 자가유래 

조직이 아니므로 발생할 수 있는 면역 반응을 억제해  수 있을 것

으로 기 하 다.

본 실험 결과 무세포 진피 기질에 지방유래 기세포를 종한 개체

에서는 실험 1개월 후에 확인하 을 때에 신생 의 형성이 증가하

고,섬유모세포의 생성이 증가하 다.반면에 염증 상태를 나타내는 

림 구의 침윤은 조군에 비해 감소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육안 찰에서도 비교  지방유래 기세포가 종된 개체의 무세

포 진피 기질이 좀 더 건강해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이런 결과

를 통해 지방유래 기세포의 종이 무세포 진피 기질의 생착에 도움

이 되었다고 단된다.반면 3개월 후 확인한 결과에서는 지방유래

기세포를 종한 개체에서 신생 만이 유의미하게 증가하 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 무세포 진피 기질은 인체에서 유래한 것을 사용하 다.

일반 으로는 동종 개체에서 얻은 무세포 진피 기질을 사용하지만,



34

앞서 언 했듯이 최근에는 이종 개체에서 얻은 무세포 진피 기질도 

상품화되어 사용되고 있다.임상에서나42invivo실험43에서 이종 무세

포 진피 기질을 사용하는 것이 거부 반응이나 감염률을 높이지는 않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무세포 진피 기질은 과민반응

(hypersensitivity)이 있을 수는 있다.임상 으로는 유방 재건술에서 

무세포 진피 기질이 부착된 피부가 히스타민 방출을 함으로써 발생하

는 ‘red breastsyndrome’이 그 이다.그 원인으로 상되는 

epitope 의 하나는 1,3-alph-galactose인데,이종(xenogeneic)거부 반

응을 일으킬 수 있고 typeIVhypersensitivityresponse와 련이 있

다고 알려져 있다.44본 실험도 실험 동물 입장에서 보면 이종 무세포 

진피 기질을 사용한 것인데,과민 반응의 지표로 알려진 호산구

(eosinophil)는 지방유래 기세포의 용 여부와 계없이 두 군에서 

비슷하게 찰되었다.본 실험에서 Takami등45이 보고한 것처럼 무

세포 진피 기질을 토끼로부터 실제 제작하 다면 임상 인 상황과 좀 

더 같았을 것이다.하지만 상품화된 무세포 진피 기질을 사용함으로

써 편차를 일 수 있었고,추후 다른 이종 진피가 개발될 경우 비교

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상품화된 인체 유래 무세포 

진피 기질을 사용하 다.

실험에서 사용되어진 지방유래 기세포는 동종의 토끼로부터 얻었

다.토끼의 지방 조직을 토끼를 희생시키지 않고 충분히 얻기 어려워 

자가 지방유래 기세포 신 동종 지방유래 기세포를 사용하 다.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Tcell은 polyclonalmitogens,allogeneiccells

는 specificantigen에 의해 증식이 활성화 되는데,이는 배엽 

기세포에 의해 억제된다.46 이러한 억제는 majorhistocompa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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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MHC)에 의해 제약 받지는 않는다.즉 자가이거나 동종 

배엽 기세포 모두에 의해 일어난다.47 배엽 기세포에 의한 Tcell

증식 억제는 T cell의 G0/G1phase억제와 련이 있고,T cell

apoptosis를 증가 시키지는 않는다.이 듯 동종의 배엽 기세포가 

Tcell의 증식을 억제한다고는 알려져 있지만,연속 으로 동종의 

배엽 기세포를 주입하는 경우 complementmediatedlysis를 이끄는 

alloantibodies를 생성할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48한편으로 자가 혹

은 동종 배엽 기세포는 cytokine에 의해 활성화된 NK (natural

killer)세포에 의해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9 배엽 기세포는 기

본 으로 NK 세포를 억제하지만,활성화된(activated)NK 세포는 

배엽 기세포를 lysis시킬 수 있고,MHCclassI이 낮게 표 되는 

배엽 기세포를 더 잘 공격하는데, 이는 NK 세포의 

MHC-class-1-specificinhibitoryreceptors때문이다.Interferon-γ (IFN

γ)는 MHC class I을 upregulation 하는데, 배엽 기세포를 

NK-cell-mediatedcytotoxicity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47

종합하여 볼 때 결국 자가이거나 동종으로부터 얻은 기세포는 그 

기능과 운명이 모두 같다고 할 수 있으며,반복해서 동종의 지방유래

기세포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실험에서 동종의 지방유래

기세포를 사용한 것이 실험 결과에 향을 끼치지는 않았으리라 단

된다.

여러 보고에 의하면 창상에 용한 기세포의 지속성은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다.Falanga등50은 국소 으로 창상에 용한 배엽 기세

포가 25일 만에 사라졌음을 보고하 다.반면 Wang등51은 배엽

기세포를 심장 주변 조직에 주입하 을 때 1년 까지도 지속 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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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곳에 존재함을 보고하 다.이처럼 기세포의 지속성은 주입한 

조직의 종류,창상의 유형,세포 표지 방법, 기세포의 불균질성

(heterogeneity)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 한 기

세포의 기능이 paracrineeffect가 우세한지 differentiationeffect가 우

세한지에 따라서도 주입한 조직 내에서 기세포의 지속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52

기세포의 paracrineeffects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세포가 소멸하

면 그 기능은 감소할 것이다.Prockop등53은 배엽 기 세포가 분

화를 일으켜서 조직 복구를 하기 보다는 많은 양의 사이토카인

(cytokines),chemokines등을 분비함으로써 그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mixedlymphocytereaction의 억제,면역 반응의 감소 등도 일으키는

데 이러한 일들이 기 세포가 잠시 있으면서 일어나는 일(‘touch

andgo’effects)이라고 보았다. 한 동종 피부 이식(skinallograft)을 

했을 때 이식 편의 거부 반응이 지방유래 기세포를 사용한 경우 

반에 없다가 10~25일 후에는 다시 거부 반응이 발생한다는 보고에

서도 ‘touchandgo’효과가 잘 드러난다고 하겠다.54Wu등55은 창상

에 용한 배엽 기세포가 100%라 할 때,7일 후 27%,14일 후 

7.6%,28일 후에는 2.5%만이 찰된다고 보고하 는데,사라진 기

세포는 분화하거나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이와는 달리 이식한 기세포가 조직을 구성하는 섬유모세포,  

내피 세포,pericytes등으로 분화한다면 지속 으로 기세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질 것이다.Yamaguichi등56은 쥐의 창상 모델에 국

소 으로 용한 배엽 기세포가 근섬유모세포(myofibroblast)로 분

화하 음을 확인하 다.일반 으로 배엽 기세포가 섬유모세포로 

분화하 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cellsurfacemarker가 복되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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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알려져 있지만,Lee등57은 창상 모델에서 connectivetissue

growthfactor로 처치된 배엽 기세포가 섬유모세포로 분화됨을 확

인하 다.

가설에서 상하 듯이 지방유래 기세포를 종한 개체에서 무세포 

진피 기질 내에 신생  형성이 증가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Huang등34은 VEGF나 vonWillebrandfactor(vWF)면역 염색을 통

해 지방유래 기세포에 의한 신생  생성이 paracrine효과도 있지

만,직 으로  생성에 기여하기도 함을 보여주었다.이 때 요

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pericyte인데,신생 은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BB (PDGF-BB)와 같은 chemokines을 분비하여 

pericytes를 더욱 끌어 모으게 된다.52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간이 경

과하여 기세포의 paracrineeffect가 감소하여도 신생 의 증가 소

견이 계속된 것으로 단된다.

한편 섬유모세포는 지방유래 기세포를 종한 개체에서 1개월 째에

조군에 비해 유의미한 증가 소견을 보 다.하지만 3개월 째에서는 

증가된 경향은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토끼 

창상 모델에서 토끼 지방유래 기세포를 국소 으로 용하 을 때 

빠른 창상 치유를 해 지방유래 기세포가 기에 섬유모세포와 같

은 표 형을 가진다는 보고58에서처럼 본 실험에서도 종된 토끼의 

지방유래 기세포  일부가 토끼 섬유모세포로 분화했을 것으로 생

각된다.실제 인 섬유모세포 개수는 실험 1개월 째와 3개월 째 큰 

차이가 없었는데,다만 조군에서 섬유모세포의 개수가 창상 치유 

과정을 거치며 증가하 기 때문에 3개월 째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염증 반응을 변하는 림 구는 지방유래 기세포를 종한 개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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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험 1개월 째에 찰하 을 때 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계수되었다.이는 지방유래 기세포가 lymphocyteproliferation억제

를 통해 면역 억제 기능이 있다는 보고와 일치한다고 하겠다.59하지

만 3개월 째 찰에서는 조군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앞서 고찰하 듯이 기세포가 분화하거나 소멸하면서 기세

포의 염증 억제 능력은 감소한다.시간이 지나 실험군  조군 모

두 반 인 염증 반응이 감소는 되었지만,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

군에 비해 림 구의 침윤 정도가 의미 있게 감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단된다.

무세포 진피 기질이 근육과 만나는 가장자리와는 달리 앙 부 는 

반 으로 신생 ,섬유세포가 증가된 소견을 보 지만,지방유래

기세포를 용한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림 구의 변

화도 지방유래 기세포 용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하지만 양상은 무세포 진피 기질의 가장자리와 비슷하 다.단

지 앙 부 라고 조직 검사를 한 부분이 근육과 만나는 부 보다 범

가 넓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편차가 커서 통계 인 유의성이 없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본 실험 모델에서 무세포 진피 기질의 

앙 부 는 무세포 진피 기질을 덮는 피부조직으로부터 세포가 자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고정이 되지 않고 지속 으로 움직임이 있는 

부 이므로 그 결과의 편차가 더욱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이러한 이

유로 근육과 만나는 부 의 무세포 진피 기질에서의 조직학  변화가 

더 뚜렷하 다.본 실험과 유사하게 보형물과 무세포 진피 기질을 이

용한 돼지 모델 실험에서도 흉근과 무세포 진피기질이 만나는 부

에서 무세포 진피 기질의 앙 부 보다 조직학  변화가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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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되었다.60이는 임상 으로도 무세포 진피 기질이 흉근과 연결

되는 것이 요함을 암시한다.

본 실험은 조직 검사를 통해 지방유래 기세포가 무세포 진피 기질

의 생착에 미치는 향을 유추하 다.하지만 각 개체에서 얻은 조직

의 모든 부 를 염색하여 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각 개체로부터 

한 가지 염색 방법 당 3개의 슬라이드를 제작하 다 하더라도 선택  

비뚤림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무세포 진피 기질의 앙 부

에서 macrophage나 giantcell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 실험 개체 수를 더욱 늘리고,염증 cytokines변화를 개체의 

장 수 에서 확인하고,지방유래 기세포의 표지를 오랜 기간 후에

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방유래 기세포의 운명을 확인하는 보

충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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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실험의 결과  하나는 무세포 진피 기질을 이식할 때,지방유래

기세포를 한 방법으로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무세포 진피 기질

에 지방유래 기세포가 종이 잘 되었음을 확인하 다.그리고 무세

포 진피 기질에 지방유래기질세포가 종된 경우,특히 근육과 하

는 부  무세포 진피 기질에서 기 신생  생성이 증가하고,섬

유모세포가 증가하는 소견을 보 다.이와는 달리 염증 반응은 감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비록 시간이 경과하면 염증 반응의 감소율은 

어들지만,신생  생성은 비교군에 비해 높게 계속 유지가 되었

다.이러한 결과를 토 로,지방유래기질세포가 무세포 진피 기질의 

이식 시 생착에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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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ofAdipose-DerivedStem Cellson

EngraftmentofAcellularDermalMatrixinRabbit

ModelofBreastReconstruction

Jin,UngSik

Doctorofphilosophyinmedicine,Anatomy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Background

Acellular dermal matrix (ADM) has become a fundamental

component in the breast reconstruction surgery since its

commercialization.A adipose-derivedstem cell(ADSC)isanother

interesting field in reconstructive surgery,and itswellknown

angiogenicandanti-inflammatoryeffectcontainbeneficialpotentials

in combinatory usagewith othermaterials.Thisarticleexplores

effects of ADSC in ADM implantation through histologic

evaluations. It aims to verify whether ADSCs help ADM

engraftmentinvivo.

Methods

The 18 rabbits were used in this experiment,and silicone

implantand ADM wereinserted in orderto mimictheactual

breastreconstructioninhumans.ADSCswereharvestedfrom other

rabbitsofthesamespeciesand seeded ontotheADM.Rabbits

weresacrificed1monthor3monthsaftertheoperation.Histologic

sampleswereobtainedfrom thecontactmarginsofADM andthe

latissiumusdorsimuscleincluding both ADM and the muscle.

Alsoanothersamplewasobtainedfrom thecenterofADM forthe

comparison.H&Estaining,vimentinandCD31immunohistological



54

stainingwereperformed.

Results

Ongrossevaluations,theoriginalstructureofADM seemedtobe

moreproperlymaintainedinthegroupwithADM appliedwith

ADSCs.After 1 month,in CD31 immunohistologicalstaining,

vascularity observed in themarginalADM contacting latissimus

musclewassignificantlyhigherinthegroupappliedwithADSCs

(p=0.002).Vimentinstainingshowedsignificantlyincreasednumber

of fibroblasts in the same group (p=0.008).The number of

lymphocyteswassignificantly lowerin controlgroup (p=0.041).

After3months,significantly increased vascularity wasobserved

withintheADM atthesiteincontactwiththemuscle(p<0.001).

However,therewerenosignificanthistologicdifferencesaccording

towhetherADSCsseedingornotatthecenteroftheADM.

Conclusions

As we implanted ADM seeded with ADSCs,we observed

increased earlyangiogenesis,increased numberoffibroblastsand

decreased inflammatory response in the ADM.The seeding of

ADSCs is beneficial to engraftment of ADM in breast

reconstructionusingimplantandADM.

Keywords:acellulardermalmatrix,adipocyte-derived stem

cell,implant-basedbreast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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