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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the Uniaxial Tensile Strength, Elasticity and Thermal Stability 
between Glutaraldehyde and Glutaraldehyde with Solvent Fixation 

in Xenograft Cardiovascular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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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With the advances of cardiac surgery, the demand for an artificial prosthesis has increased, and this 
has led to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diverse alternative materials. We conducted this research to improve 
an artificial prosthesis by examining the changes of the physical qualities, the pressure related tensile strength, the 
change in elasticity and the thermostability of a xenograft valve (porcine) and pericardium (bovine, porcine) based 
on the type of fixation liquid we used. Material and Method: The xenograft valves and pericardium were assigned 
into three groups: the untreated group, the fixed with glutaraldehyde (GA) group and the glutaraldehyde with GA＋
solvent such as ethanol etc. group. The surgeons carried out each group's physical activities. Each group's uniaxial 
tension and elasticity was measured and compared. Thermostability testing was conducted and compared between 
the bovine and porcine pericardium fixed with GA group and the GA＋solvent group. Result: On the physical ac-
tivity test in the surgeon's h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was sensed on palpation. For suture 
and tension, the GA＋solvent group was slightly firmer than the low GA concentration group. In general, the cir-
cumferential uniaxial tension and elasticity of the porcine aortic and pulmonary valves were better in the fixed 
groups than that in the untreated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A and GA＋solvent 
groups (p＞0.05). Bovine and porcine pericardium also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A group and 
the GA＋solvent group (p＞0.05). When comparing between the groups for each experiment, the elasticity tended 
to be stronger in most of the higher GA concentration group (porcine pulmonary valve, porcine pericardium). On 
the thermostability testing of the bovine and porcine pericardium, the GA group and the GA＋solvent group both 
had a sudden shrinking point at 80°C that showed no difference (bovine pericardium: p=0.057, porcine pericardium: 
p=0.227). Conclusion: When fixing xenograft prosthetic devices with GA, adding a solvent did not cause a loss in 
pressure-tension, tension-elasticity and thermostability. In addition, more functional solvents or cleansers should be 
developed for developing better xenografts.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2009;42:16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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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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따른 

다양한 체제가 연구 개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종 

장기로부터의 체재는 오래 부터 개발되어 사용 되고 

있다[1,2]. 과거부터 이종의 막  심낭의 인체 내 이식

이나 체사용을 해서 고정용액으로 glutaraldehyde (GA)

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 까지 많은 연구들은 소

나 돼지 심낭이나 막과 결합하는 GA의 알데하이드기

(－CHO)가 체내의 칼슘과 반응하여 석회화가 일어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단하여[3,4], 이 알데하이드기의 

결합부 를 미리 다른 물질과 결합시켜 칼슘과 결합하는 

것을 막아 으로써 석회화를 방지하고자 시도하 다. 많

은 연구에서 희석 GA 고정용액을 만들 때 기본 으로 마

그네슘을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조직의 강화  무

수상태(anhydrous)에서 탄력소(elastin) 등의 교차 결합

(cross linking)을 하여 계면활성제나 알코올 등 각종 용

매(solvent)를 이용한 처리 방법 등이 소개된 바 있다. GA 

석회화와 함께 기계 인 결함(mechanical failure)도 이종이

식 막과 심낭 보철편의 장기 수술성 의 결함의 요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5,6], 국내에서는 이종이식 

막과 심낭 보철 편에 한 처치 방법에 따른 기계 인 성

질에 한 기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자들은 

이종이식 막과 심낭을 임상  사용  아무 처치도 하

지 않은 신선 그룹(fresh), GA로 고정한 그룹, GA에 에탄

올 등과 같은 용매(solvent)를 첨가하여 고정한 그룹으로 

나 어, 고정액과 방법에 따른 이종조직 막과 심낭의 

물리  성질의 변화와 GA 결합의 안정성의 변화를 조직

의 물리  활성도(physical activity), 기계  장력의 계와 

탄력도 변화, 열성 안정성 등을 알아 보고자 하 다.

상  방법

1) 이종 보철편의 채취

  도살장에서 수의사의 조 하에 건강한 도살된 돼지에

서 심장  심낭을 출하고, 차가운 phosphate buffered 

solution (PBS, 0.1 M, pH 7.4)에 넣어 ice box에 담아 실험

실로 운반하여, 냉장상태에서 동맥 막, 폐동맥 막, 

심낭 등을 분리 출하여 실험에 사용하게끔 보 한다. 

한 건강한 도살된 소의 심낭을 출하여 같은 방법으로 

운반한다.

2) 이종 막, 심낭의 고정

  도살장에서 냉장상태(4°C)로 실험실로 운반한 돼지의 

동맥 막, 폐동맥 막, 심낭, 그리고 소의 심낭을 도살 

후 최소 12시간 내에 즉시 고정한다. GA만으로 고정한 그

룹은 0.5∼0.625% 혹은 1.5%, 3%의 완충 루타알데하이

드(buffered gultaraldehyde)에 담가 4°C에서 2∼3일 고정 후 

상온에서 0.3∼0.25%의 완충 루타알데하이드에서 7일 

간 고정하 다. GA의 고정과 함께 항 석회화를 한 용매

를 이용한 그룹은 0.25∼0.3%, 0.5∼0.625% 혹은 3% GA 

고정 과 고정 후의 방법으로 처리하 다. 처음부터 80% 

에탄올(ethanol)이나 75% 에탄올＋5% 옥타놀(octanol) 혹은 

75% 에탄올＋5% 옥타네디올(octanediol)을 같이 섞어 4°C

에서 고정 후 상온에서 0.25∼0.3% GA에 12일간 상온에

서 고정하거나, 상온에서 0.5∼0.625% GA 에 5일 동안 고

정 후 80% 에탄올이나 75% 에탄올＋5% 옥타놀 혹은 

75% 에탄올＋5% 옥타네디올(PBS buffer, Ph 7.4)이 담긴 

진탕기(shaker bath)에 넣어 2∼3일간 처리 후 다시 상온에

서 0.25∼0.3% GA에 담가 7일간 고정 하 다. 이때 이종

이식 동맥 막과, 폐동맥 막의 고정 시에는 자연

인 형태를 유지하기 해 형성 틀에 넣고, 동맥 막은 

14 mmHg, 폐동맥 막은 7 mmHg의 부하 압력(distension 

pressure)을 가한 후 막이 뒤로 탈출되지 않음을 확인 후 

무경 막압력(zero pressure)으로 고정하 다. 고정된 심낭 

편들은 PBS solution으로 상온에서 여러 차례 세척한 후 

4°C의 PBS 용액에 보 한 후에 각종 물리  검사를 시행

하 다.

3) 물리  활성도 검사

  처리된 이식 편들을 검사자의 손으로 직  진, 합, 

신장시켜 보았다. 검사의 일 성을 하여 한 사람의 흉

부외과의사의 기 으로 평가하 다. 진은 손으로 만져

보아 조직의 부드러운 정도를 측정하고, 합은 5-0 pro-

lene을 이용하여 조직을 뚫을 때의 느낌을 기술하고, 신장

도 조직을 당겨보아 늘어나는 정도를 측정 기술 하 다.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이식 편을 0으로 기 하여 그 다

음 단계별로 진(부드러움=1, 약간만 부드러움=2, 보통임

=3, 부드럽지 않음=4, 약간 딱딱한 느낌=5), 합(잘 들어

감=1, 약간만 잘 들어감=2, 보통임=3, 약간 항감 느낌

=4, 항이 있음=5), 신장도(잘 늘어남=1, 약간 늘어남=2, 

보통임=3, 잘 늘어나지 않음=4, 거의 늘어나지 않음=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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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niaxial tensile strength test of porcine valve and pericardium.

Fig. 2. Thermal stability test of bovine and porcine pericardium.

따라 수를 매겨 각각 이식편의 수를 평균 내어 농도 

GA, 고농도 GA, GA＋용매 고정방법 별로 비교하 다. 

4) 이종 막, 심낭의 장력 검사와 탄력성 검사

  처리된 돼지 동맥 막, 돼지 폐동맥 막을 펼치고 원

주방향(circumferential)과 방사방향(radial)으로 각각 방향을 

달리하여 7.0×5.0 mm의 장 방향 편을 취하여 폭 5 mm에 

한 인장강도와 탄력도를 측정 함으로서 그를 평균한 값

이 그 막의 인장강도  탄력도를 표한 값이 되게 하

다(Fig. 1). 마찬가지로 처리된 돼지 심낭과 소의 심낭을 

펼치고 30°C씩 각도를 달리하여서 얻어낼 수 있는 모두 6

가지의 방향에 해 0.5×5 cm의 장방형 편을 취하여서 

폭 5 mm에 한 인장강도와 탄력도를 측정함으로써 그를 

평균한 값이 그 심낭의 인장강도  탄력도의 표 값이 

되도록 시도하 다. 장력의 측정은, Digital Force Gauge, 

Model 5FGN, automated materials testing system (Japan Tech 

& Manufacture)을 이용, 심낭은 부하 속도(load speed) 100 

mm/min, 막은 부하 속도(load speed) 6 mm/min로 각각 달

리 측정하여 단 는 Kgf/폭 5 mm로 표기하 다(Fig. 1)[7].

5) 소 심낭과 돼지 심낭의 열 안정성 검사 

  와 같은 방법으로 어떤 처리도 하지 않은 이종 심낭

편과, GA 혹은 GA＋용매로 처리된 이종 심낭 편을 8×30 

mm의 편으로 잘라 95 g의 추로 지속 인 장력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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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activity of xenograft by surgeon's hand

Low GA High GA GA＋solvent

Palpation 

Suture

Extensibility

Wall

Valve

Pericaridium

Wall

Valve

Pericaridium

Wall

Valve

Pericaridium

N

N

N

N

N

N

N

N

N

18

1.77±0.42

18

1.50±0.51

18

1.66±0.48

18

1.77±0.42

18

1.44±0.51

18

1.55±0.48

18

1.88±0.42

18

1.38±0.51

18

1.72±0.42

15

1.86±0.51

15

1.60±0.51

15

1.73±0.45

15

2.06±0.26

15

1.66±0.48

15

1.73±0.45

15

1.86±0.51

15

1.66±0.48

15

1.86±0.51

38

2.10±0.60

38

1.76±0.43

23

2.04±0.56

38

2.07±0.43

38

1.89±0.61

32

1.93±0.56

40

2.20±0.60

40

1.95±0.43

26

2.07±0.60

p-value*

p=0.087

p=0.132

p=0.071

p-value*/p-value
†

0.028/0.027

0.021/0.018

0.12/0.009

0.006/0.026

0.000/0.000

0.038/0.032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ANOVA analysis of variances among group; 
†=Paired T-test analysis between low GA 

group and GA＋Solvent group (the group was selected based on ANOVA and Tur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GA=Glutaladehyde.

게 한 후에 55°C의 증류수에 넣고 2°C/분의 속도로 물의 

온도를 올리면서 이종이식 심낭 편이 격하게 수축할 

시 의 온도를 군별로 각각 측정 비교 하 다(Fig. 2).

6) 통계 방법

  이종이식 막과 심낭 장력을 Kgf/폭 5 mm, 탄력도는 

처음길이에 한 늘어난 길이의 비 %의 평균±표 편차로 

표시하 다. 열 안정성 검사 시는 심낭 편의 수축 시 온

도를 °C로 표기하고 각 값을 평균±표 편차로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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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검증하며, 각 실험 마다 고농도와 농도의 GA로 고정

한 그룹까지의 각각의 그룹간 비교는 사후 검사 turkey b 

test를 하 다. p＜0.05를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결      과

1) 물리  활성도 검사

  한 사람의 흉부외과의사에 의한 이종 이식 편에 한 

진, 합, 신장도에 한 주 인 평가를 시행하 다. 

이식편의 종류에 상  없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것을 

0으로 기 하여 고정 방법마다 다시 평가 하 으므로 종

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벽과, 막, 심낭 세 군으

로 나 어 평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진 시는 농도 

GA, 고농도 GA, GA＋용매 처리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합검사 시 농도GA 고농도GA 처리군 간에 느껴

지는 정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농도와 GA＋용매군 간에 

  벽(p=0.027), 막(p=0.018), 심낭(p=0.009) 모두 유

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신장도 검사에서도 농도 GA와 

GA＋용매군 간에   벽(p=0.026), 막(p=0.000), 심

낭(p=0.0329) 모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2) 돼지 동맥 막의 Fresh, Glutaraldehyde, Glu-
taraldehyde＋용매 그룹 간 압력-장력, 압력-탄력 

비교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돼지 동맥 막과 GA로 처

리한 돼지 동맥 막, GA＋용매로 처리한 돼지 동맥

막의 장력과 탄력도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동맥 

막의 원주(circumferencial)방향의 장력과 탄력 비교에서 아

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동맥 막에 비해 GA 혹은 GA

＋용매 처리를 한 동맥 막이 장력(0.025)이나 탄력도

(p=0.006)가 더 증가하 다. 하지만 GA만 처리한 것과 GA 

＋용매로 처리한 두 군간에 장력과 탄력도에 차이가 없었

다. 동맥 막의 방사(radial)방향의 장력과 탄력비교는 

장력의 경우 세 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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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nsile strength and elasticity of circuferencial and radial pulmonary valve

Fresh GA GA＋Solvent p-value*/p-value†

Pulmonary 

 circumferential

Pulmonary radial

N

Tensile strength (Kgf/5 mm)

Elongation ratio (%)

N

Tensile strength (Kgf/5 mm)

Elongation ratio (%)

23

0.78±0.34

34.51±34.52

23

0.14±0.05

64.77±16.36

14

1.25±0.12

65.64±35.10

14

0.18±0.66

97.06±40.56

27

1.30±1.29

82.94±44.51

17

 0.16±0.45

102.64±39.68

0.00/0.792

0.00/0.183

0.073/0.401

0.003/0.686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ANOVA and Tur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of variances among group; 
†=Paired T-test 

analysis between GA group and GA＋Solvent group; GA=Glutaladehyde.

Table 2. Tensile strength and elasticity of circuferencial and radial aortic valve

Fresh GA GA＋Solvent p-value*/p-value†

Aortic circumferential

Aortic radial

N

Tensile strength (Kgf/5 mm)

Elongation ratio (%)

N

Tensile strength (Kgf/5 mm)

Elongation ratio (%)

18

 1.46±0.52

 45.03±11.37

17

 0.23±0.06

58.35±5.96

14

1.95±0.77

75.62±40.92

13

0.43±0.16

89.04±12.94

28

1.91±0.77

63.28±23.50

28

 0.30±0.04

71.72±4.44

0.025/0.863

0.006/0.220

0.175/0.278

0.029/0.120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ANOVA and Tur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of variances among group; 
†=Paired T-test 

analysis between GA group and GA＋Solvent group; GA=Glutaladehyde.

Table 4. Tensile strength and elasticity of boviine pericardium

Fresh GA GA＋Solvent p-value*/p-value†

Bovine pericardium N

Tensile strength (Kgf/5 mm)

Elongation ratio (%)

42

 1.51±0.78

19.26±6.34

35

2.61±1.28

30.57±14.29

70

2.58±1.17

24.52±10.97

0.00/0.927

0.000/0.032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ANOVA and Tur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of variances among group; 
†=Paired T-test 

analysis between GA group and GA＋Solvent group; GA=Glutaladehyde.

지 않았으나(p=0.175), 탄력비교에서는 아무런 처리를 하

지 않은 것보다 GA나 GA＋용매로 처리한 군이 더 나은 

것으로 나왔고(p=0.029), GA로 처리한 군과 GA＋용매로 

처리한 군은 서로 유의하게 차이가 없었다(p=0.120). 

3) 돼지 폐동맥 막의 Fresh, Glutaraldehyde, Glu-
taraldehyde＋용매 그룹 간 압력 장력,압력-탄력 

비교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신선한 돼지 폐동맥 막과 

GA로 처리한 돼지 폐동맥 막, GA＋용매로 처리한 돼지 

폐동맥 막의 장력과 탄력도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폐

동맥 막의 원주방향의 장력과 탄력 비교에서 아무런 처

리를 하지 않은 폐동맥 막에 비해 GA 혹은 GA＋용매 

처리를 한 폐동맥 막이 장력이나 탄력도가 더 높게 나

왔다(p=0.00). 하지만 GA만 처리한 것과 GA＋용매로 처

리한 것은 장력과 탄력도에 차이가 없었다. 폐동맥 막

의 방사방향의 장력과 탄력비교는 장력의 경우 세 군 간

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p=0.073), 

탄력비교에서는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것보다 GA나 

GA＋용매군이 더 나은 것으로 나왔고(p=0.003), GA군과 

GA＋Solvent군은 서로 유의하게 차이가 없었다(p=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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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nsile strength and elasticity of porcine pericardium

Fresh GA GA＋solvent p-value*/p-value†

Porcine

 pericardium

N

Tensile strength (Kgf/5 mm)

Elongation ratio (%)

42

 0.76±0.32

11.43±3.54

35

 0.83±0.39

15.62±6.51

70

 0.81±0.34

16.75±7.53

0.816/0.837

0.163/0.427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ANOVA and Tur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of variances among group; 
†=Paired T-test 

analysis between GA group and GA＋Solvent group; GA=Glutaladehyde.

Table 6. Thermal stability test of bovine pericardium and porcine pericardium

Fresh GA GA＋solvent p-value*/p-value†

Bovine pericardium

Porcine pericardium

N

Thickness (mm)

Temperature at sharp deflection point (°C)

N

Thickness (mm)

Temperature at sharp defelction point (°C)

30

  0.32±0.052

66.33±1.39

30

 0.01±0.02

65.42±1.52

35

 0.40±0.12

79.96±1.73

35

 0.15±0.03

79.39±2.36

35

 0.37±0.10

80.86±2.45

65

 0.17±0.06

79.98±2.28

70

0.001/0.183

0.000/0.057

0.000/0.265

0.000/0.227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ANOVA and Tur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of variances among group; 
†=Paired T-test 

analysis between GA group and GA＋Solvent group; GA=Glutaladehyde.

4) 소 심낭의 Fresh, Glutaraldehyde, Glutaraldehyde＋
solvent 그룹 간 압력-장력, 압력-탄력 비교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신선한 소 심낭과 GA로 처리

한 소 심낭, GA＋용매로 처리한 소 심낭의 장력과 탄력도

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신선

한 돼지 심낭에 비해 GA 혹은 GA＋용매 처리를 한 돼지 

심낭의 장력이 더 나았다(p=0.00). GA만 처리한 것과 GA

＋용매로 처리한 것 간에는 장력에 차이가 없었다(p= 

0.927).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돼지 심낭에 비해 GA 혹

은 GA＋용매 처리를 한 돼지 심낭의 탄력도는 더 좋았고

(p=0.00), GA만 처리한 것에 비해 GA＋용매로 처리한 것

이 탄력도가 더 좋았다(p=0.032).

5) 돼지 심낭의 Fresh, Glutaraldehyde, Glutaraldehyde
＋solvent 그룹 간 압력-장력, 압력-탄력 비교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fresh 돼지 심낭과 GA로 처리

한 돼지 심낭, GA＋용매로 처리한 돼지 심낭의 장력과 탄

력도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돼지 심낭과 GA 혹은 GA＋Solvent 처리를 한 돼지 심낭

의 장력이나 탄력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816/ 

p=0.163). 그리고 GA만 처리한 것과 GA＋용매로 처리한 

것의 비교에도 장력과 탄력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837/p=0.427). 

6) 소 심낭, 돼지 심낭의 Glutaraldehyde, Glutar-
aldehyde＋solvent로 처리한 그룹간 열 안정성 비

교 검사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소와 돼지 심낭, GA로 처리한 

소와 돼지 심낭, GA＋용매로 처리한 소와 돼지 심낭의 열 

안정성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소 심낭의 두께(p=0.001), 격 수축 시  온도(p=0.000), 

돼지 심낭의 두께(p=0.000), 격 수축 시  온도(p=0.000)

는, GA 혹은 GA＋용매로 처리한 것들에 비해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GA로 처리한 소 심낭과 GA＋용매 처리를 

한 소 심낭 간에 심낭의 두께(p=0.183)와 격하게 수축할 

시 의 온도(p=0.057)는 유의하게 차이가 없었고, GA로 

처리한 돼지 심낭과 GA＋용매처리를 한 돼지 심낭 간에

도 두께(p=0.265)와 온도(p=0.227)는 모두 유의하게 차이가 

없었다.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이식 편의 격 수축 

시  온도는 65∼66°C 고 GA 혹은 GA＋용매로 처리한 

이식 편이 격하게 수축하는 시 의 온도는 모두 80°C 

근처 다. Pearson 상  분석을 구한 심낭 편 수축시의 

온도와 심낭 두께 간에는 상  계가 없었다(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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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도 Gulutaraldehyde, 고농도 Glutaraldehyde 그
룹 간 비교

  각 이식 편 별로 통계 비교 검사 후 사후 검사를 통해, 

농도 GA, 고농도 GA, 용매 첨가 유무 별로 추가 검사를 

하 다. 돼지의 동맥 막은 원주방향, 방사방향 모두에

서 용매 첨가 상  없이 농도 GA 고정군과 고농도 GA 

고정군간에 장력비교와 탄력도 비교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돼지의 폐동맥 막은 원주

방향 장력비교에서는 , 고농도 GA군간에 용매 첨가 유

무 계 없이 차이가 없었으나, 원주방향 탄력도 비교에서 

solvent를 첨가하지 않은 군에서와( 농도 GA 처리 vs 고

농도 GA: 50.90＋23.54 vs 102.50＋33.75, p=0.028), 용매를 

첨가한 군에( 농도 GA 처리＋용매군 vs 고농도 GA＋용

매 처리군: 62.89＋39.88 vs 108.00＋37.75, p=0.001)서 고농

도 GA 고정 시 탄력도가 증가 하 다. 돼지의 폐동맥 

막의 방사방향 장력비교에서는 , 고농도 GA 고정군간

에 용매 첨가 유무 계없이 차이가 없었으나, 방사방향 탄

력도 비교에서는 용매를 첨가한 군에서 고농도 GA로 고정 

한 것에서 탄력도가 증가 하 다( 농도 GA＋용매 vs 고농

도 GA＋용매: 84.39＋26.20 vs 125.44＋42.72, p=0.011). 소의 

심낭은 용매첨가 상  없이 농도 GA 고정군과 고농도 

GA 고정군간에 장력비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05), 탄력도 비교에서 농도 GA 고정 시 용

매를 첨가하지 않은 군이 용매를 첨가한 군보다 탄력도가 

증가하 다( 농도 GA vs 농도 GA＋solvent: 34.26＋

15.29 vs 21.00＋8.27, p=0.000). 돼지 심낭의 장력비교는 

농도 GA 고정군과 고농도 GA 고정군간에 장력비교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탄력도 비

교에서는 용매를 첨가하지 않은 군( 농도 GA vs 고농도 

GA: 13.19＋5.89 vs 21.66＋3.23, p=0.001)과 용매를 첨가한 

군( 농도 GA＋solvent vs 고농도 GA＋solvent: 13.66＋

6.02 vs 20.86＋7.43 p=0.000) 모두 고농도 GA 고정군에서 

탄력도가 증가하 다.

  결과 으로 일방향성 압력-장력, 압력-탄력도 검사에서, 

돼지의 동맥 막의 경우 GA 고정군과 GA＋용매 고정

군 간에 압력-장력  압력-탄력도에 통계 으로 유의하

게 차이가 없었고, 돼지의 폐동맥 막의 경우에도 GA 고

정군과 GA＋용매 고정군 간에 압력-장력  압력-탄력도

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없었다.

  돼지의 심낭과 소의 심낭의 경우에도 GA 고정군과 GA

＋용매 고정군 간에 압력-장력  압력-탄력도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없었다. 돼지의 심낭과 소의 심낭

의 열 안정성 검사에서도 GA 고정군과, GA＋용매 고정군 

간에 모두 80°C 근처로서 서로 차이가 없다.

고      찰

  심장 수술의 발 과 함께 이종이식 보철편의 개발과 이

용은 오래 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심

 수술의 발달과 함께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재 국내에

서 심  수술에 이용하는 조직 보철 편은 모두 수입품

으로 국내에서 개발 사용되고 있는 이종 이식 보철 편은 

없으며, 이것들을 개발하기 한 이종조직의 기계 인 성

질에 한 기  연구 한 없는 실정이나 그 제작에 특별

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표 화된 방법으로 국내

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이 여러 이 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조직의 고정 시 통상 으로 pH, 온도, 고정액의 농

도가 높을수록 더 단단하게 고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지  까지 이용되는 이종이식 보철 편들

은 이종의 막  심낭의 사용을 해서 고정용액으로 

glutaraldehyde (GA)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GA의 사용은 이종 보철편의 면역성을 감소시키고, 

효소성 분해에 항성을 증진시킨다[7]. 한 조직의 교원 

섬유들이 GA와 안정된 교차 결합을 이루며 GA 합체

(polymer)를 표면에 형성하게 한다. 농도의 GA에 고정할 

경우 막과 같이 팽창하는 조직의 교차 결합에 더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농도의 GA 고정할 경우 GA 자체가 

조직 체에 과도하게 확산 되지 않게 장벽을 형성하고 조

직 자체의 무기질 침착을 덜하게 하여 조직의 rapid surface 

cross linking에 더 좋고, 장기 찰 시 석회화도 농도에 

고정한 것보다 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그러나 

GA만으로 고정 시 크게 두 가지 문제 이 제기되고 있는

데, 조직의 경직으로 이종 막의 경우 여닫이 시에 돌륭

(buckling)이 발생하여 구조  분해를 조장하게 되는 것과, 

많은 연구에서 조직의 석회화와, 세포독성이 문제 시 되

고 있다[10]. GA의 자유 알데하이드기가 칼슘과 결합하는 

것이 석회화의 주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어[3,4,11,12] 이 

알데하이드기의 결합 부 를 다른 물질과 반응시켜 칼슘

이 붙는 것을 방해하면 석회화를 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많은 연구에서 희석 GA 고정용액을 만들 때 기

본 으로 마그네슘을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GA 독

성의 항 화 작용으로 각종 아미노산 등이 사용되고 있

다. 한 계면활성제나 알코올 등 용매를 이용한 처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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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면역제거 방법 등이 소개된 바 있다. 이종이식 보철편

의 고정 처리시 에탄올(ehanol), 부탄올(butanol), 메탄올

(methanol) 혹은 long chain alcohol (LCA)인 옥탄올(octa-

nol), 옥타네디올(octanediol)과 같은 용매의 첨가는 칼슘과 

결합하는 근원이 되는 조직의 인지질 성분을 감소시키고 

칼슘 인 핵 형성(calcium phosphate nucleation)을 억제하고 

콜라겐의 크기와 수를 감소시키며, GA와 칼슘의 결합을 

억제하여 조직의 석화화 성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0]. 에탄올과 같은 short chain alcohol (SCA)의 경

우 고농도(＞50%, 수성 완충액 속에서(in aqueous buffers))

에서 알데하이드기에 붙을 수 있는 인지질을 제거하고 조

직 콜라겐의 입체형태를 변화 시키고, SCA와 LCA를 같이 

사용 할 경우 LCA의 구조가 인지질과 비슷하여 효과 으

로 인지질을 제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한 우

리 흉부 외과학교실에서 돼지의 심낭을 이용하여 GA 농

도에 따른 장력-두께 간의 구조를 연구 하여, GA, 에탄올, 

SDS 무 세포화 처리 효과는 심낭의 두께에 통계 인 차

이는 있었지만 그 향은 크지 않았으며, 이러한 여러 처

리과정  심낭 조직의 손상으로 인한 장력의 손실은 없

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13]. GA 농도에 따른 장단 과, 

여러 solvent의 이 이 있는바 고농도 혹은 농도 GA에 

Solvent를 첨가하 을 경우, cross link에 향을 주는지 장

력과 탄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돼지의 동맥 막과, 폐동맥 막, 소의 심낭과 돼지의 

심낭에서 시행하 다.

  심  조직의 물리  활성도 검사에서 진소견은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합과, 신장도면에서는 

농도 GA에 비해 GA＋용매군이 좀더 단단하게 느껴졌

다. 비록 주 이긴 하나 임상에서 외과의가 실제 수술 

시 느껴지는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Solvent 첨가 시 약간 

단단하게 느껴짐을 알 수 있었다.

  일방향성 압력-장력, 압력 탄력도 검사에서 아무것도 처

리하지 않은 돼지의 동맥 막과, 폐동맥 막이 GA 혹

은 GA＋용매를 처리한 것의 원주방향 압력-장력과 압력-

탄력도에서 유의하게 더 좋아짐을 알 수 있었다. 돼지의 

동맥 막과 폐동맥 막의 방사방향 장력과 탄력도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것과 GA 혹은 GA＋용매로 처리

한 것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막 의 섬유 방향

이 방사형인 것과 실험 기법을 고려하 을 때 GA의 고정

이 장력과 탄력을 좋게 하지만 막의 구조  섬유 방향

을 따라서 교차 결합을 다르게 함을 알 수 있겠다. GA 를 

처리한 돼지의 동맥 막과, 폐동맥 막과 GA＋용매

를 처리한 군 간의 장력과, 탄력이 유의 하게 차이가 없었

는데 이는 용매의 첨가가 장력과, 탄력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져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소 심낭의 

경우 막과 같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fresh한 것보다 

GA 혹은 GA 용매로 처리한 것이 장력과 탄력도 모두 증

가 하 고 탄력도의 경우는 GA로 처리한 것이 GA＋용매

로 처리한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의 심낭

의 경우는 세 군간에 장력이나 탄력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실험과 그룹 별로 ANOVA 검

사 후 사후 통계 검사(Turkey b test)로 GA 농도 별로 비교

를 하 을 때 모든 군에서 그 지는 않았지만, 고농도 GA

로 처리한 군(돼지의 폐동맥 막, 돼지 심낭)에서 탄력도

가 더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GA 처리 후 단기 실험이어서 

조직의 석회화 정도에 따른 물리화학  변화는 알 수 없

었으나, 기존의 고농도 처리시 알려진 무기질 침착을 

게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탄력도에 향을 주었을 것으

로 생각되며 더 많은 편으로 소 동물에게 생체 내 이식

하여 장기 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소 심낭 편

과 돼지의 심낭 편을 GA로 처리한 군과 GA＋용매로 

처리한 군간에 교차 결합의 안정성을 말해주는 열 안정성 

검사[7,14]는 모두 편이 격하게 수축하는 시 이 80°C

로 서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실험을 통해 

GA에 용매를 첨가하 을 경우, 장력이나 탄력도 이외에 

교차 결합의 안정성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져

오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에서 GA 고정 후 용매

를 이용하여 항 석회화 처치를 했을 때 막의 경우 장력

이나, 탄력도에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고, 소의 심낭 

편과, 돼지의 심낭 편의 경우 장력에는 차이가 없었

으나, 소의 심낭 편의 경우 탄력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동물의 종류에 따른 심낭 섬유의 배열이나 도, 두

께 등 구조  차이인지, 치 별 차이인지는 정확 치 않으

나, 향후 좀더 객 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인산화 지방의 심낭 조직 내로의 유입이  다른 석

회화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해 계면 

활성제 SDS의 이용 한 알려져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 

하겠다[15].

  이와 같이 이 실험에서 GA로 고정 시 용매의 첨가 여

부에 따른 이종이식편인 돼지의 동맥 막과 폐동맥 

막, 소, 돼지 심낭 조직의 손상으로 인한 장력, 탄력도, 열

성 안정성 등 물리 인 손실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보철편의 기계 인 성질은 GA에 의한 고정 효과가 

요하며 GA 농도, 용매의 추가, 무 세포화나 항 석회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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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과정에 따라 이종이식 막  심낭의 물리 , 화학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 막의 장력  탄력의 

물리  검사를 해 막  편이 아닌 막 (leaflet)

의 자연 인 상태에서의 양방향성 압력-장력, 압력-탄력도 

측정을 좀더 생체와 비슷한 조건에서의 시행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6].

결      론

  일방향성 압력-장력, 압력-탄력도 검사에서, 돼지의 

동맥 막, 폐동맥 막, 돼지의 심낭과 소의 심낭 등 모

든 경우 GA 고정군과 GA＋용매 고정군 간에 압력-장력 

 압력-탄력도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없었다. 돼

지의 심낭과 소의 심낭의 열 안정성 검사에서도 GA 고정

군과, GA＋용매 고정군 간에 모두 80°C 근처로서 서로 

차이가 없었다. 즉, 이종 보철편의 GA 고정 시 용매의 사

용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조직의 물리  변

화는 가져오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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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배경: 심장 수술의 발 과 함께 자기 조직이 아닌 다른 인공 보철편의 필요가 늘어나 그에 따른 다양

한 체제가 연구 개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더 나은 인공 조직보철편의 개발을 해 이종이식 

막(돼지)과 심낭(돼지, 소)을 고정액에 따른 조직의 물리  성질의 변화와 장력의 계, 탄력도 변

화, 열성 안정성을 알아 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이종이식 막과 심낭을 처리하지 않은 그룹

(fresh), glutaraldehyde (GA)로 고정한 그룹, glutaraldehyde (GA)에 ethanol 등과 같은 용매(solvent)를 

첨가하여 고정한 그룹 세 그룹으로 나 어 검사하 다. 1) 각각의 군을 물리  활성도 검사를 시행하

다. 2) 각 군별로 이종이식편의 일방향성 장력과 탄력도를 검사 비교하 다. 3) 소 심낭과 돼지 심

낭을 각군 간에 열성 안정성 검사를 시행하 다. 결과: 1) 물리  활성도 검사에서 진시 유의한 차

이가 없었고, 합과, 신장도면에서 농도 GA에 비해 GA＋용매 처리군이 좀더 단단하게 느껴졌다. 
2) 일반 으로 돼지의 동맥, 폐동맥 막의 원주방향 일방향성 장력과 탄력도는 아무것도 처리하

지 않은 것보다 GA 혹은 GA＋용매 처리 시 나아졌고, GA 혹은 GA＋용매로 처리한 것 간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0.05). 소와 돼지의 심낭의 경우에도 GA 혹은 GA＋용매로 처리한 것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3) 각 실험과 군간에 GA 농도별로 비교 시 모든 군에서 그 지는 않

았지만, 고농도로 GA로 처리한 군(돼지의 폐동맥 막, 돼지 심낭)에서 탄력도가 더 증가하는 경향

이었다. 4) 소와 돼지 심낭 편의 열 안정성 검사에서 GA 처리군과 GA＋용매로 처리군간에 격 

수축 시 이 80oC로 서로 차이가 없었다(소 심낭: p=0.057, 돼지 심낭: p=0.227). 결론: 이종 이식 보

철편의 GA 고정 시 용매의 첨가는 압력-장력, 압력-탄력도, 열성 안정성 등 물리  손실은 가져 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계속해서 더 나은 이식 보철 편 개발을 한 여러 기능성 용매의 사용이나 세

정 액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중심 단어：1. 이종이식

2. 루타알데하이드

3. 생체인공삽입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