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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루타르알데하이드로 고정한 이종 조직을 인체 내에 장기간 이식

시 발생하는 기능 부 의 주된 원인은 석회화이며,이는 심 수

술에 사용되는 이종 조직 이식편의 내구성을 감소시키는 요한 요

인들 하나이다.본 연구에서는 alpha-GalKnock out(KO)

(alpha-1,3-galactosyltransferaseknockout)마우스를 이용함으로써

인체에 이식된 우심낭과 유사한 면역학 환경하에서,이식 후 발생

할 수 있는 면역 반응 석회화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 으며,우

심낭에 한 SDS(sodium dodecylsulfate) 장성 용액을 이용

한 무세포화 처리 후 통상농도 고농도의 루타르알데하이드를

이용한 고정 아미노산(lysine)처리의 항석회화 효과를 검증해보고

자 하 다.

우심낭 조직의 고정 방법에 따라 4개의 실험군을 설정하 다.1군

은 0.5% glutaraldehyde(GA)를 사용하여 고정하 고 2군은 2% GA

를 사용하여 고정하 으며 3군은 0.5% GA고정 후에 lysine처리를

하 다.4군은 유기용매에서 2% GA 고정 후 lysine처리를 하 다.

각 군에는 SDS를 첨부한 장성 용액으로 무세포화 처리한 군과

하지 않은 군으로 나 어 총 8개의 군을 설정하 다.처리한 조직들

을 열 안정성 시험,인장 시험,지질성분 분석,아미노산 분석을 시

행하 다.처리한 심낭 조직들을 alpha-GalKO 마우스의 피하에 3

개월간 이식하 으며,이식 ,이식 후 2주,6주 12주의 마우스

항-alpha-Gal항체를 측정하 다.이식 후 수거한 조직들에

한 조직학 검사 면역조직화학 검사를 시행하 고,칼슘 무

기인의 함량을 측정하 다.

이식 검사에서 수축 온도의 차이는 없었으며 인장 강도는 무세

포화 처리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p=0.12), 단시 신장율은

무세포화 처리를 하게 되면 의미있게 감소하 다(p=0.002).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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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콜 스테롤 함량은 무세포화 처리를 한 군에서 낮은 경향을 보

고 트리 리세라이드 함량 한 무세포화 처리를 한 군에서 반

으로 낮게 측정되었다(p=0.02).

이식 후 검사에서 칼슘 함량은 무세포화를 실시한 군 체에서 2.0

±1.4μg/mg,실시하지 않은 군 체에서 4.5±4.9μg/mg로 무세포

화 처치를 하면 칼슘 함량이 의미 있게 감소하 으며(p=0.02),무기

인 함량은 무세포화를 실시한 군 체에서 3.3±0.9μg/mg,실시하

지 않은 군 체에서 5.3±2.7μg/mg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고농도의 루타르알데하이드로만 고정한 2군에서는

1군에 비해 칼슘(p=0.01) 무기인(p=0.02)함량이 높았다.면역조

직화학 검사에서는 체 으로 주변부에서 염증세포의 침윤이 찰

되었지만 IgG,IgM 항체의 침착은 모든 군에서 찰되었다.마우스

항-alpha-GAL항체의 역가는 IgM의 경우,무세포화 처리한

군에서는 6주 이후에 역가가 증가하지 않았으나,무세포화 처리 하

지 않은 군에서는 12주에도 지속 으로 의미있게 증가하 고

(p=0.02),IgG의 경우 두 군 모두에서 12주에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p<0.01).

무세포화 처리 후 alpha-GalKO 마우스에 이식된 우심낭은 항석

회화 효과를 보 으며 유기 용매 환경하에서 루타르알데하이드

고정 후 Lysine에 의한 항독소화 처치를 하게 되면 항석회화 효과

는 더욱 증가하 다.고농도의 루타르알데하이드만을 이용한 고정

방법은 항석회화 측면에서 불리하 다. 한,무세포화 한 군에서는

6주 이후 IgM은 증가하지 않으나 IgG는 여 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우심낭의 alpha-Gal에 한 마우스의 만성 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와 같이 이종 조직의 이식에 있어 무세

포화 처리는 항석회화에 효과가 있으며 이종 조직에 한 조기 항

체의 발 을 감소시킨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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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종 조직으로 만든 막은 기계 막에 비하여 훌륭한 역학

특징,항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감소,감염에 한 우수한

내구성 등의 장 이 있어 인간의 막 체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이러한 이종 조직들은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항원성

(antigenecity)을 감소시키며 멸균 상태를 만들기 하여 통상 으로

glutaraldehyde(GA)로 고정(fixation)하여 사용하게 된다.그러나 인

체 내에 장기간이식 시 석회화로 인한 변성이 문제가 되며,이러한

석회화는 이종 조직의 내구성을 감소시키는 요한 요인들 의 하

나이다.석회화로 인한 변성은 성장하는 소아 환자들의 경우에 특히

빠른 속도로 발생하며,이로 인한 이종 이식편의 기능부 이나 빈번

한 재수술등의 한 임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종 조직이 인체 내에서 석회화되는 자세한 기 에 해서는 아

직 완 히 밝 지지 않았으나,세포막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인지질

(phospholipids)이 석회화의 재료로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1],조직의 고정에 사용되는 루타르알데하이드 자체

도 석회화에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특히 조직의 교차결

합(crosslink)에 참여하지 않는 자유 알데하이드기(free aldehyde

groups)는 세포독성을 가지고 있으며,조직의 석회화를 유발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4-6]. 한 이 같은 퇴행성 변화가 조직 막에 남

아 있는 세포 성분의 조직 항원에 한 면역 반응이 깊게 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7]탈세포화가 조직 막의 처리에 있어서 요성

을 더해 가고 있다[8-9]. 따라서 이종 조직의 석회화를 최소화하거

나 그 발생을 지연시키기 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10-30],일부의 연구 결과들은 실제 임상에도 이용되고 있으나 아

직까지 석회화를 방지할 수 있는 이상 인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다.

탈세포화를 한 방법 의 하나인 SDS(sodium dodecylsulfat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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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포 효과가 매우 강력한 이온성 세정제 하나로써 세포의

acidicphospholipid를 제거한다[11].이러한 기 을 통해 SDS는 다

른 세정제들과 비교하여 잔존 핵물질이나 세포질 단백을 거의 완

하게 제거할 수 있으며 개 실험에 사용하는 농도는 0.03~1%로

장성 완충 용액에 가장 많이 섞어 사용한다.그 이유는 장성 용액

의 낮은 삼투압을 이용해 세포내로 잘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35].

  루타르알데하이드로 고정한 이종 조직을 ethanol혹은 다른 종류

의 알코올을 사용하여 처리하면 생체 내에서의 석회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동물 실험에서 증명되었다[10,12-15,29,30].농도

60%이상의 ethanol을 사용할 때 항석회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ethanol이 석회화의 재료가 되는 인지질을 제거하는

동시에 collagen구조의 구 인 변화를 일으켜서 항석회화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0].Ethanol을 처리한 조직 막은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Ethanol octanediol의 혼합 용액

으로 처리해도 조직의 석회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octanediol과 같은 longchainalcohol은 구조 으로 인지질과 유사

하므로 더 효과 으로 인지질을 제거하여 석회화를 감소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29,30].

  루타르알데하이드 처리 자체가 조직의 석회화를 유발한다고 알

려져 있는데,이는 collagen의 교차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자유 알데

하이드기 루타르알데하이드의 합체(polymer)들이 기 석회

화에 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6].따라서 자유 알

데하이드기를 제거하기 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으며,가장 표

인 것이 아미노산을 이용한 항독소화(detoxification)처리이다.아

미노산에 존재하는 아미노기(amino group)가 루타르알데하이드

고정 후 조직 내에 남아있는 자유 알데하이드기와 결합함으로써 석

회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이

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실제로 그 항석회화 효과가 동물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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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증명되었다[6,16-24].

  루타르알데하이드가 조직의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과

는 상반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도 있다.조직의 고정에 통상 으로

사용되는 농도보다 높은 고농도의 루타르알데하이드를 사용하여

고정하면 오히려 석회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

되었다[23-26].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루타르알데하이드 자체가

조직의 석회화에 여한다는 사실이 리 받아들여지면서, 재 상

업 으로 생산되고 있는 조직 막들은 낮은 농도의 루타르알데

하이드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있다.그러나 낮은 농도의 루타르알

데하이드를 사용하면 조직 고정의 기본 인 목 인 collagen의 교차

결합 항원성의 억제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게 되며,이종조직에

한 면역 반응이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다[33,34].따라서 고농도의

루타르알데하이드로 고정을 하면 루타르알데하이드가 가지고

있는 석회화 유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충분한 교차결합을 일으켜

조직의 미세 구조를 보존하고 항원성 석회화에 련된 효소 활

성을 억제하여 결과 으로는 석회화를 감소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25,26].

 조직의 고정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고정된 조직의 물리 특성을

변화시키고,통상 인 방법으로는 효과 인 고정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조직 내 elastin성분을 효과 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는 실험

결과들이 있다[27,28].통상 으로 사용되는 수용액 상태의 루타르

알데하이드 신에 무수상태(anhydrous)유기용매(organicsolvent)

환경의 루타르알데하이드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인데,유기용

매가 조직내 collagen elastin의 구조 인 변화(conformational

changes)를 유발하여 루타르알데하이드의 고정 효과를 상승시킴

으로써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Elastin이 조직의 석회화에 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35],elastin성분을 효과 으로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조직의 석회화 방지에 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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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종 조직이 석회화 되는 기 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동물의 조직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이종항원(xenoantigen)

이에 한 이종 항체(xenoantibody)사이의 면역 반응이다[32].이 이

종 항체는 인간,유인원 일부 원숭이(OldWorldmonkeys)등의

장류를 제외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하는 galactose [alpha]

(1,3)-galactose(alpha-GAL)에 한 자연 항체로서,이종 조직에

한 인체의 성 거부반응(hyperacuterejection)을 유발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alphaGAL항원결정인자는 주로 동물의 세포 표면

등에 존재하며 포유류의 종에 따라 한 같은 종 내에서도 개체에

따라 그 발 빈도가 다르나 장류에게 강한 면역학 반응을 유

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 까지 다양한 항석회화 처리 방법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한

첫 단계로서 쥐의 피하 이식 모델(ratsubcutaneousmodel)이 리

사용되고 있다.면역학 인 에서 보면,소의 조직을 쥐에게 이

식하는 것은 두 종 모두 alpha-GAL을 가지고 있어 면역학 으로

유사한 종간의 이식이므로 인체에 이식하는 경우와는 다르다.따라

서 유 으로 조작되어 alpha-GAL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을 사

용하는 것이 인체를 상으로 실험하는 것과 면역학 으로는 유사

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사료된다[37].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SDS 장성 용액을 이용한 무세포화 처

리 후 유기용매 환경에서 통상 농도와 고농도의 glutaraldehyde를

이용한 고정 아미노산(lysine)처리의 항석회화에 한 상승 작용

(synergistic effect)을 [alpha]-1,3-galactosyltransferase knockout

mouse피하 이식 모델을 이용하여 검증하고 조직편 처리 방법의 개

선 가능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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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방법

 

1.실험군의 설정

조군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4개의 실험군들을 설정하 으며,

각 군에는 SDS를 첨부한 장성 용액으로 무세포화 처리한 군과

하지 않은 군으로 나 어 총 8개의 군을 설정하 다.각 군당 마우

스에 이식할 우심낭 조직의 갯수는 8개씩으로 하 다.

 

.1,5군 :0.5% glutaraldehyde(GA)고정

.2,6군 :2% GA고정

.3,7군 :0.5% GA고정 후 lysine처리

.4,8군 :유기용매에서 2% GA고정 후 lysine처리

 .무세포화 처리(5-8군)

:각 군에서 우심낭을 무세포화 처리한 군(5-8군)과 하지 않은

군(1-4군)을 나 며 해당 군에서는 GA고정 에 무세포화 처리하

다.

 

2.조직 처리 방법

 도살장에서 얻은 소 심낭을 차가운 PBS용액(0.1M,pH 7.4)에 넣

은 후,얼음 박스에 담아 즉시 실험실로 운반하 다.심낭에서 불필

요한 결체조직이나 지방 조직을 박리하여 제거한 후 생리 식염수로

세척 후,즉시 고정을 시행하 으며 총 고정 기간은 모든 실험군에

서 14일로 하 다.

(1)1,5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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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심낭 조직을 0.5% GA 용액(PBSbuffer,pH 7.4)에 넣어 상온

에서 14일간 고정하 다.고정이 끝나면 마우스에게 이식할 심낭 조

직들을 가로 세로 1cm 크기로 자르고 생리 식염수로 10분간 세척한

후,2% bufferedbenzylalcohol용액에 넣어 mouse에게 이식할 때

까지 4℃에서 냉장 보 하 다.

(2)2,6군

 소 심낭 조직을 0.5% GA 용액(PBSbuffer,pH 7.4)에 넣어 상온

에서 5일간 고정하 다.이후 2% GA 용액(PBS buffer,pH7.4)에

넣어 상온에서 2일간 고정한 후,0.25% GA 용액(PBS buffer,pH

7.4)에 넣어 상온에서 7일간 추가로 고정하 다.고정이 끝나면 마우

스에게 이식할 심낭 조직들을 가로 세로 1cm 크기로 자르고 생리

식염수로 10분간 세척한 후,2% bufferedbenzylalcohol용액에 넣

어 마우스에게 이식할 때까지 4℃에서 냉장 보 하 다.

(3)3,7군

 소 심낭 조직을 0.5% GA 용액(PBSbuffer,pH 7.4)에 넣어 상온

에서 14일간 고정하 다.고정이 끝나면 생리 식염수로 10분간 세척

한 후,0.2M lysine용액(PBSbuffer,pH7.4)에 넣어 37℃에서 48시

간 동안 처리하 다.처리가 끝나면 바로 0.1M NaBH4 용액(PBS

buffer,pH7.4)에 넣어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처리하고 이식할 심낭

조직들을 가로 세로 1cm 크기로 자르고 생리 식염수로 10분간 세척

한 후,2% bufferedbenzylalcohol용액에 넣어 마우스에게 이식할

때까지 4℃에서 냉장 보 하 다.

(4)4,8군

 소 심낭 조직을 0.5% GA 용액(PBSbuffer,pH 7.4)에 넣어 상온



7

에서 5일간 고정한 후,2% GA +67.5% ethanol+2.5% octanol용

액(PBSbuffer,pH 7.4)에 넣어 진동기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2일간

고정하 다.이후 0.25% GA 용액(PBSbuffer,pH 7.4)에 넣어 상온

에서 7일간 추가로 고정하 다.생리 식염수로 10분간 세척한 후,

0.2M lysine용액(PBSbuffer,pH 7.4)에 넣어 37℃에서 48시간 동

안 처리한 후 0.1M NaBH4용액(PBSbuffer,pH7.4)에 넣어 상온에

서 24시간 동안 처리하 다.이식할 심낭 조직들을 가로 세로 1cm

크기로 자르고 생리 식염수로 10분간 세척한 후,2% buffered

benzylalcohol용액에 넣어 마우스에게 이식할 때까지 4℃에서 냉

장 보 한다.

 (5)무세포화 처리

해당군에서는 우심낭을 고정 에 6시간 동안 장성 용액에 보

후 8∼10°C에서 14∼24시간동안 0.25% SDS를 첨가한 장성 용액

에 보존하며,이어서 고장성 완충액에 8시간 보존하고 이어서 4°C

등장성 용액에서 12시간동안 과정 부드럽게 흔들어 주면서 무세

포화 처리하 다.

3.처리된 조직의 물리 ,화학 특성의 검사(이식

검사)

(1)열 안정성 시험(Thermalstabilitytest)

 조직 내 collagen의 교차결합이 제 로 이루어졌는지를 단하기

한 검사로서,각 군 당 5개씩의 조직들을 사용하여 수축 온도

(Shrinkagetemperature)를 측정하 다.8x30mm크기의 심낭조직에

장축방향으로 95g의 부하를 가하여 일정한 길이를 유지한 채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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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넣었다.수조의 온도를 분당 1.0∼2.5°C의 속도로 가열하여 심

낭 조직 단축 방향 길이의 변화를 찰하 다.온도 변화에 따른 조

직 단축 방향 길이를 그래 로 그린 후,조직의 수축이 격하게 일

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수축 온도로 정의하 다.

(2)인장 시험(Tensilemechanicaltests)

처리한 심낭 조직의 기계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각 군당 10개

씩의 조직들에 한 인장 시험을 시행하 다.여러 방향으로 자른 5

x 50 mm크기의 심낭 조직들의 두께를 Mitutoyo thickness

guage(Quick-Mini700-117,Mitutoyo,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인장 강도(Tensilestrength) 단시 신장율(elongation

at break)을 tensile testing machine(K-ML-1000N, M-TEC,

Republic ofKorea) digitalforce guage(DS2-50N,IMADA,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extensionrate100mm/min,pre-load

0.01N).

(3)지질 성분 분석

 유기용매를 이용한 지질 성분의 제거가 효과 으로 이루어졌는지

를 검증하기 한 검사로서,각 군당 5개씩의 조직들을 사용하여 조

직 내 총 콜 스테롤 triglyceride함량을 정량하 다.채취한 조

직을 1cm ×1cm 크기로 잘라 특수 제작된 강화유리 tube에 넣고

1ml의 인산염완충 식염수 (phosphatebufferedsaline,PBSpH 7.4)

을 첨가한 후,homogenizer(X120,IngenieurbüroCATM.Zipperer

GmbH,Germany)를 이용해 조직을 완 히 분쇄하 다.이 조직 용

액에 chloroform과 methanol을 2:1로 3ml을 첨가한 후,Centrifuge

5810R(EppenforfAG,22331Hamburg,Germany)을 이용해 4℃에

서 3000rpm으로 5분간 원심 분리하 다.이 용액의 하층액만을 2

mlEffendorf tube에 담아 Speed Vac Concentrator AES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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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antInstruments,INC.Holbrook.NY )를 이용해 휘발시켜

Pellet을 만들고 200ul의 0.01% triton-X100이 포함된 인산염완충

식염수를 첨가한 후,Wet chemistry법을 이용하여 Automatic

chemistryanalyzer(HITACHI-7070)로 totalCholesterol(T-Chol)

과 triglyceride(TG)를 정량하 다.T-Chol과 TG는 건조 조직의

단 무게 당 포함된 정도를 nmol/mgdrywt단 로 표시하 다.

(4)아미노산 성분 분석

 여러 가지 처리로 인해 조직 내 단백질의 주요 구성 성분이 변화

하는지를 알아보고,조직 내 collagen의 교차결합이 제 로 이루어졌

는지,항독소화에 이용된 아미노산이 실제로 조직 내에 결합하 는

지를 간 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검사로서,각 군당 5개씩의 조직들

을 사용하여 조직 내 아미노산 성분들(glycine, proline,

hydroxy-proline,lysine등 18종류)을 정량하 다. 각 조직을 생리 식

염수로 척하고 70°C에서 24시간동안 건조시킨 후,질량을 측정하고

건조된 조직들을 5.0N 염산 용액으로 가수 분해시킨 후,액체 크로

마토그래피/질량 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성분분석을 하 다.

 

4.마우스 피하 이식 실험(Mouse subcutaneous

implantation)

 생후 6∼7주된(체 18∼27gm) [alpha]-1,3-galactosyltransferase

knockoutmouse(C57BL-6)16마리를 사용하 다.어린 주령의 동물

들을 사용한 이유는 마우스의 성장기가 생후 약 14주까지로 알려져

있어 이종조직의 석회화가 빠르게 발생하는 소아 환자와 유사한 상

황을 만들어 주기 해서 다.이 실험은 서울 학교병원 임상의학

연구소의 IACUC(InternationalAnimalCareanduseCommittee)의

승인하에 시행되었다(IACUC09-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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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letil(20mg/kg) Rompun(5mg/kg)을 복강내 투여하여 마취시

킨 후,등 부 를 제모하고 alcohol로 소독하 다.항생제(cefazolin

20mg/kg)를 피하 주사한 후,등 부 에 4개의 피부 개를 가한 뒤

피하 조직을 박리하여 공간을 만들고 각각의 공간에 생리 식염수로

세척한 1개씩의 심낭 조직(가로 세로 1cm)들을 이식하 다(그림 1).

각 군당 이식할 심낭 조직의 갯수는 8개 다.이식 후 상처 부 는

6-0nylon으로 합하 다.3개월간 사육한 다음 이산화탄소로 질식

시켜 안락사 시킨 후,등 부 를 제모하고 이 의 상처 부 를 개

하여 피하 조직을 박리한 후,이식되어 있는 심낭 조직들을 수거하

다.심낭조직에 붙어있는 쥐의 피하 조직들을 박리하여 제거한 후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이식 후 검사들을 하여 2% buffered

benzylalcohol용액에 보 하 다.

 

5.이식 후 검사

(1) 미경 검사

 이식 후 각 군의 심낭 조직을 수거하고 각 군당 한 개씩의 조직들

을 10% 포르말린에 고정하고 라핀에 포매한 후,2∼4μm두께로

편하 다.H-E염색을 시행하여 학 미경으로 미세구조,염증반

응 calcium 침착의 부 정도를 알아보았다.

(2)칼슘 무기인 정량

각 군의 심낭 조직의 석회화 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칼슘 무

기인 정량을 시행하 다.이를 하여 수거한 심낭 조직(각 군당 6

개)들을 생리 식염수로 세척하고 70°C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여

질량을 측정하 다.건조된 조직을 5.0N염산 용액으로 가수분해 시

킨 후 자동화학분석기(Hitachi7070,Japan)로 정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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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역조직화학 (Immunohistochemistry)

마우스에게 이식 후 수거한 조직들 에서 각 군당 표 인 한

개씩의 조직들에 하여 IgG,IgM항체에 한 면역조직화학 검사를

시행하 다.수거한 조직들을 액체 질소를 사용하여 냉동시키고

OCT(Optimalcuttingtemperature)에 포매한 후,4μm 두께로 편

하 다.100% 아세톤으로 조직을 고정한 후,peroxidase차단 용액

단백질 차단 용액으로 처리하고 항체로는 HRP(horseradish

peroxidase)가 결합된 donkey anti-rat IgG IgM(Jackson

ImmunoResearchLaboratories,Inc.,USA)을 1:500의 희석 배율로

사용하 다.

(4)마우스 항-alpha-GAL항체의 측정

실험군의 항-alpha-GalIgM IgG항체를 이식 ,이식 후

2주,6주 3개월 시 에서 채 (안와정맥총 혹은 심장채 )하여

효소결합면역흡수법(Enzyme-linkedimmunosorbentassay,ELISA)

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항원으로는 소의 청 알부민에 결합된 합

성 alpha-Gal(alpha-GalBSA,Dextra Laboratories,UK)을 1μ

m/mL의 농도로 사용하 다.순차 으로 희석된(1:40,1:80,1:160,

1:320,1:640,1:1280)마우스 청내의 항-alpha-Gal항체를 측정하

으며,2차 항체로는 HRP가 결합된 goatanti-mouseIgG(Jackson

Laboratory,USA) rabbitanti-mouseIgM(JacksonLaboratory,

USA)을 1:5000의 희석배율로 사용하 다. 발색물질로는

TMB(3,3',5,5'-tetramethylbenzidine)용액(PRICE,USA)을 사용하

으며 ELISA 독기를 이용하여 450nm에서의 도(optical

density,OD)를 측정하 다.ELISA결과의 통계분석을 하여 OD

1.0에 해당하는 항체 역가(titer)의 역수를 구하여 그 평균값들을 분

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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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통계

연속 변수에 한 결과는 평균 ±표 편차로 표시하 다.각 군간

의 평균값을 비교하기 해 Mann-Whitney검정과 t-test를 시행하

다.각 군 간의 통계 차이는 Kruskal-Wallis검정을 이용하 으

며 p값이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

고,통계 처리는 SPSS(SPSS 20.0 for Windows,SPSS Inc.,

Chicago,IL)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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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1.처리된 조직의 물리 ,화학 특성

(1)열 안정성 시험(Thermalstabilitytest)

모든 군에서 평균 수축 온도는 83∼86°C범 내에서 측정되었으며

심낭 고정 방법이나 무세포화 유무에 따른 군간 비교에도 통계 으

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그림 2).

(2)인장 시험(Tensilemechanicaltests)

심낭의 두께는 무세포화하지 않은 군에서 0.31±0.05mm,무세포

화한 군에서 0.30±0.04mm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장 강도(Tensilestrength)는 무세포화 처리를 한 군(12.45±7.15

MPa)과 하지 않은 군(14.52±4.23MPa)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p=0.12,그림 3).무세포화 처리를 한 군내에서는 0.5%

루타르알데하이드로만 처리한 군(5군)에 비해 6,7,8군에서 유의하

게 강도가 감소하 다(p<0.05).

단시 신장율(elongationatbreak)은 무세포화 처리를 하지 않은

군(24.96±5.82%)이 한 군(21.50±3.46%)에 비해 단시 신장율이 높

게 측정되었다(p=0.002,그림 4).

(3)지질 성분 분석

조직 내 총 콜 스테롤 함량은 무세포화 처리를 한 군에서 낮은

경향을 보 으며 3군과 7군(p=0.04),4군과 8군 사이(p=0.02)에서 통

계 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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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리세라이드 함량은 무세포화 처리를 한 군

(2.58±1.76nmol/mg drywt)에서 하지 않은 군(5.94± 5.82nmol/mg

drywt)에 비해 반 으로 낮게 측정되었으며(p=0.02)각 군 내에

서도 0.5% 루타르알데하이드만 처리한 군(1군,5군)에 비해 2%

루타르알데하이드나 유기용매처리,lysine으로 항독소화 과정을 거

치면 통계 으로도 의미 있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p<0.05)(그림

6).

(4)아미노산 성분 분석

실험군들에 한 주요 아미노산 성분 분석 결과를 100개의 아미노

산 각 성분들이 차지하는 개수(percentresidues)로 표시하 다

(그림 7).신선 우심낭 조직에 비하여 여러 고정 처리 등을 통하여

아미노산 잔기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1,2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는 아미노산 잔기의 분포가 유사하 으며 1,2군에 비해

Histidine,Threonine,Tyrosine,Lysine이 상 으로 더 감소하

고,Glycine잔기가 더 많이 측정되었다.

2.이식후 검사

(1) 미경 검사

H-E염색결과,마우스에게 이식한 심낭 조직에서 어느 정도의 염

증 세포 침윤과 콜라겐 섬유의 괴 소견이 찰되었으며 무세포화

처리를 시행한 군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군에 비해 콜라겐 섬유의

배열이 더 흐트러지지 않는 양상을 보이며 세포핵이 덜 찰된다(그

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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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칼슘 무기인 정량

칼슘 함량은 무세포화를 실시한 군 체에서 2.0±1.4μg/mg,실시

하지 않은 군 체에서 4.5±4.9μg/mg로 무세포화 처치를 하면 칼

슘 함량이 의미 있게 감소하 다(p=0.02).특히 무세포화 처리를 한

군내에서는 5군에 비해 lysine이나 유기용매를 같이 처리한 군(7군,

8군)에서 칼슘 함량이 의미 있게 감소하 다(p=0.05,p=0.03). 한

무세포화 처리를 하지 않은 군내에서도 lysine과 유기 용매를 같이

처리하면(4군)1군에 비해 의미 있는 칼슘 함량의 감소를 보 으나

(p=0.03),고농도의 루타르알데하이드로만 고정한 2군에서는 칼슘

함량이 높게 측정되었다(p=0.01)(그림 9).

무기인 함량은 무세포화를 실시한 군 체에서 3.3±0.9μg/mg,실

시하지 않은 군 체에서 5.3±2.7μg/mg로 무세포화 처치가 무기

인을 의미 있게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p=0.04).칼슘과 비슷하게

무기인의 경우에도 무세포화 처리를 한 군내에서는 5군에 비해

lysine이나 유기용매를 같이 처리한 군(7군,8군)에서 무기인 함량이

의미 있게 감소하 다(p=0.04,p=0.03).무세포화 처리를 하지 않은

군내에서는 고농도의 루타르알데하이드로만 고정한 2군에서 무기

인 함량이 높게 측정되었다(p=0.02)(그림 10).

(3)면역조직화학 (Immunohistochemistry)

체 으로 주변부에서 염증세포의 침윤이 찰되며 IgG,IgM 항

체의 침착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군에서 찰이 가능하 다

(그림 11).

(4)마우스 항-alpha-GAL항체의 측정

무세포화 여부에 따라 나 2군(무세포화군 n=8,무세포화 처리 하

지 않은 군 n=6)에서의 측정 시 에 따른 alpha-Galknock-out마



16

우스의 IgM IgG역가는 두 군 모두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

하는 양상이었다(그림 12.A와 그림 13.A).

IgM의 경우 6주,12주에서의 측정값은 이식 과 비교하여 두 군

모두에서 p<0.02이하의 유의성을 보 다. 한 12주 측정시 에서

무세포화 처리를 시행한 군의 측정치가 유의하게 더 감소된 소견을

보 다(p=0.02).무세포화 처리를 시행한 군에서 6주 이후에는 측정

값의 증가가 찰되지 않았다(그림 12.B).

IgG의 경우 6주,12주에서의 측정값은 이식 과 비교하여 두 군 모

두에서 각각 p<0.02,p<0.01이하의 유의성을 보 고 12주에서도

여 히 증가하 다. 한 모든 측정 시 에서 두 군 간의 차이가 없

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그림 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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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우심낭의 피하이식

Knockoutmouse한 마리당 4개씩의 심낭 조직(가로 세로 1cm)을

피하에 이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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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수축 온도(°C)(각 군 n=5).

조직 처리 방법이나 무세포화 유무에 따른 각 군간 통계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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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인장 강도(MPa)

인장 강도는 무세포화 유무에 따라 비교하 을 때 처리를 한 군

(n=40,12.45±7.15MPa)과 하지 않은 군(n=40,14.52±4.23MPa)사이

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2).



20

그림 4. 단시 신장율(%)

단시 신장율은 무세포화 유무에 따라 비교하 을 때 무세포화 처

리를 하지 않은 군(n=40,24.9±5.8%)이 한 군((n=40,21.5±3.46%)에

비해 단시 신장율이 의미 있게 높이 측정되었다(p=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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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조직내 총 cholesterol함량 (nmol/mgdrywt.)(각 군 n=5)

조직 내 총 콜 스테롤 함량은 무세포화 처리를 한 군에서 낮은 경

향을 보 으며 3군과 7군(p=0.04),4군과 8군 사이(p=0.02)에서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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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조직내 Triglyceride함량 (nmol/mgdrywt.)(각 군 n=5)

트리 리세라이드 함량은 무세포화 처리를 한 군(2.58±1.76nmol/mg

drywt)에서 하지 않은 군(5.94±5.82nmol/mgdrywt)에 비해 반

으로 낮게 측정되었으며(p=0.02)각 군 내에서도 0.5% 루타르알

데하이드만 처리한 군(1군,5군)에 비해 2% 루타르알데하이드나

유기용매처리,lysine으로 항독소화 과정을 거치면 통계 으로도 의

미 있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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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아미노산 잔기의 퍼센트 (1-7군 n=5,8군 n=4).

1,2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는 아미노산 잔기의 분포가 유사하

으며 1,2군에 비해 Histidine,Threonine,Tyrosine,Lysine이 상

으로 더 감소하 고,Glycine잔기가 더 많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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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출한 우심낭의 Hematoxylin-Eosin염색 소견 (x100)

모든 군에서 어느 정도의 염증 세포 침윤과 콜라겐 섬유의 괴 소

견이 찰되었으며 무세포화 처리를 시행한 군에서는 시행하지 않

은 군에 비해 콜라겐 섬유의 배열이 더 흐트러지지 않는 양상을 보

이고 염증세포의 핵들이 덜 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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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이식후 조직의 칼슘 정량 (μg/mg,각 군 n=6)

칼슘 함량은 무세포화를 실시한 군 체에서 2.0±1.4μg/mg,실시

하지 않은 군 체에서 4.5±4.9μg/mg로 무세포화 처치를 하면 칼

슘 함량이 의미 있게 감소하 다(p=0.02).특히 무세포화 처리를 한

군내에서는 5군에 비해 lysine이나 유기용매를 같이 처리한 군(7군,

8군)에서 칼슘 함량이 의미 있게 감소하 다(p=0.05,p=0.03). 한

무세포화 처리를 하지 않은 군내에서도 lysine과 유기 용매를 같이

처리하면(4군)1군에 비해 의미 있는 칼슘 함량의 감소를 보 으나

(p=0.03),고농도의 루타르알데하이드로만 고정한 2군에서는 칼슘

함량이 높게 측정되었다(p=0.01).



26

그림 10.이식후 조직의 무기인 정량 (μg/mg,각 군 n=6)

무기인 함량은 무세포화를 실시한 군 체에서 3.3±0.9μg/mg,실

시하지 않은 군 체에서 5.3±2.7μg/mg로 무세포화 처치가 무기

인을 의미 있게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p=0.04).칼슘과 비슷하게

무기인의 경우에도 무세포화 처리를 한 군내에서는 5군에 비해

lysine이나 유기용매를 같이 처리한 군(7군,8군)에서 무기인 함량이

의미 있게 감소하 다(p=0.04,p=0.03).무세포화 처리를 하지 않은

군내에서는 고농도의 루타르알데하이드로만 고정한 2군에서 무기

인 함량이 높게 측정되었다(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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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M

B.IgG

그림 11. 출된 우심낭의 면역조직화학염색 (x400)

체 으로 주변부에서 염증세포의 침윤이 찰되며 IgG,IgM 항체

의 침착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군에서 찰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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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A.무세포화 여부에

따른 anti-alpha-Gal IgM

titer

무세포화 여부에 따라 나

2군(무세포화군 n=8,무세포

화 처리 하지 않은 군 n=6)

에서의 측정 시 에 따른

IgM역가(OD:Optical

density)는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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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B.측정 시 에 따른 anti-alpha-GalIgM 값의 변화

OD1.0에 해당하는 항체 역가(titer)의 역수를 구하여 그 평균값들을

측정 시 에 따라 비교하 다.6주,12주에서의 측정값은 이식 과

비교하여 두 군 모두에서 p<0.02이하의 유의성을 보 다. 한 무

세포화 처리를 시행한 군에서 6주 이후에는 측정값의 증가가 찰

되지 않고 12주 측정시 에서는 무세포화 처리를 시행하지 않은 군

에 비해 측정치가 유의하게 더 감소된 소견을 보 다(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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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A.무세포화 여부에

따른 anti-alpha-GalIgGtiter

무세포화 여부에 따라 나

2군(무세포화군 n=8,무세포화

처리 하지 않은 군 n=6)에서

의 측정 시 에 따른 IgG역

가(OD: Optical density)는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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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B.측정 시 에 따른 anti-alpha-GalIgG값의 변화

OD 1.0에 해당하는 항체 역가(titer)의 역수를 구하여 그 평균값들

을 측정 시 에 따라 비교하 다.6주,12주에서의 측정값은 이식

과 비교하여 두 군 모두에서 각각 p<0.02,p<0.01이하의 유의성

을 보 다.IgG는 모든 측정 시 에서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이 증가

하는 양상을 보 으나 12주에서 격히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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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루타르알데하이드로 고정한 이종 조직을 인체 내에 이식시 발

생하는 기능 부 의 주된 병변은 변성(degeneration)이며,이는 심

수술에 사용되는 이종 조직 이식편의 내구성을 감소시키는 요

한 요인들 하나이다.석회화로 인한 변성은 성장하는 소아 환자

들의 경우에 특히 빠른 속도로 발생하며,이로 인한 빈번한 재수술

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이종 조직이 인체 내에서 석회화되는 과정

은 매우 복잡하며 그 정확한 기 은 아직 완 히 밝 지지 않았으

나,숙주내의 사상태,이종 조직의 구조 화학 성질,그리고

기계 인 요인들이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이러한 석회화

는 주로 루타르알데하이드 처리에 의해 사멸화된 결합조직 세포

에서 시작되며,그 기 은 세포외액의 칼슘이 세포막에 풍부하게 존

재하는 인지질의 인과 결합하여 calcium phosphatecrystal을 형성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즉 조직 내 인지질 성분들이 석회화

의 재료로서 사용된다는 뜻으로,이러한 인지질을 제거함으로써 석

회화를 방지하기 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7-8].

조직의 고정에 사용되는 루타르알데하이드 자체도 석회화를 유

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2,3],이는 콜라겐의 교차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자유 알데히드기들이 칼슘 이온들을 끌어 들여 기 석회화에

기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1,4-6,20].하지만 조직의

고정에 통상 으로 사용되는 농도보다 높은 고농도의 루타르알데

하이드를 사용하여 고정하면 오히려 석회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23-26].고농도의 루타르알데하이드로

고정을 하면 루타르알데하이드가 가지고 있는 석회화 유발 잠재

력에도 불구하고,충분한 교차결합을 일으켜 조직의 미세 구조를 보

존하고 항원성 석회화에 련된 효소 활성을 억제하여 결과 으

로는 석회화를 감소시킨다고 한다[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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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조직 처리 방법 고농도의 루타르알데하이드만

을 이용한 고정시(2군)조직 내 칼슘 무기인이 가장 높게 측정되

어 이와 같은 고농도의 루타르알데하이드만 이용하여 고정하는

경우 더 많은 농도로 잔존 하게 되는 자유 알데하이드기에 의한 석

회화 가능성을 시사하 다.

따라서 자유 알데히드기를 제거하기 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으

며[9-17,20-23],가장 표 인 것이 아미노산을 이용한 항독소화

(detoxification)처리이다.아미노산에 존재하는 아미노기가 자유 알

데히드기와 결합하여 Schiff염기를 형성함으로써 석회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루타르알데히드로 고정한 소 심낭 혹은 돼지

동맥 막에 루타믹 산을 처리하면 석회화를 경감시킬 수 있고

세포독성도 일 수 있다는 사실이 각각 쥐 피하 이식 실험 세

포 배양을 통하여 증명되었으며[9-11,23],호모시스테익산 처리도

항석회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14,15,23].하지만 연구마다

항석회화의 효과는 일정하지 않았다.이는 아미노 화합물의 분자구

조 인 문제.처리 조건의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아미노산 성분분석에서 신선 우심낭에는 Glycine 34%,Alanine

11%, Proline이 11%, Glutamate 7%, Serine 6%, 그 외

Hydroxyproline,Aspartate,Arginine등이 5% 내외 정도의 순으로

존재한다고 하며 일반 으로 교차결합에 주로 여하는 아미노산에

는 라이신 하이드록시라이신,히스티딘과 그 외 교차 련 아미노

산은 아스 테이트,그루타메이트등이 있다[44,45].1,2군을 제외한

나머지 3-8군에서는 아미노산 잔기의 분포가 유사하 으며 1,2군에

비해 Histidine,Threonine,Tyrosine,Lysine이 상 으로 더 감소

하 고,Glycine잔기는 더 많이 측정되었다.3-8군에서 Lysine

Histidine이 비슷한 정도로 감소한 것은 교차 결합이 히 이루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루타르알데하이드 처리의 다른 문제 은 조직을 불활성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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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조직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포 잔유물들이 석회화의 시작

부 로 작용하게 된다는 이다.따라서 루타르알데하이드 고정

에 핵을 포함하는 세포를 제거하는 조작을 통해 이종 조직 막의

석회화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 무세포화를 시행하 다.만족스러운 무세포화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조직의 물리 성질을 유지하면서 세포성분을 완 히 제거

할 수 있고 세포외 기질이 보존되도록 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무

세포화에 효과 이면서 조직 손상을 게 주는 방법으로 sodium

dodecylsulfate와 장성 용액을 이용한 다단계 처리 방법을 사용하

여 무세포화를 시행하 다[39].이종 조직의 항 석회화 측면에서 무

세포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장 은 항원성의 제거를 통

한 면역 반응의 감소효과이다.이종이식분야에서 면역 거부 반응의

가장 요한 항원으로 생각되는 것이 alpha-Gal인데 실제 임상에서

상용화된 이종 이식 막의 이식 후에 자연항체인 항 alpha-Gal항체

의 역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40].Konakci등은 상용

화된 이종 조직 막에서 핵을 포함한 세포를 확인하 고 핵을 포

함한 세포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이종 항원인 alpha-Gal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36].

와 같은 기존 연구 결과에 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심낭을 처

치할 때 sodium dodecylsulfate를 이용하여 무세포화하고 0.5%와

2%의 루타르알데하이드를 이용한 고정을 시행하 고 lysine을 이

용한 항독소화 처리를 하 다.이와 같은 처리 후 우심낭의 물리

성질은 무세포화 처리 유무에 따라 단시 신장율은 무세포화군에

서 의미 있게 감소하 으나 수축 온도나 인장강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아 물리 성질이 무세포화 후에도 유지됨을 확인하 다.반면 총

콜 스테롤이나 트리 리세라이드 등의 지질 함량은 무세포화 처치

를 시행한 군에서 더 의미 있게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아미

노산 처리나 유기 용매 환경하에서 고정할 경우엔 지질 함량이 더

감소하여 이와 같은 처치가 지질의 제거에 효과 임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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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식된 우심낭을 3개월 후에 채취하여 측정한 칼슘과 무기인의

함량은 무세포화를 시행한 군에서 체 으로 더 의미 있게 감소하

여 이식 조직의 석회화에 의한 변성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종 조직의 석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면역 반응 에

서,특히 인체 내에 이미 생성되어 있는 특정 항체가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데[32],이 이종 항체는 인간,유인원 일부

원숭이(OldWorldmonkeys)등의 장류를 제외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하는 galactose[alpha](1,3)-galactose(alpha-GAL)에 한 자

연 항체로서,이종 조직에 한 인체의 성 거부반응(hyperacute

rejection)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그러나 포유류의 장

기가 아닌 막이나 심낭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그 이종 항원성

(xenoantigenecity)을 제거하고 가능한 감염원을 없애며 조직을 강화

하기 하여 고정을 하게 되므로 장기 이식에 비하여 면역반응에

한 우려가 상 으로 덜했던 것이 사실이며 조직 막의 구조

손상의 원인들 에서도 면역 반응은 주목을 덜 받아 왔다.이종

막 조직은 살아 있는 장기가 아니므로 인체에 이식시 성 거부

반응은 문제가 되지 않고 만성 인 거부 반응에 의한 석회화가 문

제가 될 것으로 단된다.alphaGAL항원결정인자는 동물의 세포

표면 등에 많이 존재하며 포유류의 종에 따라 한 같은 종내에서

도 개체에 따라 그 발 빈도가 다르나 장류에게 강한 면역학

반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이종 조직에 한 면역 반응이 석

회화를 유발하는 자세한 기 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궁극 으로는

면역 반응으로 인한 염증 반응의 부산물로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이러한 을 고려하면,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화학

기 에 의한 이종 조직의 석회화외에도 면역 반응,특히 alpha-Gal

항원에 한 만성 인 거부반응이 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되

며,이종 조직의 항석회화 처리에 면역학 인 처리가 함께 고려되어

야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 항석회화 처리의 효과를 검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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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실험 모델도 인체의 면역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어 주어야 의

미가 있을 것이다.

면역학 인 에서 보면,소의 조직을 쥐에게 이식하는 것은 두

종 모두 alpha-GAL을 가지고 있어 면역학 으로 유사한 종 간의

이식이므로 인체에 이식하는 경우와는 다르다.따라서 유 으로

조작되어 alpha-GAL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을 사용하는 것이 인

체를 상으로 실험하는 것과 면역학 으로는 유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단되어[37]본 연구에서는 alpha-Galknock-out마우스

를 실험동물로 사용하 다.이 등은 alpha-GalKO마우스와 야생형

마우스를 이용한 우심낭 이식 실험에서 alpha-GalKO 마우스에서

칼슘 함량 항-alpha-Gal항체 역가가 더 높음을 보고하여 이종

조직 이식 후 항석회화 처치의 효과를 찰하기 한 실험 모델로

서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43].마우스에 이식하 던 조직들에 한

면역조직화학 검사결과,변연부를 따라 염증세포의 침윤이 찰되고

IgG,IgM 항체의 침착은 모든 군에서 찰이 가능하 다.특히 마

우스 항-alpha-Gal항체의 측정 결과,alpha-GalKO마우스의

IgM IgG의 역가는 무세포화 처리와 계없이 시간 경과에 따라

실험 종료 시 인 3개월까지 지속 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한 무세포화를 시행한 군에서 IgM은 6주 이후에 증가세가 진행하

지 않지만 IgG는 12주에 격히 증가하여 무세포화 후에도 만성

인 면역 반응이 진행함을 시사하 다.이는 무세포화 처치를 한 군

에서 이식 3개월에 채취하여 측정한 칼슘 무기인의 농도가 반

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청 내 항-alpha-Gal항체는 지속 으

로 상승하고 있다는 에서 잔존하는 이종항원에 의하여 만성 염

증 반응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을 시사하며 3개월의 이식

기간으로는 면역학 반응에 의한 석회화를 찰하기에 충분치 않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을 고려하면 이종 조직 이식 에 alpha-Gal항원의

제거 처치를 시행하면 면역 반응에 의한 석회화를 감소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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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기 할 수 있겠다.이와 같은 방법에는 alpha-galactosidase라

는 효소 처리방법이 있으며[41],최근 임 등은 alpha-galactosidase처

치 후 고정 처리한 돼지 동맥 막을 양에 이식하여 alpha-Gal에

의한 면역 반응이나 석회화가 없음을 보고 하 다[42].이는 향후

이종 막 개발에 alpha-Gal항원 제거가 필수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alpha-GalKO 마우스를 이용한 실험 모델에서,조직 처리

방법에 덧붙여 이식 조직 자체의 alpha-Gal항원인자를 제거했을

경우 면역학 양상에 한 비교 결과가 필요하며 한 3개월의 이

식 기간은 이와 같은 면역학 기 에 의한 석회화를 충분히 찰

하기에는 부족하 으므로 한 이식 기간 등에 한 추가 인 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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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무세포화 처리 후 alpha-GalKO 마우스에 이식된 우심낭은 물리

성질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지질 칼슘,무기

인의 함량은 유의한 감소를 보여 항석회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한 유기 용매 환경하에서 루타르알데하이드 고정 후

Lysine에 의한 항독소화 처치를 하게 되면 항석회화 효과가 더욱

증가하 으나,고농도의 루타르알데하이드만을 이용한 고정방법은

항석회화 측면에서 불리하 다.하지만,항-alpha-GalIgG와 IgM은

시간 경과에 따른 상승세를 보 고 무세포화 한 군에서는 6주 이후

IgM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IgG는 여 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우심낭

의 alpha-Gal에 한 마우스의 만성 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이와 같이 이종 조직의 이식에 있어 무세포화

처리는 항석회화에 효과가 있으며 이종 조직에 한 조기 항체의

발 을 감소시킨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 12주의 이식

기간은 만성기의 면역학 기 에 의한 석회화를 찰하기에는 부

족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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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ofGA-fixedbovinepericardium

implantedinalpha-GALknockoutmouseafter

decellularizationanddetoxification

Jeong-JunPark

DepartmentofThoracicandCardiovascularSurgery

CollegeofMedicine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maincauseofdysfunctionafterlong-term implantationof

Glutaraldehyde-fixedheterologoustissueinthehumanbodyisa

calcification, which reduces the durability for use in

cardiovascularsurgery.Theobjectofthisstudyistoevaluate

theimmuneresponseand theextentofcalcification thatcan

occurafterimplantationofbovinepericardium intothealpha-Gal

Knock out (alpha-1,3-galactosyltransferase knockout) mouse.

AfterdecellularizationtreatedwithSDS(sodium dodecylsulfate)

andhypotonicsolution,weanalyzedtheanti-calcificationeffectof

fixation with the normal and a high concentration of

glutaraldehydeandlysinetreatmentofbovinepericardium.

The fourexperimentalgroups were established as described

below,and each group is divided into two according to the

decellularizationprocesswithSDS.Group1wasfixedusing0.5%

glutaraldehyde(GA),group2wasfixedusing2% GA,and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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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wastreatedwithlysineafter0.5% GA fixation.Group4was

treatedwithlysineafter2% GA fixationinanorganicsolvent.

Thermalstability,tensile strength,and analysis ofthe lipid

components and amino acids were performed. The treated

pericardialtissuewasimplantedsubcutaneouslyinalpha-GalKO

miceforthreemonths,andtheserum anti-alpha-Galantibodies

weremeasured atpre-implantation and post-implanttwo,six,

and12weeks.Histologicalandimmunohistochemicalstainingof

explantedtissueswasexamined,andthecalcium andinorganic

phosphoruscontentsweremeasured.

Inthepre-implanttest,theshrinkagetemperatureandtensile

strengthdidnotdifferbydecellularization(p=0.12),although

elongation atbreak wasdecreased afterdecellularization (p =

0.002).Thetotalcholesterolcontentwaslowerinthegroupwith

decellularization, and the triglyceride content decreased

significantlyinthegroupwithdecellularization(p=0.02).

Calcium contentswere2.0± 1.4 μg/mg in thedecellularized

groupand4.5±4.9μg/mginthenon-decellularizedgroup(p=

0.02).Theinorganicphosphoruscontentsalsohad 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sbetweenthetwogroups(5.3±2.7μg/mg

vs3.3± 0.9μg/mg)(p= 0.04).Group 2fixedwith thehigh

concentrationofglutaraldehydeshowedahighcontentofcalcium

(p=0.01)andinorganicphosphorous(p=0.02)comparedtogroup1.

Intheimmunohistochemistry,althoughinfiltrationofinflammatory

cellsattheperipheralportionwereobserved,depositionofIgG

andIgM antibodieswasobservedinallgroups.Regardlessofthe

decellularization process, anti-alpha-GAL antibodies increased

overpassageoftime(p<0.02).IgM measuredafterpost-implant

six weekswasunchanged in thegroup with decellu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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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thegroupwithoutdecellularizationshowedacontinuous

increase (p=0.02).IgG showed a continuing increase in both

groupsuntil12weeks(p<0.01).

Thebovinepericardium implantedintothealpha-GalKO mouse

after decellularization showed an anticalcification effect. In

addition,the glutaraldehyde-fixation underan organic solvent

environmentanddetoxificationbyLysine,anticalcificationeffect

was furtherincreased.Using the fixing method only a high

concentrationofglutaraldehydewasmostunfavorableintermsof

theanticalcification.However,theanti-alpha-GalIgG andIgM

wereincreasedovertime.IgM inthedecellularizedgroup,which

wasmeasuredaftersixweekswasnotincreased,althoughthe

IgG increased continuously.A chronic immunologicalreaction

againstalpha-Galantigen in bovinepericardium wasobvious.

Therefore, the decellularization process revealed the

anticalcificationeffectandreducedtheearlyantibodyproduction

againstalpha-Galantigeninbovinepericar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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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Heterograft, Calcification, Glutaraldehyde,

Decellularization,Immunological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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