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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대동맥 판막과 폐동맥 판막의 고정 방법에 따른 
양방향 압력-신장도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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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xial Strain Analysis of Various Fixation Models in Porcine 
Aortic and Pulmonary Valves

 Sungkyu Cho, M.D.*, Yong-Jin Kim, M.D.*, Soo Hwan Kim, B.S.**, Seung Hwa Choi, B.S.**

Background: The function of a bioprosthetic heart valve is determined largely by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valve cusps. The uniaxial tensile test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This type of testing, however, does not repli-
cate the natural biaxial loading condition.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gional varia-
bility of the biaxial strain versus pressure relationship based on the types of fixation liquid models. Material and 
Method: Porcine aortic valves and pulmonary valves were assigned to three groups: the untreated fresh group, the 
fixed with glutaraldehyde (GA) group, and the glutaraldehyde with solvent (e.g., ethanol) group. For each group we 
measured the radial and circumferential stretch characteristics of the valve as a function of pressure change. 
Result: Radial direction elasticity of porcine aortic and pulmonary valves were better than circumferential direction 
elasticity in fresh, GA fixed, and GA＋solvent fixed groups (p=0.00). Radial and circumferential direction elasticity of 
pulmonary valves were better than aortic valves in GA fixed and GA+solvent fixed groups (p=0.00). Radial and cir-
cumferential direction elasticity of aortic valves were decreased after GA and GA＋solvent fixation (p=0.00), except 
for circumferential elasticity of GA＋solvent fixed valves (p=0.785). The radial (p=0.137) and circumferential (p=0.785) 
direction of elasticity of aortic valv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A fixed and GA＋solvent fixed 
groups. Radial (p=0.910) and circumferential (p=0.718) direction of elasticity of pulmonary valve also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A fixed and GA＋solvent fixed groups. Conclusion: When fixing porcine valves with 
GA, adding a solvent does not cause a loss of mechanical properties, but, does not improve elasticity either. 
Radial direction elasticity of porcine aortic and pulmonary valves was better than circumferential direction elasticity .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2009;42:56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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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장 수술의 발 과 함께 선천성 복잡 심장 기형, 심장 

막 질환  소  질환 등을 교정하기 해 자기 조

직이 아닌 다른 인공 보철편의 필요가 늘어나 다양한 

체재가 연구 개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종 장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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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체재는 오래 부터 개발 사용 되고 있다[1,2]. 특

히 근래 인간의 늘어나는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인성 심장

질환인 퇴행성 막질환의 증가에 따른 수요의 증가와 이

종보철 막의 기능개선의 시도로서 임상에서 흔히 쓰이

고 있는 이종돼지조직 막에 하여, 향후 더 나은 돼지 

생체조직 막의 개발을 하여, 동맥, 폐동맥 막의 성

질에 한 더 많은 이해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심장 

막 조직의 물리  성질에 한 이해와 이상 인 막의 

개발단계의 평가로서, 단 방향 장력 검사  양방향성 장

력검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1-7]. 단 방향 장력검사는 

시행하기에는 용이하나, 생체 내에서와 같이 양측 방향으

로 압력이 가해지는 환경에 한 물리  변화를 반 하지

는 못한다. Mayne 등에 의해 이 에 시행된 양방향성 장

력검사는[8], 동맥 도 에서 엽을 제하여 검사한 것

으로 정상 으로 굴곡지어 있는 엽을 평평하게 펴서 검

사를 하 기 때문에 구조  모양 변화에 따른 결 과, 

막의 긴장도를 변형시킬 수 있다.

  돼지의 동맥 막과 폐동맥 막은 구조  형태는 유

사하나, 엽(leaflet)의 두께나, 콜라겐(collagen)함유 면에

서 차이가 있다. 태아 시에는 가해진 압력이 같아 출생 시

에 구조 으로 비슷하다고 가정할 수도 있으나, 이후 

동맥 막은 지속 으로 80 mmHg의 압력을 받고, 폐동맥

막은 5∼10 mmHg의 압력을 받는다. 성장하면서 폐동맥

막의 두께나, collagen은 상 으로 게 되며, 이것은 

육안  소견으로나,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생체조직의 루타알데하이드(GA) 고정은 조직의 콜라

겐을 교차 결합(cross-linking) 하게 하여 조직을 견고하게 

하나, 석회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재 에탄올(ethan-

ol)과 같은 용매(solvent)를 첨가하여 사용하거나, 그 독성

을 제거하고자 항 석회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

을 결합시키거나, 세정제 첨가, 무 세포화, 그 외 GA의 

-고농도, 고온 처리법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돼지의 동맥 막과 폐동맥 막을 막

에 따라 임상  사용  아무 처치도 하지 않은 신선한

(Fresh) 그룹, 루타알데하이드(GA)로 고정한 그룹, GA에 

에탄올, 옥탄올(octanol) 등과 같은 용매를 첨가하여 고정

한 그룹으로 나 어 실제 생체 내에서와 같이 삼차원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고안된 시스템으로 수압을 이용하

여 양방향 장력검사를 시행, 압력에 변화에 따른 물리  

성질 변화를 알아 보고자 하 다.

상  방법

1) 돼지 막의 채취

  도살장에서 수의사의 조 하에 건강한 도살된 돼지에

서 심장을 출하고, 생리식염수로 여러 차례 세척한 다

음, 복합항균제제(1 cc/L, antibiotic & antimycotic solution, 

Sigma)를 섞은 차가운 인산 염 완충 용액(phosphate buf-

fered solution (PBS, 0.1 M, pH 7.4)에 세척, 보 하여, 아이

스 박스에 담아 실험실로 운반하여, 냉장 상태에서 동

맥 막, 폐동맥 막을 분리 출하여 실험에 사용 할 수 

있도록 보  운반한다.

2) 돼지 막의 고정

  도살장에서 냉장 상태(4oC)로 실험실로 운반한 돼지의 

동맥 막, 폐동맥 막을 도살 후 최소 12시간 내에 즉

시 고정한다. GA로 고정한 그룹은 0.5∼0.625% 혹은 

1.5%, 2%, 3%의 완충 GA (buffered gultaraldehyde)에 담가 

4oC에서 2∼3일 고정 후 상온에서 0.3∼0.25%의 완충 GA 

에서 7일 간 고정하 다. GA의 고정과 함께 항 석회화를 

한 용매를 이용한 그룹은 0.25∼0.3%, 0.5∼0.625% 혹은 

1.5%, 2%, 3% GA 고정 과 고정 후의 방법으로 처리하

다. 처음부터 80% 에탄올이나 75% 에탄올＋5% 옥탄올 

혹은 75% 에탄올＋5% 옥타네디올(octanediol)을 GA 고정 

시 같이 섞어 4oC에서 고정 후 상온에서 0.25∼0.3% GA에 

12일간 상온에서 고정하거나, 상온에서 0.5∼0.625% GA

에 5일 동안 고정 후 80% 에탄올 이나 75% 에탄올＋5% 

옥탄올 혹은 75% 에탄올＋5% 옥타네디올(PBS buffer, Ph 

7.4)이 담긴 진탕기(shaker bath)에 넣어 2∼3일간 처리 후 

다시 상온에서 0.25∼0.3% GA에 담가 7일간 고정 하 다. 

이때 돼지의 동맥 막과, 폐동맥 막의 고정 시에는 

자연 인 형태를 유지하기 해 무-경 막압력(zero pres-

sure)고정 형성 틀에 넣고, 동맥 막은 14 mmHg, 폐동

맥 막은 7 mmHg의 부하 압력(distension pressure)을 가한 

후 막이 뒤로 탈출되지 않음을 확인 후 무-경 막압력

으로 고정하 다. 실험 막   천공이 있거나 망가진 

것은 없었고, 이  연구 결과 동맥 막의 상동맥엽

과 무 상동맥엽 간에 특정한 차이는 없어 각각 따로 비

교하지는 않았다[8]. 

3) 돼지 동맥 막, 폐동맥 막의 양방향 압력-팽
창성 검사

  처리된 돼지 동맥 막과 돼지 폐동맥 엽의 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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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 for axial strain test and dotted porcine valve.

Fig. 2. Changing of paired dots 
distance by hydrostatic pressure and 
hydrostatical pressure transducer.

측면에 원주 방향과 방사 방향의 압력에 따른 길이 변화

를 측정하기 해 으로 각각의 엽에 을 어 표시하

고, 수압을 측정할 수 있게 고안된 시스템에 넣어 0 

mmHg에서 150 mmHg까지의 압력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

를 측정하여 변화된 길이의 변화를 %로 표시 평균값을 

내고 압력에 따른 변화 양상을 그래 로 나타내었다(Fig. 

1). 압력은 압력변환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10 mmHg 증

가 시마다 각 간의 길이변화를 촬 하여 표시하 다

(Fig. 2). 압력 변화에 따른 연속 인 변화 값들을 측정하

여 각각의 값을 평균 내어 그래 로 나타내었으며, 80 

mmHg와 150 mmHg에서의 각 군간의 값들을 통계 분석하

여 비교 하 다. 

4) 통계 방법 

　돼지의 압력변화에 따른 원주방향과 방사방향으로 

으로 표시한 간의 길이를 % 평균±표 편차로 표시하

다. 각 군 간의 통계  차이는 paired T-test, ANOVA test로 

검증하며, 각 군마다 압력에 따른 변화양상을 그래 로 

표시하 다. p＜0.05를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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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esh porcine aortic and pulmonary valve

Fresh aortic valve 

circumferential

Fresh aortic valve 

radial

Fresh pulmonary valve 

circumferential

Fresh pulmonary valve 

radial

n

Pressure 80 mmHg (%)/ 

150 mmHg (%)

35

5.17±2.33/6.39±2.87

35

27.94±12.70/29.99±12.97

26

6.68±2.14/7.64±2.26

26

11.04±5.14/12.08±5.49

Fig. 3. Fresh porcine aortic & pulmonary valve distensibility. Cir= 
Circular direcxtion; Rad=Radial direction.

결      과

1) 신선한 돼지 동맥 막, 폐동맥 막 양방향 

압력-팽창성 비교

  신선한 돼지 동맥 막, 폐동맥 막의 압력 80 mmHg

와 150 mmHg에서의 늘어난 정도(%)값을 Table 1에 표

으로 기술하 고, 0 mmHg에서 150 mmHg까지의 매 10 

mmHg의 압력 변화에 따라 압력/긴장(pressure/strain)곡선

을 Fig. 3에 나타내었다. 

  동맥 막에서 원주방향이 방사방향보다 압력 80 mmHg 

(5.17±2.33% vs 27.98±12.70%, p=.00), 150 mmHg (6.39± 

2.87% vs 29.99±12.97%, p=.00) 모두에서 게 늘어 났고 

폐동맥 막에서도 원주 방향이 방사방향보다 압력 80 

mmHg (6.68±2.14% vs 11.06±5.14%, p=.00), 150 mmHg 

(7.64±2.26 vs 12.08±5.49, p=.00) 모두에서 게 늘어났음

을 알 수 있다. 압력 변화에 따라 측정된 압력/긴장 곡선

에서 연속 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  연구

들과 비교 해 볼 때, 같은 막 내에서의 원주 방향과 방

사 방향 비교는 비슷하게 나왔으나[8,9], 동맥 막이 좀

더 견고하여 게 늘어난다는 결과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실험에서는 폐동맥 막 보다 동맥 막이 같은 압력에

서 더 많이 늘어났다. 통상 으로 동맥 막이 폐동맥 

막보다 더 견고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나 이번 

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인체와 비슷한 환경에

서의 압력 변화를 측정하기 해 도  채로 틀에 고정하

여 압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신선한 폐동맥의 경우 객

인 수치로 측정하진 않았으나, 압력에 따른 막 의 

팽창  막뿐 아니라 폐동맥 도  자체도 같이 늘어나

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신선한 폐동맥 막 에서는 방

사방향(radial direction)으로 오히려 더 게 늘어 나는 팽

창-탄력성이 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2) 돼지 동맥 막, 폐동맥 막 GA 고정 후 양방

향 압력-팽창성 비교

  GA 고정 후의 돼지 동맥 막, 폐동맥 막의 압력 

80 mmHg와 150 mmHg에서의 늘어난 정도(%)값을 Table 

2에 표 으로 기술하 고, 0 mmHg에서 150 mmHg까지

의 매 10 mmHg의 압력 변화에 따라 압력/긴장(pressure/ 

strain)곡선을 Fig. 4에 나타내었다.

  동맥 막에서 원주방향이 방사방향보다 압력 80 

mmHg (3.79±2.76% vs 7.56±3.40%, p=.00), 150 mmHg (4.78± 

3.14% vs 9.35±4.02%, p=.00) 모두에서 게 늘어 났고 폐동

맥 막에서도 원주 방향이 방사방향보다 압력 80 mmHg 

(11.99±7.82% vs 27.70±13.65%, p=.00), 150 mmHg 

(13.83±8.80 vs32.88±16.33, p=.00) 모두에서 게 늘어났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의 신선한 막 실험과는 달

리 이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GA 고정한 동맥 막이 

폐동맥 막보다 각각 원주 방향과(80 mmHg: 3.79±2.76 vs 

11.99±7.82, p=.00; 150 mmHg: 4.78±3.14 vs 13.83±8.80, 

p=.00) 방사방향(80 mmHg: 7.56±3.40 vs 27.70±13.65, 

p=.00; 150 mmHg: 9.35±4.02 vs 32.88±16.33, p=.00) 비교 

했을 때 폐동맥 막이 같은 압력에 해 더 많이 늘어 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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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A fixed porcine aortic valve and pulmonary valve

GA fixed aortic valve 

circumferential

GA fixed aortic valve 

radial

GA fixed pulmonary 

valve circumferential

GA fixed pulmonary 

valve radial

n

Pressure 80 mmHg (%)/ 

150 mmHg

21

3.79±2.76/4.78±3.14

21

7.56±3.40/9.35±4.02

21

11.99±7.82/13.83±8.80

21

27.70±13.65/32.88±16.33

GA=Glutaraldehyde.

Fig. 4. GA fixed porcine aortic valve and pulmonary valve dis-
tensibility. Cir=Circular direcxtion; Rad=Radial direction.

다[8,9]. 압력 변화에 따라 측정된 Fig. 4의 압력/긴장 곡선

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연속 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볼 수 

있고, 압력 변화 시 늘어나는 곡선의 경사도가 동맥 

막에서 좀 더 완만한 것으로 보아 동맥 막 조직이 더 

유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돼지 동맥 막, 폐동맥 막 GA＋용매 고정 

후 양방향 압력-팽창성 비교

  GA＋용매 고정 후 의 돼지 동맥 막, 폐동맥 막의 

압력 80 mmHg와 150 mmHg에서의 늘어난 정도(%)값을 

Table 3에 표 으로 기술하 고, 0 mmHg에서 150 mmHg

까지의 매 10 mmHg의 압력 변화에 따라 압력/긴장(pre-

ssure/strain)곡선을 Fig. 5에 나타내었다.

  동맥 막에서 원주방향이 방사방향보다 압력 80 

mmHg (4.91±5.18% vs 9.14±4.14%, p=.00), 150 mmHg (6.21± 

6.39% vs 11.70±4.90%, p=.00) 모두에서 게 늘어 났고 폐

동맥 막에서도 원주 방향이 방사방향보다 압력 80 

mmHg (12.88±9.68% vs 27.26±14.84%, p=.00), 150 mmHg 

(14.81±11.06 vs 31.26±16.05, p=.00) 모두에서 게 늘어났

음을 알 수 있다. GA＋용매 고정 시에도 동맥 막과 

폐동맥 막 각각 원주 방향과(4.91±5.18 vs 12.88± 9.68, 

p=.00; 150 mmHg: 6.21±6.39 vs 14.81±11.06, p=.00) 방사방

향(80 mmHg: 9.14±4.14 vs 27.26±14.84, p=.00; 150 mmHg: 

11.70±4.90 vs 31.26±16.05, p=.00)을 비교 했을 때 폐동맥 

막이 같은 압력에 해 더 많이 늘어 났다. 압력 변화에 

따라 측정된 Fig. 5의 압력/긴장 곡선에서도 이와 비슷하

게 연속 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볼 수 있고, 곡선의 경사

도가 동맥 막에서 좀 더 완만한 것으로 보아 동맥 

막 조직이 더 유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돼지 동맥 막의 고정 방법에 따른 양방향 압

력-팽창성 비교

  신선한 돼지 동맥 막의 고정 방법에 따른 원주 방

향 방사 방향의 압력-팽창 곡선을 Fig. 6에 나타내었다. 그

리고 압력 80 mmHg, 150 mmHg에서의 값은 Table 1∼3에 

있으므로 따로 기술 하지 않았다. 돼지의 신선한 동맥 

막을 GA 고정 후에 원주 방향(p=0.049)과 방사 방향(p= 

.000)에서 모두 신장도가 유의하게 감소 하 다. GA＋용

매 고정 시에 방사 방향에서는 신장도가 유의하게 감소

(p=.000) 하 으나, 원주 방향에서는 그 지 않았다(p= 

0.785). 그리고 GA 고정 그룹과 GA＋용매 그룹간의 비교

에서 원주 방향 신장도(p=0.357)와 방사방향 신장도(p= 

0.137)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5) 돼지 폐동맥 막의 고정 방법에 따른 양방향 압

력-팽창성 비교

  신선한 돼지 폐동맥 막의 고정 방법에 따른 원주 방

향 방사 방향의 압력-팽창 곡선을 Fig. 7에 나타내었다. 그

리고 압력 80 mmHg, 150 mmHg에서의 값은 Table 1∼3에 

있으므로 따로 기술 하지 않았다. 돼지의 신선한 폐동맥 

막을 GA 고정 후에 원주 방향(p=0.002)과 방사 방향(p= 

.000)에서 모두 신장도가 유의하게 증가 하 으나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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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A＋solvent fixed aortic valve and pulmonary valve 
distensibility. Cir=Circular direcxtion; Rad=Radial direction.

Table 3. GA＋solvent fixed aortic valve and pulmonary valve

GA＋solvent fixed aortic 

valve circumferential

GA＋solvent fixed 

aortic valve radial

GA＋solvent fixed 

pulmonary valve 

circumferential

GA＋solvent fixed 

pulmonary valve radial

n

Pressure 80 mmHg/ 

150 mmHg (%)

42

4.91±5.18/6.21±6.39

42

9.14±4.14/11.70±4.90

42

12.88±9.68/14.81±11.06

42

27.26±14.84/31.26±16.05

GA=Glutaraldehyde.

설명한 이유로 객 인 결과라고는 할 수 없겠으며 오히

려 폐동맥 도  조직의 고정으로 고정 된 그룹에서 막

의 압력에 따른 신장도 변화 실험이 제 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GA＋용매 고정 시에도 같은 이유로 원주 

방향(p=.002)과 방사 방향(p=.000)에서는 신장도가 유의하

게 증가(p=.000) 하 다. GA 고정 그룹과 GA＋용매 그룹 

간 비교에서는 원주 방향 신장도(p=0.718)와 방사방향 신

장도(p=0.910)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종합하여 기술하면 신선한, GA 고정 후의, 그리고 GA＋

용매 고정 후의 동맥 막, 폐동맥 막 모두에서 원주

방향이 방사방향보다 압력 증가에 따라 게 늘어 났다. 

  GA 고정 후와 GA＋용매 고정후의 동맥 막이 폐동

맥 막보다 각각 원주 방향과, 방사방향 비교했을 때 폐

동맥 막이 같은 압력에 해 더 많이 늘어 났다.

  돼지의 신선한 동맥 막을 GA 고정 후에 원주 방향

과 방사 방향에서 모두 신장도가 유의하게 감소 하 다. 

GA＋용매 고정 시에 방사 방향에서는 신장도가 유의하게 

감소 하 으나, 원주 방향에서는 그 지 않았다. 그리고 

GA 고정 그룹과 GA＋용매 그룹간의 비교에서 원주 방향 

방사방향 신장도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폐

동맥 막에서도 GA 고정 그룹과 GA＋용매 그룹간의 비

교에서 원주 방향 방사방향 신장도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Fig. 6, 7을 보면 돼지의 동맥 막은 20∼30 

mmHg 정도에서 그래 의 경사도가 감소하며 80∼90%가 

늘어나있는 상태이고, 신선한 막을 제외한 폐동맥 막

은 10∼20 mmHg 정도에서 경사도가 감소하며 80∼90%

가 늘어나있는 상태로 압력 변화에 따라 막 별로 신장

되는 경향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다. 이것은 폐동맥 

막이 동맥 막보다 콜라겐 섬유 분포가 어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9]. 그러나 각 막과 방사 방향 

원주 방향 군 별로 GA 고정군과 GA＋용매 고정군 간에 

앞에서 기술한 압력 별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없

었던 것과 같이 경사도 변화에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

인다. 

고      찰

  엽의 양방향성 신장 성을 알아보기 한 특히 인체와 

같은 물리  환경에서의 실험을 한 실험 기법은 여러 가

지가 있으며 요한 요소들이 있다. 엽을 잘라 평평하게 

펴서 양방향으로 당기면서 실험을 할 수도 있고[9], 동맥 

막의 경우 상동맥엽과 무 상동맥엽을 비교[10]할 수

도 있으며, 압력을 주어 한번 팽창 시킨 뒤 다시 여러 번 

측정하는 방법 등이 소개 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직  

제작한 시스템으로 동맥 도 을 압력을  수 있는 원기

둥에 끼워 압력의 변화를 주어 세 엽의 길이 변화를 측

정 군을 내어 양방향 팽창실험을 하 다. 엽의 GA 고정 

시 엽이 히거나 외부의 힘을 받아서는 안되며, 압력 0 

mmHg에서 고정이 되어야 한다. 조직의 고정 시 통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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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adial and circumferential distensibility of porcine aortic valve.

Fig. 7. Radial and circumferential distensibility of porcine pulmonary valve. 

로 pH, 온도, 고정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더 단단하게 고정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GA 고정은 이

종 보철편의 면역성을 감소시키고, 효소 성 분해에 항

성을 증진시킨다[11]. 한 조직의 교원 섬유들이 GA와 

안정된 교차 결합을 이루며 GA 합체(polymer)를 표면에 

형성하게 한다. GA만으로 고정 시 크게 두 가지 문제 이 

제기되고 있는데, 조직의 경직으로 이종 막의 경우 여닫

이 시에 죄어짐(buckling)이 발생하여 구조  분해를 조장

하게 되는 것과, 많은 연구에서 조직의 석회화와, 세포독

성이 문제 시 되고 있다[12]. GA의 자유 알데하이드

(Aldehydel)기가 칼슘과 결합하는 것이 석회화의 주 원인

으로 생각되고 있어[7,13-15] 이 알데하이드기의 결합 부

를 다른 물질과 반응시켜 칼슘이 붙는 것을 방해하면 

석회화를 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고정 처리시 

에탄올, 부탄올(butanol), 메탄올(methanol) 혹은 long chain 

alcohol (LCA)인 옥탄올, 옥타네디올과 같은 용매를 첨가

하는 방법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 방법은 칼슘과 결합하

는 근원이 되는 조직의 인지질 성분을 감소시키고 칼슘 

인 핵 응집(Calcium phosphate nucleation)을 억제하고 콜라

겐의 크기와 수를 감소시키며, GA와 칼슘의 결합을 억제

하여 조직의 석화화 성향을 감소시킨다[12]. 에탄올과 같

은 short chain alcohol (SCA)의 경우 고농도(＞50% in aqu-

eous buffers)에서 알데하이드기에 붙을 수 있는 인지질을 

제거하고 조직 콜라겐의 입체형태를 변화 시키고, SCA와 

LCA를 같이 사용할 경우 LCA의 구조가 인지질과 비슷하

여 효과 으로 인지질을 제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성규 외

Biaxial Strain Analysis of Porcine Valve

− 573 −

[12]. GA 고정과, 여러 용매의 이 이 있는바 신선한 막 

조직과 GA 고정 막 조직의 비교에 GA＋용매 고정 

막 군을 추가하여 비교, 특히 GA 고정 군에 비해 GA＋용

매 고정 시 양방향성 신장도에 변화가 오는지를 비교 하

다.

  신선한 돼지의 동맥 막과, 폐동맥 막을 원주 방

향 방사방향으로 양방향 신장도를 비교 했을 때, 이  연

구[8,9,16]에서 확립된 것처럼 방사 방향이 원주 방향 보다 

더 잘 늘어났고 이것은 막의 콜라겐 주름 지지의 결합 

구조가 압력에 따른 신장도 변화에 향을 주기 때문이

다[17]. 에서 여러 차례 설명한 이유로 이  실험들과는 

다르게 신선한 막에서 폐동맥 막 보다 동맥 막이 

더 잘 늘어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해서는 압력

에 따라 폐동맥 도 이 향을 받지 않도록 실험 시스템

을 개선하여 추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돼지의 동맥 막과 폐동맥 막을 GA로 고정한 군과, 

GA＋용매로 고정한 군 모두 방사 방향이 원주 방향보다 

더 잘 늘어 났고 압력-팽창 곡선의 경사도 변화를 보면 원

주 방향이 좀 더 견고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GA, GA＋용

매 고정 후의 폐동맥 막은 동맥 막 보다 모두 잘 늘

어 났고, 압력-팽창 곡선에서도 동맥이 좀 더 견고함을 

알 수 있었다. 막 별로, 원주 방향과 방사방향의 신장도

를 고정 방법에 따라 비교 하 을 때 동맥 막은 방사 

방향에서 신선한 막보다, GA 혹은 GA＋용매로 조정 시 

잘 늘어나지 않았고, GA 고정한 것과 GA＋용매 고정한 

것간에는 유의하게 차이가 없었다. 압력 변화에 따른 압

력-팽창 곡선의 변화도 두 군은 비슷하 다. 동맥 막

의 원주 방향 비교의 경우는 GA＋용매군이 GA군보다 좀 

더 잘 늘어나는 경향을 보 다. 폐동맥 막은 GA 혹은 

GA＋용매 고정한 군이 신선한 막보다 잘 늘어나는 것

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에서 설명한 이유로 유의 하다고 

할 수는 없겠다. 돼지의 폐동맥 막의 원주 방향 비교와 

방사 방향 비교 모두에서 GA로 고정한 군과 GA＋Solvent

로 고정한 군이 신장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압력-

팽창 곡선도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 하 다. 돼지의 동

맥 막에서 GA 혹은 GA＋용매를 처리한 것이 원주방향

과 방사 방향 모두에서 더 견고 해지고 신장도는 감소함

을 알 수 있었고, GA＋용매로 처리한 돼지의 동맥 막

의 원주 방향 비교를 제외한 고정방법에 따른 비교에서 

체로 신장도에 차이가 없고 압력-팽창도 곡선의 변화 

양상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용매의 첨가가 통계 으로 유

의한 물리  변화를 가져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조

직의 GA 고정은 조직의 교차 결합 증가  콜라겐의 

합체 연결을 증가하게 하고, 같은 용 비 콜라겐의 양

을 증가시키게 하는 효과를 하게 함으로 더 견고 하게 하

여 같은 길이를 늘어 나게 하기 해서 더 많은 압력을 가

하게 한다. 즉 동맥 막이나 심낭과 같은 콜라겐이 많

은 조직일수록 GA 고정을 하게 되면 더 견고하게 되는데 

이번 실험에서 상 으로 콜라겐 조직이 은 폐동맥 

막의 신선한 막 실험이 잘 되지 않은 것이 제한 이라

고 단 된다. GA 고정 후 변한 물리  성질은 에탄올, 옥

탄올과 같은 SCA, LCA의 용매 첨가 시 콜라겐 수가 감소

할 수 있으나 이번 실험에서 물리  성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 압력에 따른 압력 신장도 그래  변화 양상

을 보면, 동 막과 폐동맥 막의 격 경사도 환

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인공 막의 고정 시 제로 압

력 혹은  압력에서의 고정이 고 압력에서 고정 시 보다 

비틀림이 게 하여 부분만 경첩화 시키는 것을 막아 물

리  기능 하를 덜 시킨다고 되어 있어 인공 막 고정 

시 각 막의 격 경사도 변환 을 고려하여 막을 고

정하여야 하겠다[16]. 막의 고정 시 제기 되고 있는 탄

성도의 감소는 막의 여닫이 시 압력에 따른 항을 증

가 시키고 이것은 물리  압박을 야기 시켜 막의 기능 

부 을 야기 시킬 수 있다[9,16]. 특히 이완기에 물리  압

박을 많이 받으며, 막 이 무 견고할 경우 부 격 폐

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의 용매를 첨가한 방

법 이외에 Carbodiimide, Diamine, Glycerol 등의 체 물질

을 이용한 단백질의 교차 결합 방법, Hydrothermal method 

등과 같은 체 고정 방법이 있으며, GA 화 작용을 통

해 석회화를 억제하고 독소를 제거 하는 L-glutamic acid, 

lysine과 같은 인지질을 이용한 연구도 이루어 졌다[18,19]. 

이종 조직의 면역 반응억제를 해 고농도 GA 고정을 통

한 석회화 감소와 무세포화 처리 연구도 보고 되고 있다

[6,20]. 무세포화 처치를 해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so-

dium dodecylsulfate (SDS), octylphenoxy polyethoxyethanol, 

Deoxycholate 등이 있으며 부분 세포벽내의 인지질을 제

거하여 면역반응에 기이한 석회화를 방지한다. 이번 실험

에서 GA 고정 시 용매의 첨가가 크게 물리  변화를 야

기 시키지는 않았으나, 신 도는 크게 향상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더 나은 이종 이식 막의 임상 용을 

해 이를 보완 에서 설명한 여러 실험들을 추가 시행 연

구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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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양방향 압력에 따른 신장도 검사에서, 돼지의 동맥 

막의 GA 혹은 GA＋용매 고정 후 신선한 돼지 동맥 

막 보다 더 견고 해지고 신장도는 감소 하 다. 돼지의 

동맥 막과 폐동맥 막의 GA 혹은 GA＋용매 고정 

군 간에 양방향 압력에 따른 신장도 검사에서 용매 첨가 

후 유의한 물리  변화 차이는 없었다. 돼지의 동맥 

막과 폐동맥 막은 고정 방법 차이 없이 모든 실험 군에

서 압력에 해 원주 방향보다 방사 방향으로 더 잘 늘어

났다. 더 나은 이종 장기 막 개발을 해 이번 실험 연

구 결과를 응용할 수 있겠고, 실험 시스템 방법의 개선과 

더 많은 막의 교차 결합에 한 조직강화  막 의 

유연성 향상에 한 연구, 고정 방법에 따른 막의 석회

화 변화에 한 장기 연구  이종 소 동물 이식 실험을 

추가 시행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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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배경: 심장 막의 기능은 부분 엽의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단방향성 압력 장력 검사로 범

하게 연구 되었으나, 단방향성 압력 장력 검사는 자연 상태에서의 압력 부하를 측정할 수 없다. 이번 

연구는 더 나은 이종 이식 막의 개발을 하여 돼지의 동맥 막과, 폐동맥 막을 고정액에 따

라 자연 인 상태에서의 물리  변화 즉 양방향성 압력-팽창성 변화를 알아 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돼지의 동맥 막과 폐동맥 막을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신선한 막과 루타알데하이

드(glutaraldehyde, GA)로 고정한 군, GA에 에탄올과 같은 용매로 고정한 군으로 나 어 막의 방사

방향과 원주 방향의 양방향성 압력-신장도 변화를 조사 비교하 다. 결과: 신선한, GA 고정 후의, 그
리고 GA＋용매 고정 후의 동맥 막(p=.00), 폐동맥 막(p=.00) 모두에서 방사방향이 원주방향보

다 압력 증가에 따라 더 잘 늘어 났다. GA 고정 후와 GA＋용매 고정후의 동맥 막이 폐동맥 

막보다 각각 원주 방향과, 방사방향 비교했을 때 폐동맥 막이 같은 압력에 해 더 많이 늘어 났다

(p=.00). 돼지의 신선한 동맥 막을 GA 고정 후에 원주 방향과 방사 방향에서 모두 신장도가 유의

하게 감소 하 다(p=.00). GA＋용매 고정 시에 방사 방향에서는 신장도가 유의하게 감소 하 으나

(p=.00), 원주 방향에서는 그 지 않았다(p=0.785). 그리고 GA 고정 그룹과 GA＋용매 그룹간의 비교

에서 원주 방향(p=0.785), 방사방향(p=0.137), 신장도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폐동맥 막에서도 

GA 고정 그룹과 GA＋용매 그룹간의 비교에서 원주 방향(p=0.718), 방사방향(p=0.910), 신장도가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돼지의 동맥 막과 폐동맥 막의 GA 고정 시, 용매의 첨가는 물리  

손실은 가져 오지 않으나 신장도는 더 나아지지 않았다. 돼지의 동맥 막과 폐동맥 막은 고정 

방법에 계 없이 방사방향 신장도가 원주 방향보다 더 낫다.

중심 단어：1. 이종이식

2. 루타알데하이드

3. 인공심장 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