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ung-Kyu Han, M.D.,
Hyon Surk Kim, M.D.,
Hyung Woo Lim, M.D.,
Woo Kyung Kim, M.D.,

서 론I.

최근 다양한 피하조직삽입물질이 안면부 주름이나

연부조직결손을 교정하기 위해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

었다 그 종류도 다양하여 현재까지 콜라겐이나 히알루.

론산 제품 등 전세계적으로 약 여종에 이르는 다양100

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비교적.

안전하고 주입이 편리하나 다양한 체내흡수 정도로 인

하여 반복주입을 필요로 한다는 큰 단점이 있다.1-4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배양된 자가지방세포

를 주입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아디포셀 이라(Adipocell)

는 이름으로 제품화도 되었는데 그 동안 동물실험을 비,

롯한 여러 연구와 함몰반흔 교정을 위한 임상시험을 통

하여 그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되어5-7 최근 한민국 식

약청이 이 방법의 사용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향후 우리

나라에서 분화된 자가지방세포의 주입을 통한 연부조직

증 시술이 보편화될 것으로 기 된다.

아디포셀은 분화된 미성숙 지방세포를 세포현탁액

과 혼합한 형태로 미성숙 지방세포의(culture media) ,

크기는 직경이 20 - 50 인데 체내 이식 후 숙주 주변mμ

조직에 생착하고 성숙하여 직경이 100 mμ 이상으로 증

가함으로써 이식 후 점차 그 부피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5,8,9

미성숙 지방세포는 동물이식 실험결과나 차3

원 배양 결과 완전히 성숙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방세

포와 동일한 조직형태가 되는 데 약 개월 정도 걸린다고1

알려져 있으며 창상 여드름 수술 등으로 인한 함몰반흔, , ,

지방줄기세포에서 분화된 지방세포 주입에 의한 연부조직증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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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suspension biomaterials are available for soft tissue
augmentation. Although these gel type implants have been
shown to be relatively safe and convenient, their varying degrees
of resorption require repeated percutaneous injections. Previous
in vivo and in vitro studies have shown that the injection of
cultured human adipocytes can produce a sufficient volume
effect with extended in vivo stability. This pilot study was
undertaken to evaluate the clinical efficacy of this method.
Between November 2007 and January 2008, 5 patients were
treated with implants of autologous differentiated adipocytes for
wrinkle correction and forehead augmentation. The contour
changes of the treatment sites were investigated in accordance
with the passage of time, as was the occurrence of complica-
tions. The degree of patient satisfaction was also evaluated. The
injected bioimplants remained in situ. Two weeks after injection,
they began to show evidence of a soft tissue augmentation
effect. All patients were satisfied with the overall results of this
method, and no complications occurred during the follow-up
period. The results obtained indicate that differentiated human
adipocytes may be successfully injected as living grafts for
long-term implants, and that this method is a well tolerated,
effective way of performing soft tissue au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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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상시험에서도 개월 정도의 세포성숙기간을 통해1

체내에 완전히 생착하여 교정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한 바

있다.7,8

본 연구는 함몰반흔의 교정에 있어 만족할만한 결과

를 보 던 분화된 미성숙 자가지방세포의 주입이 반흔

이 아닌 주름 등 피부 및 연부조직보충이 필요한 환자

에 있어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계

획되었으며 이번 연구는 예비연구로서 세포주입 후, 6

주까지의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기존의 치료제인 필.

러나 자가지방이식술 등의 경우 이식 후 흡수율이 증

가되므로 주라는 기간은 주입물의 효과를 검증하기는6

불가능한 기간이나 갓 분화된 어린 지방세포를 주사하,

는 경우는 치료부위의 부피유지가 기존의 제품들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즉 주입 후 세포가 성숙. ,

될 때까지는 앞에도 언급했듯이 약 개월 시간이 지날( 1 )

수록 교정효과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므로 주6

라는 기간은 비록 이 치료법의 최종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이식된 지방세포가 생착하여 교정효과를 나타,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적당한 기간이라 판단

된다.

재료 및 방법II.

가 자가지방세포의 분리 및 배양.

사전에 동의서를 받은 후 환자의 복부로부터 지방흡

입을 통하여 피하지방조직을 채취하 다 채취된 지방.

조직은 안트로젠으로 이송되어 배양된 미성숙 자가

지방세포 주사제인 아디포셀이 제조되었다 제조방법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오염된 혈액을 제거하기 위해서 채취한 조직은 Kreb’s

ringers buffer(KRB; Sigma Chemical Co., St Louis,

로 최소 번 세척하 다 지방흡입된 조직검MO, USA) 3 .

체는 에서 분 동안 의37 80 1% bovine serum albumin

과(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0.025%

collagenase(Type I)(Gibco BRL, Gaitherburg, MD,

가 포함된 에 간헐적으로 진동시키면서USA) 1% KRB

침지 시켰다 부유하는 지방세포는(precipitate) . 300 × g

로 원심분리하여 기질 혈관 분획- (stromal-vascular frac-

으로부터 분리하 다 기질 혈관 분획은tion) . - 10% fetal

이 포함된bovine serum(FBS, Hyclone, Logan, UT, USA)

DMEM-Ham’s F-12 medium(Gibco BRL, Gaitherburg,

MD, USA)에서 시간에서 시간까지 배양하 다24 72 .

배양 후 다른 비점착성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플라,

스크를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Gibco BRL,

으로 세척하 다 점착된 세포Gaitherburg, MD, USA) .

는 일에서 일간 증식을 유도하 으며 이렇게 증식7 11 ,

된 지방전구세포는 에DMEM-Ham’s F-12 medium 3%

FBS, biotin(33 mol/L), pantothenate(17μ mol/L), IBMXμ

인간재조합형인슐린과(3-isobutyl-1-methylxanthine),

indomethacin(0.2 이 포함된 분화배양액에서 지mmol/L)

방세포 분화를 유도하 다 분화된 지방전구세포는 광.

학현미경하에서 섬유모세포와 비슷한 형태의 세포로부

터 지방공포 가 포함된 원주세포로 형태(lipid vacuole)

학적인 변화를 보 다 이렇게 얻어진 지방세포는. 3.8

× 107 씩 세포현탁배지에 재부유시킨 후 바이알cells/mL

에 넣어 바로 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어 환자 치료에 사용

되었는데 처음 지방조직 채취 시부터 환자에게 시술될,

상태로 제조될 때까지의 기간은 20 일이었다- 25 .

나 시술방법.

바이알 내의 세포들이 차원적으로 균일하게 혼합되3

도록 1 주사기를 이용하여 부드럽게 섞어 준 후mL 25

게이지의 주사바늘 또는 로 연부조직blunt-end cannular

보충이 필요한 부위의 진피층 및 진피하층에 주입하

다 주입량은 환자에 따라 최소. 4 세포cc( 1.52 × 108개)

에서 최 10 세포cc( 3.8 × 108개 까지 주입하 다 주) .

입시 세포들이 치료부위에 균등하게 이식되도록 주의하

는데 그렇더라도 주입물이 불규칙한 모양으로 이식되

었을 경우는 주입직후 손가락으로 약간의 압력을 가하

여 즉각적인 교정을 하 다 피지선이 발달하고 모공이.

큰 부위에는 주입을 하지 않았다.

다 연구대상 및 판정.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연부조직보충이 필2007 11 2008 1

요했던 세에서 세 사이의 총 명 환자를 상으로28 47 5

하 다 명의 환자 중 전두부 증 를 원했던 경우가. 5 1

례 콧망울 옆의 팔자주름과 안검주름 교정을 원했던 경,

우가 례 다4 .

이들 명을 상으로 시술자 및 환자 자신이 주입물5

의 부피변화 치료효과와는 무관한 주입 후 시간의 흐름( ,

에 따른 주입물의 실제 부피의 가감 및 연부조직보충)

효과 치료효과를 보기 위한 것으로서 주관적인 함몰의( ,

교정 여부 및 정도 부작용여부를 주입 후 주까지 관), 6

찰하 다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도 조사하 는데 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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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한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 점 매우 만족 점1 , 5

의 단계 을 이용하여 평5 Visual Analogue Scale(VAS)

가하 다.

결 과III.

시술 직후 주입 부위가 경증도 발적을 보 으나 1 -

일 후에는 완전히 정상 피부색으로 회복하 다 기존2 .

의 지방이식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각한 멍 부종,

등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이식 후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

능하 다.

명의 환자 모두에서 시술 직후와 비교해 볼 때5 3 -

일까지는 조직의 부종과 세포와 함께 주입된 배양액에5

의해 발생했던 시술부위의 과도한 부피증가가 감소하

다 이 후 큰 부피의 변화가 없다가 주입 후 약 주 후부. 2

터는 점차 주입부가 올라오면서 교정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 다 교정효과의 변화는 환자에 따라 차이를 보.

는데 환자의 주관적 결과를 보면 시술 첫 주에서, 2 3

주까지 부피가 증가하다가 주 후부터 부피가 큰 변화3

없이 주까지 유지되었다고 느낀 환자가 명 주 후부6 2 , 2

터 주까지는 부피가 오히려 증가하다가 그 후는 부피4

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환자가 명이었다 그러나3 .

명 모두 시술 전에 비해 본 연구의 최종관찰시기인5 6

주까지 연부조직의 보충이 확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

다.

관찰기간 동안 감염 거부반응 육아종 형성이나 켈로, ,

이드 형성 등의 부작용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으며 명의, 1

환자에 있어서 시술 주일 후부터 안검 외측부에 약간의1

불균등한 피부상태를 보 으나 시술자나 환자 모두 교정

을 요할 정도라고는 판단하지 않아 경과관찰 중이다.

명 환자의 만족도에 한 는5 Visual Analogue Score

점 명 점 명 점 명으로 이 방법에 해 상당히5 2 , 4 2 , 3 1

만족하 는데 점으로 평가한 환자는 교정효과가 기3

보다 조금 낮다는 것이 아쉽다는 평가 다 그러나 명. 5

환자 모두 본 시술법이 전혀 수술 받은 흔적없이 아주

자연스런 모양을 나타내는 것에 해 만족해하 다

(Fig. 1, 2).

고 찰IV.

년 고환절제술 환자에게 파라핀을 이용한 음낭1899

확 술을 시행한 것을 시초로 주사용 삽입물의 사용이

시작되었으며,10 이 후 여러 가지 삽입물의 발달과 사용

이 이루어져 왔다.

이상적인 삽입물질은 자가조직이거나 인체적합성이

뛰어나 염증반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주사로 쉽게 주입하는 등 시술이 간단하며 수술로 인한,

새로운 흉터가 생기지 않아야 하고 자연스러운 피부상,

Fig. 1. A 46-year-old woman was treated with cultured adipocyte injection for nasolabial fold correction. (Left)

Preoperative view. (Center) Six days after treatment. (Right) Six weeks af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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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유지한 채 무한하고 지속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야 한다 분자생물학과 조직공학적기법의 비약적인 발.

전으로 많은 새로운 물질들이 등장하 으나 부분은

기존의 물질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이리라는 기 를

충족시키지 못하 다 이상적인 주입물에 가깝도록 해.

마다 많은 종류들이 등장해 각 물질들마다 고유한 장단

점을 가지고 있으나 쉽게 흡수되어 장기간 관찰시 불만,

족스러운 결과를 보이는 점은 모든 주입물들의 공통적

인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연부조직 증 를 위해 사용 중인 기존 필러들은

일정기간 후에 그 용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이식 직후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동시에 곧바

로 흡수가 시작되어 짧게는 3 - 개월 이내에 완전히 사6

라지므로 흡수율이 이식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자가지방이식술의 경우도 이식 후 상당.

수가 재흡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150 - 의 지방으200%

로 과다이식을 실시하지만 과다이식에 따른 심각한 부

종 멍 이식부위의 괴사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 ,

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상당수가 재흡수되어 소량만이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양된 세포주입방법은 년 자가섬유모세포를 주1995

입하여 주름이나 반흔 등의 진피와 피하층의 결손을 위

한 역동적 단백질 회복기법으로 사용된 이래 성형외과

의사에게 새로운 치료의 장을 열어주었다 자가배양되.

어 증폭된 섬유모세포는 교정효과가 수년간 혹은 원

히 지속되는 단백질 복구기법을 마련하 으며 등, Boss
11은 이와 소의 콜라겐의 혼합을 이용하여 그 지속력을

무한한 시한까지 연장하 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저자들.

Fig. 2. A 26-year-old woman was treated with cultured adipocyte injection into the forehead for correction of depressed

contour. (Aboves) Preoperative view. (Meddles) Six days after treatment. (Belows) Six weeks after treatment.



한승규 등 분화된 지방세포 주입에 의한 연부조직증 술:

의 경우도 실제 환자들에서 배양된 자가섬유모세포를

과 혼합하여 주입함으로써 주입된 세포의 생Restylane

존과 진피기질의 형성을 유도하여 만 사용 시Restylane

에 얻을 수 없는 장기적 연부조직 증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12,13

그러나 섬유모세포 주입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품화된 것이 없어 시술자가 세포의 분리 및 배양기

술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한 식약청의 허가

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섬유모세포의.

획득을 위하여 적은 양이긴 하나 피부를 채취해야 하

며 노출된 피부의 조작을 통하여 세포를 분리 배양하,

므로 세포배양과정 중 약 개 에 달하는 피부의1,000 /gm

정상적인 서식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생길 확률도 높다.

반면 은 세포배양과정에 한 식약청의 승인Adipocell

을 취득함으로써 이런 세포치료 방법의 문제점을 극복

하여 세포치료에 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의사라도 누구나 편리하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피부채취 없이 지방흡입만으로 간단히 지방조직

을 획득하며 외기와 접촉이 없는 피하의 조직에서 세,

포를 분리 배양하므로 피부서식미생물에 의한 오염의

확률도 낮다.

본 연구를 통해 관찰된 배양된 지방세포 주입방법의

흡수율 추이를 살펴보면 동물실험시의 결과와 마찬가

지로 이식 직후에는 이식 후 나타나는 부종과 이식과정

에서 사용된 세포현탁액의 재흡수 등 때문에 흡수율이

증가하다가 이후 안정되는 양상을 보 다 이는 기존의.

치료제인 필러나 자가지방이식술과는 확연히 다른 현

상이다.

본 지방세포주입방법의 장점으로는 자가조직을 이용

함으로써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술방법이,

간단하여 수술에 한 부담감없이 외래에서 시행가능하

며 부종이 거의 없고 환자가 시술 즉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 의사와 환자간의 의사소통에서의 오류를 최소

화 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세포주입 시.

에 주의할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시술.

초기 한명의 환자에서 관찰된 주입부위 피부의 볼록함

은 세포주입시 주입물의 균등분배를 정확히 하지 않고

주입 후 손가락의 압력만으로 조정을 하 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이 후에는 주입 시 섬세하게 균등분배를 함으,

로서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세포.

주입 시 처음부터 정확히 주입부에 균등하게 분배하여

주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주입된 미성숙지방세포들이 주입 후 인

체 내에서 생착하고 성숙하여 연부조직보충효과를 나타

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많은 증례수의 장기 추적관.

찰 부피감소에 한 정량적 결과의 비교 다른 세포치, ,

료방법과의 차이점 배양된 세포 수와 결과에 관련된 통,

계적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가 실제.

환자를 상으로 시행한 것으로 객관적 결과 분석에 제

한이 있어 아쉬운 점이 있는 만큼 향후 더 객관적인 결

과의 분석과 비교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결 론V.

연부조직보충 목적으로 주입된 분화된 미성숙 자가

지방세포들이 주입 후 인체 내에서 생착하여 성숙과정

을 거쳐 연부조직보충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실제 환자를 상으로 본 예비연구를 진행한

바 주입된 지방세포는 성공적으로 생착하고 성숙하여,

부작용 없이 충분히 연부조직보충 효과를 나타낼 수 있

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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