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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의 탈세포화된 소구경
이식도관에 대한 중막 변성을 제외한 부정적인 리모델링의
최소화 효과

빈약한 내피화와 내막의 과형성은 소구경 이식도관 실패의 주요 원인이다.
본 연구는 Granulocyte-stimulating fator(G-CSF)가 탈세포화된 소구경 이식도관의
리모델링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Sprague-Dawley 쥐의 신동맥하 복부
대동맥에

동종이식을

시행하고

G-CSF

이를

처치

여부에

따라

두군으로

나누었다. 8 주 후에 이종 이식편을 채취하여 내막의 과형성, 콜라겐의 침착, 액틴
염색 세포를 조사하였다. 중막층의 세포 재증식과 탄력 섬유의 모양 변화에
관하여서도 조사하였다. G-CSF 처치군에서 내막층의 구성에서 콜라젠이 더 성긴
모습이 관찰되었고 액틴 염색 세포가 더 우세함이 관찰되었다. 중막층의 탄력
섬유의 변성은 비슷하였으며 정상에 비하여 얇아진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본
빌레브란트 팩터와 CD31 의 염색의 증가와 세포 및 초미세 구조가 더 잘 보전된
점은 G-CSF 군에서 리모델링과 내피화가 더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G-CSF 가 탈세포화된 소구경 이식도관의 부정적인 리모델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슴을 제시하고 있으나 G-CSF 가 중막층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핵심어 : G-CSF, 탈세포화된 소구경 이식도관, 내막의 과형성, 부정적인 리모델링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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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다크론 등을 이용한 합성 소구경 도관은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나 혈전,
내막의 과성장, 폐색성 동맥 경화 등에 의하여 도관 폐색이 조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대복재 정맥과 같은 자가 혈관이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나 이전에 인조 혈관을 사용했던 경우나 자가혈관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
자가 혈관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로 인하여 우수하고 생체에 적합한 도관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탈세포화는 생물학적 스카폴드 방법에 있어서 면역 반응을 피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5

그러나

비록

탈세포화가

혈관의

이식

후

생물학적으로 스캐폴드를 불활성화 시키는데 매우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반면에 혈관의 탈세포화는 혈관의 부정적인 리모델링과 연관이 있으며 혈관
내피세포의 부족을 야기하고 혈전의 형성에 관여하여 도관의 폐색을 일으키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가지 생물반응장치를 이용하여 혈관
내피세포로 이식도관의 내면을 덮는 노력들이 실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6-10
그러나 이런 생물반응장치를 이용한 방법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옹을 감안할 때 비효율적이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체 내 상피세포화가 가능한, 혈행 속에 순환하고 있는 골수로부터 유래된 줄기
세포를 이용하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8,10-13 Griese 등
모델을

통하여

줄기세포의

빠른

상피세포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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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은 토끼의 혈관 손상

내막

과증식의

감소를

발표하였으며, 타카미야 등

10

은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G-CSF) 가

상피세포화를 증가시키고 내막의 과형성을 억제함을 발표하였다. 조 등 15 은
개의 탈세포화된 대동맥 동종이식 실험을 통하여 G-CSF 가 상피세포화를
증가시키고 내막 과증식을 억제함을 보고하였다. 이런 여러 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쥐를 이용하여 탈세포화된 소구경 이식도관에 대한 G-CSF 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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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총 24 마리(12 마리의 공여쥐와 12 마리의 수여쥐)의 암컷 Spargue-Dawley
쥐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무게는 250-300 g 이었다. 각각을 탈세포화된 대동맥을
이식한 탈세포군(Decell group, n=6) 과 탈세포화된 대동맥을 이식한 후 G-CSF 로
처치한 G-CSF(G-CSF group, n=6) 군으로 나누었다. Zoletil 50(40mg/kg; Virbac
Laboratories, Carros, France), Xylazine(10mg/kg;Bayer, Leverkusen, Germany), 0.9% 생리
식염수의 2:1:2 혼합용액을 복강내에 0.25mL 주입함으로 써 마취를 유도하였다.
공여쥐의 정중 복부 절개 후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헤파린 (100g 당
10IU)을

하대정맥으로

주입한 후 신동맥 직하방에서

장골동맥까지의 복부

대동맥을 적출하여 생리 식염수로 세척한 후 탈세포화를 진행하였다.
수여쥐를 공여쥐와 같은 방법으로 마취하고 헤파린을 주입한 후 나일론 9-0
봉합사를 이용하여 대동맥을 이식하였다.(Fig. 1) 통증 치료와 감염 방지를 위하여
케토프로펜 5mg/kg 와 아목시실린 150 mg/kg 를 수술 후 3 일간 피하 주사
하였다. G-CSF 군의 쥐들은 G-CSF(Leukokine injection, 150 mcg;CJ CheilJedang Corp,
Seoul, Korea)주입에 관한 표준화된 지침 용량이 없으므로 이전 실험 연구자들의
연구를 참조하여 수술전 1 일부터 수술 후 9 일까지 총 10 일간 25 mcg/0.2mL/d
의 용량으로 피하 주사하였다.

15-17

수술 후 합병증이나 사망은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 동물은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에 의하여 편찬되고 Institute of Laboratory
Animals Resources 에 의하여 마련된 “Revised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National Academy Press 1996:1-119) 에 근거하여 다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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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쥐에서 적출된 대동맥은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 에 두세차례
세척하여 15-18 시간동안 섭씨 37 도에서 0.25%(v/v) Triton X-100(Sigma, St.Louis,
MO, USA) 와 0.25%(w/v) sodium deoxycholate 가 포함된 10mL 의 생리 식염수와
함께 10 cm Petri dish 에 보관하였다. 대동맥은 HBSS 에 담가서 매 두시간마다
용액을 바꿔가면서 흔들어 주었다. 세척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세번 반복하였다.

각각의 대동맥 샘플은 150IU/mL DNase I, 100 μg/mL RNase A, 50

mM magnesium chloride 가 포함된 10 mL 의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에서 1518

시간

동안

섭씨

37

도에서 보관하였다.

각각의 탈세포화된

대동맥은

생리식염수에 담겨져서 섭씨 4 도에서 사용전까지 보관되었다.
이식된 도관은 8 주후 적출되었다.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마취한 후 수술
중 기계적인 조작에 의하여 내피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출전에 4%(v/v) buffered paraformaldehyde 용액을 60 mmHg 의 압력으로
관류시켰다. 대동맥을 적출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en bloc) 주변의 근육 및
주위조직과

함께

적출하였다.

현미경을

이용하여

주위 조직을 제거한 후

포르말린에 최소 3 시간 동안 처치한 후에 파라핀에 고정하였다.

기본적인 lignt

microscopic 염색은 hematoxylin-eosin(H&E), Elastica von Gieson, Masson’s trichrome
으로 구성되었다.
공여 대동맥의 벽과 새로 형성된 내막층의 콜라젠 침착, 근육 세포, 탄력
섬유를 조사하였다.

H&E 염색을 통하여 내막의 과형성과 형태학적 분석을

시행하였고 콜라겐은 Masson’s trichrome 염색으로, 근육 세포는 α-actin 염색, 탄력
섬유와 혈관 전체의 구조적인 완성도는 elastic 염색으로 분석하였다.
AxioVision Release 4.8.2 digital software(Carl Zeiss AG, Jena, Germany) 를
이용하여 각 대동맥의 횡단면을 50 배 확대하여 4 등분한 후 가장 두꺼운 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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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막층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각 대동맥의 근위부, 중간, 원위부 1/3 지점을
측정하였으며 각 군에서 3 개의 정상 대동맥의 각각의 군에 해당하는 대동맥의
중간값을 구하였다.
내막의 과성장을 보기 위하여 내막이 과형성된 영역과 내막 과형성 부위와
전체 혈관 단면의 합의 비율인 내막 중막(intima media, IM) 비율을 구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단면 영상을 50 배 확대하고 AsioCAB MRm(Carl Zeiss
AG)와

AxioVision Release 4.6(Carl Zeiss AG) software 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전체 혈관 벽의 두께를 측정할 때 가장 외측은 외막으로 정하였고 가장 내측은
내강면으로 하였다. 내막의 과형성의 영역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장 외측은 새로
형성된 내막이 혈관 스캐폴드로부터 떨어진 부외로 정하였다.
파라핀에 담겨서 3μm 두께로 잘려진 후 파라핀을 제거하였다. 파라핀을
제거한 후 0.1%(v/v) Triton X-100 & 0.05%(v/v) Tween-20 in 0.01M sodium citrate buffer
for antigen 혼합용액에 담겨졌다. Endogenous peroxidase 는 0.3% hydrogen peroxidase
in methanol solution 을 사용하였다. von Willebrand factor(vWF) 와 α-smooth muscle
actin 을 위한 면역조직화학법은 rabbit anti-vWF antibody(1:200; catalog no. F3520;
Sigma) 와 mouse anti-human smooth muscle actin antibody(1:100; catalog no.
M0851;Dalo, Glostrup, Denmark) 를 사용하였다. 항체 반응은 EnVision DAB+
kit(catalog no. K4006, K4010; Dako)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D31 과 vWF 를
위한 면역 형광은 goat anti-platelet/endothelial cell adhesion molecule-1(PECAB-1)
antibody (1:100; catalog no. sc-1506;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와 rabbit-anti vWF
antibody 를 이용하였다. 항체 반응은 rabbit anti-goat IgG conjugated Cy3(catalog
no.305-165-006; Jackson ImmunoResearch Laboratories, Inc., West Grove, PA, USA)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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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t anti-rabbit IgG conjugated Alexa 488(catalog no. A-11034;Invitrogen Life
Technologies Inc., Eugene, OR, USA) 를 이용하였다.
조직을 알코올로 탈수한후 Lowicryl HM20 kit ( catalog no 14340; Electron
Microscopy Sciences, Inc.)에 고정하였다. 60nm 로 매우 얇게 자른후 uranyl acetate
와 lead citrate 로 염색을 하고 EM 109(Carl Zeiss AG) 전자 현미경에 준비하였다.
Mann-Whitney U test 를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P 값은 0.05
미만일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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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고배율 현미경 (400 x magnification) 으로 정상 혈관의 내피세포 층과 그밑에
위치하는 중막층의 풍부한 세포를 관찰할 수가 있었다(Fig. 2a). 탈세포화된
혈관에서는 내피세포가 관찰되지 않았고 더 깊은 중막층의 세포와 세포의 핵이
없음이 관찰되었다(Fig. 2b).
수술 8 주후, 탈세포 군의 대동맥에서는 내막의 과형성이 관찰되었고
콜라겐과 α-actin staining smooth cell 이 균등하고 분포되었다(Fig. 3Ab, Ae, C).
내막의 과형성은 -actin staining smooth cell 이 더 우세하며 균등하고 콜라겐
침착이 드물게 분포된(Fig. 3Ac,Af,C) G-CSF 군보다 탈세포 군에서 더 두드러졌다.
각군의 리모델링의 정도를 보기 위하여 IM 비율을 측정하였다. G-CSF 군과
탈세포군의 근위부, 중간부, 원위부의 각각의 IM 비율의 중간값은 각각 0.45±0.09,
0.40±0.05, 0.38±0.11, 0.56±0.11, 0.56±0.06, 0.46±0.07 이었다(P = 0.05). 두군에서 모두
혈류의

방향에

따라

근위부엣

원위부로의

내막

변화가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났다(Fig. 4).
탄력

섬유가

정상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파도모양을 잃어버리고 직선

모양으로 펴지는 소견이 양군에서 모두 관찰되었다. 양군간의 혈관벽의 두께의
중간값은 큰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37.01±0.71 vs 37.37±0.82) 정상 혈관보다는
매우 두께가 감소되었다(91.72±0.62)(Fig. 3, Fig. 4b, Fig. 5). 전체적으로 G-CSF 의
처치여부에 상관없이 양군에서 정상 대동맥 벽에 비하여 눌리고 얇아진 소견이
관찰되었다. 비록 8 주후 적출된 조직이 탈세포한 직후의 조직보다 세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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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음이 관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스트의 세포로부터 어떤 중대한
재구성이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G-CSF 군에서 탈세포군보다 vWF 의 염색이 증가된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5). 본 연구에서 CD31 과 vWF 는 내피세포의 존재에 대한 지표로 사용되었다.
전자 현미경 소견에서 탈세포화된 대동맥의 세포의 모양은 좀더 구형태를 띄고
좀더

변칙적인

모양이며

세포간의

접촉은

덜하고

내강

표면의

미세

융모(microvilli)가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G-CSF 군에서는 세포의 모양이
납작하고 더 많은 미세 융모가 관찰되며 세포간 접촉도 더 많은 것으로
관찰되어 정상 내피세포와 더 많이 닮아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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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혈전생성, 이식거부, 과도한 내막의 과형성과 동맥류 변성은 합성, 동종,
이종 소구경 이식도관을 임상에 적용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들이다.1-4.19,20
조직의 탈세포화는 빠르고 쉽게 시행할 수 있고, 각각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길이의

혈관

들을

대량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쥐 모델로 탈세포화된 도관이 혈관 조직 공학 연구에서 우수한
잠재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탈세포화된 혈관 조직이 봉합을 견디는 능력과
같은 생리적인 능력이 있음은 과거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다.21,22 그러나 면역적
불활성이라고 알려진 항원성의 존재와 같은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며.23,24 이로 인하여 혈소판의 응집 가능성이 증가되고,
혈전이 생성되며 완전한 내피화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조기 도관 폐색이
유발된다.25
CD 34 는 골수에서 유래하는 조혈모세포를 인지하는 물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26-28 G-CSF 는 골수로부터 이런 세포들의 유리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30 본 연구는 탈세포화된 도관에서 G-CSF 의 내피화와 리모델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G-CSF 군에서는 탈세포 군에 비하여 우수한 내피화를
보였으며 이는 vWF 와 CD31 염색이 증가되는 소견으로 알 수 있다.
내막의 과형성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특히
도관-정맥 연결이나 동맥-정맥 연결에서 나타나는 문합부 와류의 형성과 낮은
전단 응력(shear stress)은 복합적으로 혈역학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8,12,31 위의 설명에 부가적으로 혈류 역동학적인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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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막 과형성에 영향을 줄것이라는 의견이 있다.32,33 다른 이유로는 외과적인
손상과 도관-혈관의 크기 차이 등이 있다.8 관찰된 내막 과형성의 패턴이 도관의
모양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로 보아 이런 주장들은 본 연구와도 관련이 있다.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갈수록 내막 과형성이 줄어드는 경향은 내막 과형성을
일으키는 자극은 양군 모두에서 동일하게 작용하였다. 신내막의 높이가 가장
높았던 근위부 문합부위는 와류의 세기가 가장 센 곳이다. 이런 관점은 도관정맥 연결 부위와 동맥간 연결 부위에서 내막 과형성이 가장 두드러졌다는
이전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점이다.34,35
대부분의 고분자에 기초한 혈관 조직 공학은 생체밖에서 생반응물질을
이용한 세포심기(cell seeding) 과 상피화에 집중되어있다.7,9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재구현하기가 어렵고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으며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며 긴 준비기간 때문에 대부분 실험으로 그치거나 임상에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 L’Heureux et al.36 은 소구경 도관의 조직 공학을 이용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도관의 성숙에 최소 10 주가 걸리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과정이었다. 이 도관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동맥류
변성이었다. 이현상에 대하여 중막층의 세포질의 부족과 기능적인 탄력섬유의
부족을

원인으로

설명하였는데

실험에서도 나타났던 점이다.

이는
36,37

이전

연구의

다른

조직

공학

도관

본 연구에서는 동맥류 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혈관벽이 얇아지고 탄력섬유가 평평해지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맥류
변성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탄력섬유는 일시적으로
부풀어 올랐다 하더라도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 가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되돌아 가려는 경향은 동맥과 같이 탄력 섬유에 의하여 유지되는 조직에서
필수적인

성질이다.39

되돌아

가려는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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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었을

경우

딱딱하게

되어

순응도를 소실하고 확대가 진행되어 본연구와 같이 평평한 탄력 섬유가 된다.
그러므로 내막층의 구조적 완성도를 유지하고 이를 지지하는 탄력 섬유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가 설계되어야한다.
본 연구의 이제까지의 결과도 미래의 연구에 대한 준비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실험군과 짧은 관찰 기간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될 것이다.
비록 작은 수의 쥐의 대동맥으로 전체 말초 동맥을 대표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G-CSF 가 혈관의 리모델링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가 거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의 발전적인 연구를 통하여 탈세포화된
도관의 임상적인 적용이다. 대형 동물 실험 뿐만 아니라 본 연구와 같이 쥐와
같은 소형 동물 모델의 실험은 기본적인 혈관 실험의 기초 자료를 축적하여
대형 동물 실험에 적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내막층의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중막층의 구조적 완성도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연구들은 혈관 전체의 건강성은 단지 내피 세포
뿐만 아니라 하부의 중막층의 지지가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탄력 섬유의
파괴는 동맥류 변성을 일으킬 것이다. 근육 중막층에서 기저막의 파괴와 다른
변성은 정상적인 성숙한 근육 세포의 역변화를 일으키는 신호 전달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이 연속적인 증식, 체외 matrix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고, 내막의
과형성을 야기할 것이다.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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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상피화를 증가시키고 내막 과형성을 억제함으로써 부정적인
리모델링을 억제하는 G-CSF 의 효과를 밝혔다. 앞으로의 연구는 G-CSF 가
상피화와 섬유모세포의 증식과 연관하여 혈관의 리모델링에 끼치는 효과의
기전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근육세포와 연관된 중막층의
세포질과 중막층의 구조적 완성도를 보존하고 동맥류 변성을 막는 효과에 대한
미래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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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Abstract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Minimizes Negative
Remodeling of Decellularized Small Diameter Vascular Graft Conduits
but Not Medial Degeneration

Joonkyu Kang
Ajou medical school, The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Surpervised by Professor Cheol Joo Lee)

Background: Poor endothelialization and intimal hyperplasia are major causes of small
diameter vascular conduit (SDVC) failure. The present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G-CSF) on inhibiting adverse
remodeling of decellularized SDVCs.
Methods: Sprague-Dawley rats implanted with allograft infra renal abdominal aortic
conduits were divided into 2 groups according to whether they were treated with G-CSF
(+G-CSF group; n = 6) or without (Decell group; n = 6). The conduits were harvested at 8
weeks after surgery and examined for intimal hyperplasia, collagen deposition, and α –actin
staining cells. The medial layer was also examined for signs of cellular repopulation and
changes in the elastic fiber morphology.
Results: Intergroup comparison of the intimal composition showed relatively sparse collagen
content and predominance of α –actin staining cells in the +G-CSF group. The medial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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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2 groups showed similar degrees of elastic fiber degeneration and wall thinning
relative to the normal aortic wall. However, the enhanced staining for von Willebrand factor
and CD31, along with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findings of superior cellular and
ultrastructural preservation, suggested that the remodeling and endothelialization in the +GCSF conduits were superior to those in the Decell conduit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G-CSF exerts a positive influence on inhibiting
adverse vascular remodeling of decellularized vascular conduit implants. However, whether
G-CSF administration may also effectuate an improved ability to preserve the medial
structural integrity is unclear.

Keywords : G-CSF, decellularized small diameter vascular conduit, intimal hyperplasia,
negative re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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