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t is an about preliminary trial to after the operation [ myocardial-infarction ] and 
the myocardium retention effect verification of AMETHYST BIO MAT. 

¨ 삿포로의과대학 의학 연구과

¨ 박사과정 외과 학부 제2강좌 의학박사 스가누마 키요시



¨ 삿포로 의과대학 해부학 제 2강좌, 욋과 학부 제 2강좌에서는

지금까지 쥐의 골수 간세포를 이용한 심장 재생 연구를 해왔다. 

¨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스카폴드용액 및 체온관리가

불충분해지면 급성심부전과 심근파열 등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성체 심근세포는 세포주기에서 벗어나 증식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한번 손상된 심근은 복원되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그 기능을 잃게

되므로 심장질환은 결국에는 심부전증으로 악화되게 된다.

¨ 이번 연구에서는 골수 간세포를 이용한 심장재생의료의 기준을

확립하여 심장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다 안전하게 심장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도 빠른

회복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 지금까지는 쥐의 심근경색 모델을 이용하여 실험해 왔으나

대상동물이 작고 심근경색 모델의 정확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다.

¨ 따라서 심장에 골수 간세포 이식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직접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었다.

¨ 앞으로 심장재생 메커니즘의 해명과 치료전략을 추구하는데 있어

보다 더 정확한 심근경색 모델을 삼을수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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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의 골수에서 분리 시킨 간세포(SC)를 실험 쥐 심근경색 부위에

스카폴드 약제와 직접 섞어서 이식을 한다.  

수술 전과 수술 후 4주차까지 매주 그 결과를 초음파영상으로 평가한다. 

4주 경과 후 최종 분석을 할 시기에는 초음파로 심장기능을 확인하고

심장 형태분석(면역조직 화학 염색, 전자 현미경관찰)을 할 것이다.

실험 제 1군 (욋과적 수술):  심근경색 실험쥐 10마리는 바이오매트위에서 수술실행

다른 10마리는 일반 수술대에서 수술을 실행함

실험 제 2군 (스카폴드 A):  심근경색 실험쥐 10 마리는 바이오매트 위에서 수술실행

다른 10마리는 일반 수술대에서 수술을 실행함

실험 제 3군 (스카폴드 A와 B, 간세포이식):  심근경색 실험쥐 10 마리는 바이오매트 위에서 수술실행

다른 10마리는 일반 수술대에서 수술을 실행함

모두 60 마리의 실험쥐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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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의과대학 욋과 학부에서는 간세포를 직접 이식하는 수술을

실시하는 단계부터 (주) 리치웨이 재팬사에서 제공 받은 자수정

바이오매트로 실험대상의 체온관리를 하면서 수술을 한다.

수술 후 에도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바이오매트를 사용한 집단과

바이오매트를 사용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그 결과를 측정한다.

그 결과의 차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목적으로 한다. 



개략적인 실험방법

[Recipient]

・동물 종：쥐(Rat)

・성별 ：수컷

・계통 ： S-D

[DonorMSC세포채취용]

・동물 종 : 쥐(Rat)

・계통 ： S-D

[이식방법]

・이식시기：심근경색직후

이식수기(手技)：심근경색부위에 간이식세포를 포함한 스카폴드용액(A용액)

200㎕를 핀셋을 이용하여 붙인 후 스카폴드용액 B를 100㎕ 주입한다.

스카폴드와 함께
간세포（5×10⁶개이식) 생존율 평가는4주차에 실시

좌전하행동맥을 손상시켜
급성심근경색을 만들어냄

[평가방법]

・초음파는 수술 전, 수술 후, 7･14.21.28일에 평가를 실시한다.

・이식 후 4주차에 부검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한다. (경색지역 내 심근세포, 좌심실 벽）



실험방법 – 욋과수술만 실행 – 1단계집단

제1군 : 일반 수술집단
‧심근경색을 일으킨 부위에 스카폴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욋과적 수술만 실행함.

심근경색 실험쥐 10 마리는 바이오매트 위에서 수술
심근경색 실험쥐 10 마리는 일반수술대 위에서 수술

핀셋을 사용

심근경색 부위에 욋과적
수술만 실행함



제 1 군 : 일반 수술집단
스카폴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욋과적 수술만 실행함.



실험방법 – MSC 세포 이식법 – 2단계집단

스카폴드A용액 섬유소 + 

간세포 200㎕부착

제2군 : 스카폴드적용 집단
‧심근경색부위에 스카폴드A용액 섬유소와 간세포 200㎕부착시킴.

심근경색 실험쥐 10 마리는 바이오매트 위에서 수술
심근경색 실험쥐 10 마리는 일반수술대 위에서 수술

핀셋을 사용

심근경색 부위에 욋과적
수술만 실행함



제 2 군 : 스카폴드 (Scaffold) 적용 군
심근경색부위에 스카폴드A용액 섬유소와 간세포 200㎕부착시킴.



실험방법 – MSC 세포 이식법 -3 단계집단

스카폴드, B용액 트롬빈
100㎕주입

스카폴드A용액 섬유소 + 

간세포 200㎕부착

제3군 : 스카폴드에 의한 간세포 이식군 (간세포 5×10⁶ 개）
‧심근경색부위에 간세포를 포함한 스카폴드 A용액을 200㎕붙인 뒤에

스카폴드 B용액을 100㎕를 간세포 50,000,000 개와 주입.

심근경색 실험쥐 10 마리는 바이오매트 위에서 수술
심근경색 실험쥐 10 마리는 일반수술대 위에서 수술

핀셋을사용

심근경색 부위에 욋과적
수술만 실행함



제 3 군 : 스카폴드B 용액을 사용하여 간세포
(50×10⁶개) 주입함

스카폴드 A용액을 200㎕ 붙인 뒤에스카폴드 B용액을 100㎕ 주입

간세포
이식



수술방법：

1. 펜토 바르비탈Na 를 복강 내에 주사한다.

2. 제모하고 소독 후 핀셋으로 고정한다.

3. 심 기능 모니터를 위해 심 초음파기기 설치

4. 튜브를 삽입한다.

5. 개흉수술을 위해 인공호흡기를 씌우고 산소 공급을 유지시킨다.

6. 좌측을 개흉한다.

7.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심막을 개방후에 심근을 보기 좋은 위치로 끌어 온다.

8. 4-0 견사로 좌전 하강부를 결찰 시킨다.

9. 스카폴드를 붙인다.

10. 흉벽을 닫고 피부를 봉합한다.

11. 자발호흡을 할수 있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인공호흡기를 씌어놓는다.

동물 종：실험 쥐 Rat（S.D.: Sprague-Dawley）







수 축 기확 장 기







일반 수술군 스카폴드군 스카폴드＋간세포군

수술대
에서 수술함

바이오매트
에서 수술함

수술대
에서 수술함

바이오매트
에서 수술함

수술대
에서 수술함

바이오매트
에서 수술함

생존 4 생존10 생존 7 생존 9 생존 9 생존10

결 과 (4 주후 생존률)



１. 이제까지의 실험에서 스카폴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심근경색 실험쥐의 경우에는 수술 후 4주 이내에 사망하는

확률이 100% 였다.

2.  바이오매트 위에서 행한 수술 실험에서 주목 할 것은

스카폴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심근경색 실험 쥐의

경우라도 수술 후 4주 이후의 생존율이 100% 였다는 것이다.



3.  이 결과를 통하여 (주) 리치웨이 재팬사에서 제공받은

바이오매트의 원적되선 온열효과는 심근경색후의 심근변성및

섬유화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수

있다.

4.  이번 임상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추가 임상실험이

실행되어 바이오매트 온열효과가 심장수술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확실히 입증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삿포로 의과대학 의학부 외과 학부 제 2강좌 및 해부학

제 2강좌 연구실과 수술실에 바이오 매트 2개를 제공 해주신

(주)리치웨이 재팬사의 회장이신 히가시 타카히코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상실험 연구에서 수술 중에나, 수술 후 회복기에 물리적

에너지에 의한 체온관리의 의학적 유효성이 입증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귀사의 제품이 널리 보급되어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의학 박사 스가누마 키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