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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항목 Maximum 

Load

(N)

Tensile stress at 

Maximum Load

(MPa)

Tensile strain at 

Maximum Load

(%)

Tenacity at 

Maximum Load

(N/tex)

Energy at 

Maximum Load

(J)

Modulus 

(Automatic Young's)

(MPa)

Tensile stress 

at Break 

(Standard)

(MPa)

Tensile strain 

at Break 

(Standard)

(%)실험군

0 kGy

CON
AVE 761.27 42.65 15.46 5.83 3.48 479.71 22.86 15.92 

STD 33.30 2.33 0.45 0.43 0.33 30.70 4.71 0.29 

Vitamin C
AVE 600.30 38.04 8.56 4.95 2.41 346.43 12.10 19.45 

STD 31.91 2.68 1.75 0.72 0.78 42.30 2.06 2.17 

Glucose
AVE 699.30 38.28 10.89 5.88 2.34 642.10 27.80 9.35 

STD 28.99 1.91 1.76 0.29 0.30 69.62 3.17 2.95 

r-PGA
AVE 859.19 45.97 14.57 5.96 5.28 449.73 25.32 13.14 

STD 32.72 1.45 1.08 0.37 0.68 11.73 2.96 3.45 

30 kGy

CON
AVE 583.14 30.97 11.37 7.61 2.39 746.54 28.70 10.41 

STD 26.93 1.59 0.94 0.97 0.18 62.74 2.84 1.68 

Vitamin C
AVE 495.48 21.17 6.04 3.52 1.89 556.63 18.19 16.07 

STD 27.42 3.83 2.07 0.67 0.42 60.78 1.33 2.60 

Glucose
AVE 588.27 33.00 8.82 6.99 2.13 599.30 22.07 11.26 

STD 39.52 2.34 1.24 0.80 0.46 95.58 3.34 2.63 

r-PGA
AVE 795.72 39.33 12.43 7.53 4.63 601.42 21.68 11.95 

STD 25.89 1.98 1.61 0.66 0.86 88.55 2.66 2.35 

Table 2. 가교 처리된 돼지 인대의 물리적 강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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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가교처리 된 돼지 인대의 물리적 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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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 처리한 돼지 인대의 물리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Maximum load (N, 최대 하중),

Tensile stress at maximum load (MPa, 최대 하중 인장 응력), Tensile strain at maximum load

(%, 최대 하중 인장 변형률), Tenacity at maximum load (N/tex, 최대 하중 인성), Energy at

maximum load (J, 최대 하중 에너지), Modulus (MPa, Automatic Young's), Tensile stress at

break (standard, MPa), Tensile strain at break (standard, %) 의 총 8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

하였다.

먼저, Maximum load(N, 최대 하중)의 측정 비교에서는 대조군이 761.27 ± 33.30 N의 값을 

가졌으며, 30 kGy의 감마선 조사에서는 583.14 ± 26.93 N으로 약 23.5 %의 감소를 보였다. 가교

제를 이용한 실험군의 비교에서는 Vitamin C 처리군은 600.30 ± 31.91 N, Glucose 처리군은 

699.30 ± 28.99 N, γ-PGA 처리군은 859.19 ± 32.72 N의 값을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 후에는 각

각의 군이 495.48 ± 27.42 N, 588.27 ± 39.52 N, 795.72 ± 25.89 N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각 약 

17.5 %, 15.9 %, 7.4 %의 측정값의 감소를 보였다. 30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돼지 인대의 최

대 하중 측정값이 약 23.5 % 정도 감소함을 보였다. 하지만 가교제를 이용하여 조사한 실험군에

서는 대조군에 비해 감소폭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감마선 조사 시 가교현상(cross-linking)이 일어

나 돼지인대의 최대 하중의 변화폭을 적게 한 것으로 사료 된다. 하지만 Vitamin C 처리군은 대

조군 보다 최대 하중의 값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강한 산성인 Vitamin C 가 돼지 인대에 영향

을 주어 조직의 주성분인 콜라겐의 변성을 가져 왔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최대 하중 시 가지는 인장 응력, 인장 변형률, 인성, 에너지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첫 번째로 Tensile stress at maximum load (MPa, 최대 하중 인장 응력)은 재료가 파괴되기까지 

가할 수 있는 최대의 하중에서 재료가 외력을 받아 인장하려고 할 때 이에 대응하여 재료 내에서 

일어나는 응력을 나타내고 있다. 측정값은 비조사군에서는 대조군이 42.65 ± 2.33 MPa, Vitamin

C 처리군은 38.04 ± 2.68 MPa, Glucose 처리군이 38.28 ± 1.91 MPa, γ-PGA 처리군 45.97 ± 1.45

MPa의 값을 나타냈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각각의 처리군은 30.97 ± 1.59 MPa, 21.17 ± 3.83

MPa, 33.00 ± 2.34 MPa, 39.33 ± 1.98 MPa의 값을 나타내었다. 모든 처리군의 측정값이 감마선의 

조사에 의해 감소함을 보였다. Glucose 처리군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인장 응력의 변화(약 13.5

%)가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γ-PGA 처리군(약 14 %)도 Glucose 처리군과 비슷한 값의 변화를 보

였다. 두 번째로는 Tensile strain at maximum load (%, 최대 하중 인장 변형률)은 최대 하중에서 

물체에 인장 하중을 가했을 때의 늘어나는 길이와 원래의 길이와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조

군은 15.46 ± 0.45 %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11.37 ± 0.94 %의 변화를 보였다. 실험군에서는 

Vitamin C 처리군은 8.56 ± 1.75 %에서 6.04 ± 2.07 %, Glucose 처리군은 10.89 ± 1.76 %에서 

8.82 ± 1.24 %, γ-PGA 처리군의 측정값은 14.57 ± 1.08 %에서 12.43 ± 1.61 %로 모든 값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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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γ-PGA 처리군이 가교제 처리군에서는 가장 적은 

감소량을 보였다. 세 번째는 인장 강도 측정 시 변형되지 않은 시편의 단위 선형 밀도 당 힘으로

써 표현하는 Tenacity at maximum load (N/tex, 최대 하중 인성) 값이다. 측정값은 대조군은 

5.83 ± 0.43 N/tex, Vitamin C 처리군은 4.95 ± 0.72 N/tex, Glucose 처리군은 5.88 ± 0.29 N/tex,

γ-PGA 처리군은 5.96 ± 1.03 N/tex 의 값을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 후에는 대조군이 7.61 ±

0.97 N/tex, Vitamin C 처리군이 3.52 ± 0.67 N/tex, Glucose 처리군은 6.99 ± 0.80 N/tex, γ

-PGA 처리군이 7.53 ± 0.66 N/tex의 값을 나타내었다. Vitamin C를 처리한 실험군을 제외한 모

든 군에서 값이 증가 하였으며, Vitamon C의 처리군은 28.9 %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는 

Vitamin C의 처리에 의해 조직의 변성을 일으켜 조직이 물러져 측정값의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최대 하중에서의 마지막 측정은 Energy at maximum load (J, 최대 하중 에너지)를 측

정하였다. 최대 하중 에너지는 최대 하중까지 시편이 흡수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측정

값은 다음과 같았다. 비조사군에서는 대조군의 측정값은 3.48 ± 0.33 J, Vitamin C 처리군은 2.41

± 0.78 J, Glucose 처리군이 2.34 ± 0.68 J, γ-PGA 처리군은 5.28 ± 0.68 J의 값을 가졌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는 전체적으로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 값을 보면 대조군이 2.39 ±

0.18 J, Vitamin C 처리군이 1.89 ± 0.42 J, Glucose 처리군이 2.13 ± 0.46 J, γ-PGA 처리군은 4.63

± 0.86 J로 각각 31 %, 21.6 %, 9 %, 12.3 % 감소하였으며, 가교 처리군 중에서는 Vitamin C 처

리군의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Glucose 처리군이 가장 적게 감소함을 보였다.

다음 측정값은 Modulus (MPa, Automatic Young's)로써 이는 응력과 변형의 비를 나타내는 

탄성계수를 의미한다. 비조사군의 측정값을 보면 대조군, Vitamin C 처리군, Glucose 처리군, γ

-PGA 처리군 순으로 479.71 ± 30.70 MPa, 346.43 ± 42.30 MPa, 442.10 ± 69.62 MPa, 449.73 ±

11.73 MPa의 값을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 후에는 각각의 측정값은 대조군이 646.54 ± 62.74

MPa, Vitamin C 처리군이 556.63 ± 60.78 MPa, Glucose 처리군이 599.30 ± 95.58, γ-PGA 처리군

이 601.42 ± 88.55 MPa로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값이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최

대 인장강도의 감소는 나타나나 그때에 작용하는 응력과 그 응력과 관련하여 변형되는 값은 증가

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측정 항목은 인대의 물리적 강도 측정 시 측정되는 샘플조직이 끊어지는 상황에서의 

측정값들을 측정하였다. 첫 번째로 Tensile stress at break (standard, MPa)로 샘플 조직이 끊어지

는 순간의 인장 응력을 측정한 결과이다. 대조군의 측정값은 22.86 ± 4.71 MPa을 Vitamin C의 측

정값은 12.10 ± 2.06 MPa의 값을 가졌으나 감마선 30 kGy 조사 후에는 그 측정값이 각각 28.70

± 2.84 MPa, 18.19 ± 1.33 MPa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Glucose 처리군과 γ-PGA 처리군에서는 

27.80 ± 3.17 MPa와 25.32 ± 2.96 MPa의 측정값이 감마선 조사 후에 각각 22.07 ± 3.34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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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 ± 2.66 MPa으로 감소하였다. 샘플 조직이 끊어지는 순간의 인장 응력은 Vitamin C가 가교

제 처리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었다. 다음으로  Tensile strain at break (standard, %)로써 인장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비조사군에서는 대조군이 15.92 ± 0.29 %를 Vitamin C 처리군은 19.45 ±

2.17 %를, Glucose 처리군에서는 9.35 ± 2.95 %를, γ-PGA 처리군에서는 13.14 ± 6.45 %의 측정값

을 나타내었으나, 감마선 조사 처리 후에는 각각 10.41 ± 1.68 %, 16.07 ± 2.60 %, 11.26 ± 2.63

%, 11.95 ± 4.35 %의 측정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에서는 대조군과 Vitamin C과 γ-PGA

처리군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감소하였으나, Glucose 처리군에서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30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돼지 인대의 물리적 강도를 감

소를 가져오지만 γ-PGA 처리에 의해 그 감소되는 정도를 상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

며, 전년도의 인공 가교제를 이용한 연구와 같이 당해의 천연가교제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γ-PGA

처리군이 최대 인장강도 및 다른 측정값에서도 좋은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γ-PGA

처리의 조건을 달리 하여 최적의 처리공정을 찾을 필요가 있음이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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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γ-PGA 처리의 조건에 따른 돼지 인대의 물리적 강도 비교

안전한 사용을 위해 멸균을 위한 감마선 조사된 돼지 인대의 사용하기 위해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감소하는 물리적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인공 가교제로 알려진 GA(Glutaraldehyde),

EDC(1-Ethyl-3-(3-dimethylaminopropyl) cabodiimide)와 천연 가교제인 Vitamon C, Glucose 와 γ

-PGA를 사용하여 물리적 강도의 감소를 보정하는 연구를 시행한 결과 γ-PGA처리에 따른 효과가 

가장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γ-PGA 처리 조건을 달리 하여 돼지 인대

의 물리적 강도 변화를 비교하여 보았다(Table 3).

물리적 강도 변화의 측정항목은 Maximum load (N, 최대 하중), Tensile stress at maximum

load (MPa, 최대 하중 인장 응력), Tensile strain at maximum load (%, 최대 하중 인장 변형률),

Tenacity at maximum load (N/tex, 최대 하중 인성), Energy at maximum load (J, 최대 하중 에

너지), Modulus (MPa, Automatic Young's), Tensile stress at break (standard, MPa), Tensile

strain at break (standard, %) 의 총 8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Fig.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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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항목 Maximum

 Load

(N)

Tensile stress

 at Maximum Load

(MPa)

Tensile strain 

at Maximum Load

(%)

Tenacity at 

Maximum Load

(N/tex)

Energy at 

Maximum Load

(J)

Modulus 
(Automatic Young's)

(MPa)

Tensile stress 

at Break 

(Standard)

(MPa)

Tensile strain 

at Break

 (Standard)

(%)실험군

0kGy CON

AVE 918.24807 32.96266667 8.409333333 7.04852 2.544033333 292.9223333 22.97393333 12.23103333

STD 30.31777785 3.967328077 0.787521146 0.135744687 0.235813908 14.48506044 2.9269097 1.600454804

30kGy

0% r-PGA

AVE 530.59429 29.30033333 5.210666667 5.81347 1.794826667 434.5416667 12.34007667 9.052903333

STD 50.38296132 4.869182926 0.872491248 0.303749277 0.213990614 10.95697255 1.466392715 1.206365102

0.1% r-PGA

AVE 610.96668 26.46066667 6.573666667 5.282066667 1.88644 427.2346667 13.92505 9.65496

STD 42.4069368 3.555753456 0.728324613 0.369602836 0.141597499 13.76426299 3.866524602 1.537444904

0.5% r-PGA

AVE 629.8806633 27.795 6.392333333 5.075233333 1.32181 419.2146667 15.4148 8.343806667

STD 23.02487704 2.341373592 0.692959996 0.334236544 0.216508865 9.760401083 2.011813342 1.260614999

1% r-PGA

AVE 848.43621 47.57666667 8.061666667 6.332783333 2.55514 359.7 25.96257 10.53956

STD 35.98816792 4.029771899 0.676500787 0.196085059 0.154717474 12.7050013 2.073664793 1.099328039

5% r-PGA

AVE 789.6833333 33.667 7.168666667 5.970736667 1.980343333 338.3956667 19.25882 11.52217667

STD 32.19688982 5.062441363 0.326748222 0.291094993 0.169042623 13.58954801 1.663943213 0.599341731

Table. 3. 가교 처리된 돼지 인대의 물리적 강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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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γ-PGA 처리의 조건에 따른 돼지 인대의 물리적 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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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무처리군의 돼지 인대의 물리적 특성을 보면  Maximum load (최대 하중)의 값은 

918.25 ± 30.32 N을 나타냈으며, 최대 하중 시에 측정되는 측정값에서는 Tensile stress at

maximum load (최대 하중 인장 응력)는 32.96 ± 3.97 MPa의 측정값을 가졌으며, Tensile strain

at maximum load (최대 하중 인장 변형률)에서는 8.41 ± 0.79 %를, Tenacity at maximum load

(최대 하중 인성)은 7.05 ± 0.14 N/tex의 값을 나타내었고, Energy at maximum load (최대 하중 

에너지)의 측정값은 2.54 ± 0.24 J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Modulus (Automatic Young's)의 값

에서는 292.92 ± 14.49 MPa의 값을 가졌으며, 샘플 조직의 끊어질 때 측정되는 측정항목에서는 

Tensile stress at break (standard)가 22.97 ± 2.93 MPa의 측정값을 나타냈고, 마지막으로 Tensile

strain at break (standard)에서는 12.23 ± 1.60 %의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30 kGy 감마선 조사만 

처리한 경우에는 최대하중이 530.59 ± 50.38 N으로 약 42.2 % 감소하였으며, 최대 하중에서의 인

장 응력의 값은 29.30 ± 4.87 MPa를, 인장 변형률은 5.21 ± 0.87 %, 인성의 값은 5.81 ± 0.30

N/tex를 가졌으며, 에너지는 1.79 ± 0.21 J을 나타내었다. 또한 조직이 끊어지는 시점에서의 인장 

응력은 12.34 ± 1.47 MPa, 인장 변형률에서는 9.05 ± 1.17 %를 기록하여 감마선 조사에 의해 조

직 변형이 일어나 값이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Modulus (Automatic Young's)의 값에서는 

434.54 ± 10.96 MPa를 기록하여 측정값이 증가함을 보였다.

나머지의 γ-PGA 처리군은 γ-PGA 처리농도를 각각 0.1, 0.5, 1, 5 %로 하여 30 kGy의 감마선

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비교 관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최대 하중 값은 각각이 601.97 ± 42.41 N, 629.88 ± 23.02 N, 848.44 ± 35.99 N,

789.68 ± 32.20 N의 측정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0%의 530.59 ± 50.38 N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

나 처리군들의 측정값중에서 1%의 γ-PGA 처리군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최대 하중에서의 인장 응력의 값은 0.1 %, 0.5 %, 1%, 5 %의 γ-PGA에 따라 각각 

26.46 ± 3.56 MPa, 27.80 ± 2.34 MPa, 47.58 ± 4.03 MPa, 33.67 ± 5.06 MPa의 측정값을 가졌으며,

0.1, 0.5 %의 처리군은 감마선만 조사한 처리군에 비해 낮았으며 나머지 1, 5 %는 대조군보다도 

높게 나타남이 관찰되었다. 인장 변형률은 처리군 별로 각각 6.57 ± 0.73 %, 6.39 ± 0.69 %, 8.06

± 0.68 %, 7.17 ± 0.33 %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처리군의 측정값이 조사만 실시한 실험

군에 비해 값이 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인성의 측정값은 각각 5.28 ± 0.37 N/tex, 5.07 ±

0.33 N/tex, 6.33 ± 0.20 N/tex, 5.97 ± 0.29 N/tex로서 1, 5 % 처리군에서만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대 하중에서의 에너지값은 각각 1.89 ± 0.14 J, 1.32 ± 0.22

J, 2.56 ± 0.15 J, 1.98 ± 0.17 J을 가졌으며, 0.5 %에서의 값이 가장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Modulus (Automatic Young's)의 값은 0.1 %, 0.5 %, 1%, 5 %의 γ-PGA에 따라 각각 427.23

± 13.76 MPa, 419.21 ± 9.76 MPa, 359.7 ± 12.71 MPa, 338.40 ± 13.59 MPa의 값을 나타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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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에 의해 434.54 ± 10.96 MPa까지 증가하는 값이 γ-PGA의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샘플 조직이 끊어질 때의 측정값들을 살펴보면 먼저, Tensile stress at break (standard)에서

는 0.1, 0.5, 1, 5 %의 γ-PGA에 따라 각각 13.93 ± 3.87 MPa, 15.41 ± 3.11 MPa, 25.96 ± 2.07

MPa, 19.26 ± 1.66 MPa로 전체적으로 조사에 감소된 값보다 높게 관찰되었으며, 그 중 1% 처리

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Tensile strain at break (standard)값에서는 

처리군 별로 각각 9.65 ± 1.54 %, 8.34 ± 1.26 %, 10.54 ± 1.10 %, 11.52 ± 0.60 %로  감마선 처리

군에 비해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이 측정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대조군보다는 

낮았으며, 5 % 처리군이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물리적 강도 측정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1 %의 γ-PGA 처리군에서 측정값이 안정

되게 나타났으며 1 % 이상인 5 %에서는 측정값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1 % γ-PGA 처리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약해지는 돼지 인대의 물리적 강도를 유지 

및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라. γ-PGA 처리의 조건에 따른 돼지 인대의 hydroxyproline 측정 및 비교

가교제 첨가 후 콜라겐 분해효소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함으로써 인대를 구성하는 콜

라겐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불용성 콜라겐은 콜라겐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면서 

가용성 형태의 hydroxyproline이 형성되는데, 이 hydroxyproline의 양은 곧 콜라겐 분해

능을 나타낸다. 즉 hydroxyproline의 양이 적을수록 콜라겐의 구조적 안정성을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측정한 결과 30 kGy 감마선 조사에 의해 콜라겐이 분해됨으로써 콜라겐분해효소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콜라겐구조가 감마선 조사에 의해 불안

정 하여 Hydroxyproline의 생성이 많아짐을 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γ-PGA의 처

리군에서는 γ-PGA에 의해 콜라겐구조의 변화가 적게 일어나 콜라겐분해효소에 적게 반

응하여 측정값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γ-PGA의 처리 농도 의존적으로 값이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1% 이후에는 대조군과의 차이가 거의 없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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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돼지 인대의 hydroxyproline 측정.

앞의 결과와 종합하여 볼 때 1 % γ-PGA의 처리가 최적 공정임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사료되었다.

마. 조사선량에 따른 γ-PGA의 점도 측정

γ-PGA를 처리한 돼지 인대 조직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여 비처리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처

리군 보다 비슷한 강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점성이 강한 생분해성 고분자 

(biodegradable polymers)인 γ-PGA가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들 사이에 껴들어가거나 

cross-linking됨으로써 조직을 더욱더 안정적인 구조로 만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γ-PGA의 효

과와 함께 감마선 조사 후 인장강도를 측정해 보았을 때, γ-PGA의 비처리군은 비조사군과 비교

했을 때 강도가 훨씬 낮아졌지만, γ-PGA 처리군은 감마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비조사군과 거의 

비슷하거나 높은 강도를 나타냄으로써 감마선 조사에 대해 안정적인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점성

이 강한 γ-PGA가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들 사이에 껴들어감으로써 free radicals에 대한 경쟁적

인 반응을 통해 조직성분을 보호한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물에 녹인 γ-PGA는 1 %에서 선량에 

따른 감마선 조사에서도 그 점성이 증가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Fig. 28). 낮은 농도의 γ

-PGA에서는 낮은 점성을 가지고 있고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점성이 없어졌으며, 이는 앞에서 보인 

결과인 낮은 농도의 γ-PGA 처리 후 감마선 조사한 돼지 인대에서는 물리적 강도가 떨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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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γ-PGA 처리 후 감마선 조사한 인대 조직의 콜라겐분해효소

에 대한 저항성을 확인하였을 때, 30 kGy 조사 후에 비처리군보다 γ-PGA 처리군이 더 낮은 

hydroxyproline contents를 나타냄으로써 즉, 같은 시간 동안 콜라겐분해효소에 대한 저항성이 더 

높음으로써 구조적으로 더 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7). 그러므로 감마선 조사에 의한 멸

균과 함께 γ-PGA의 사용은 tissue allografts 또는 xenografts로서 사용될 이종인대조직에 있어 조

직의 구조적 안전성과 함께 생체에 무해한 안전한 첨가제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27. 돼지 인대의 농도와 감마선선량에 따른 점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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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사선량에 따른 γ-PGA 처리에 의한 콜라겐 구조 분석

Fig. 28.는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돼지 인대의 collagen을 분석한 것으로 방사선 조사를 하

지 않은 대조구에서 분자량 100 kDa이상의 α, β, γ-chains을 포함하는 collagen 사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 kGy 이상의 조사선량에서 100~200 kDa 부근의 collagen분자가 소실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30 kDa 이하의 저분자 물질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γ-PGA를 처리하여 감마선 조사를 실시한 실험군에서는 20 kGy에서 까지 α, β-chains

이 관찰되었으며, 30 kGy에서는 α-chain이 관찰되었다. 이는  γ-PGA의 비처리군에 비해 진하게 

발현 되는 것으로 보아 γ-PGA 처리는 돼지 인대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collagen 구조 변화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Fig. 28. 돼지 인대의 γ-PGA 처리 후 조사선량에 따른 콜라겐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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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γ-PGA 처리된 돼지 인대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전자스핀공명(ESR) 분석

γ-poly(glutamic aicd) (γ-PGA)는 친수성의 생분해성고분자로서 한 개의 glutamic acid

의 α-carbon에 있는 amino group과 다음 glutamic acid의 γ-carbon에 있는 carboxyl

group사이에 amide bond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polyamino acid이다. 생분해성 고분자란 

적어도 분해의 한 과정에서 생물의 대사가 관여하여 저분자량 화합물로 변하는 고분자 

물질로서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폐기 후에는 자연계의 미생물

에 의해 신속하게 분해되며 자연환경 속에서 유해물질을 생성하지 않는다.

감마선 조사한 polymers은 대부분 free radicals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분해되거

나 가교될 수 있다. Solution에 존재하는 효소나 단백질들은 같은 방법으로 불활성화 되

거나 파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polymer와 효소나 단백질들이 같은 솔루션에 존재하는 

경우, 감마선 조사에 의해 발생되는 free radicals 에 대해 경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결

론적으로 polymers에 의한 반응하는 free radicals의 억제 (또는 radicals 소거능)로 효소 

또는 단백질들은 불활성화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ESR(전자스핀공명)분석법으로 γ-PGA 처리 된 돼지 인대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free radicals을 측정하여 보았다(Fig. 29). 결과는 γ-PGA를 처리 하지 않고 조사만 

한 실험군의 경우 조사선량이 증가 할수록 free radicals의 값이 증가함을 나타냈으며, γ

-PGA의 처리군에서도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free radicals의 값이 증가함을 나타났다.

그러나 γ-PGA의 처리군의 경우 γ-PGA의 비처리군에 비해 free radicals의 값이 낮게 관

찰되었다. 이는 감마선 조사를 할 때 γ-PGA는 free radicals을 이용하여 가교결합

(cross-linking)이 일어나며, 이러한 가교결합으로 인해 줄어든 free radicals이 돼지 인대에 

영향을 적게 주어 조사 후에도 돼지 인대의 물리적 강도와 다른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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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γ-PGA 처리된 돼지 인대의 감마선조사에 의한 ESR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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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방사선 영향평가 및 멸균 공정 최적화

1. 재료 및  방법

가. 실험재료 및 방법 

γ-PGA를 처리한 돼지 인대 조직을 인장강도를 측정하여 비처리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처

리군 보다 비슷한 강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점성이 강한 생분해성 고분자 

(biodegradable polymers)인 γ-PGA가 인대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들 사이에 껴들어가거나 

cross-linking됨으로써 조직을 더욱더 안정적인 구조로 만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γ-PGA의 효

과와 함께 감마선 조사 후 인장강도를 측정해 보았을 때, γ-PGA의 비처리군은 비조사군과 비교

했을 때 강도가 훨씬 낮아졌지만, γ-PGA 처리군은 감마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비조사군과 거의 

비슷한 강도를 나타냄으로써 감마선 조사에 대해 안정적인 것을 보여주었다.

본 절에서는 더 향상된 가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γ-PGA에 생체적합 천연가교제의 이화학

적 병용처리 기술을 확인하여 보았다. 방법은 앞 절에서의 처리방법을 이용하여 물리적 강도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가. 조직변성 억제를 위한 이화학적 병용처리 기술 개발 

(1) γ-PGA와 Vitamin C의 병용처리에 따른 물리적 강도 비교 분석

앞의 결과에서 1 %의 γ-PGA 처리가 감마선 조사 후 돼지 인대의 물리적 강도를 증진 및 보

존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Vitamin C 만 처리할 경우 산성도가 높아 

돼지 인대에 역효과를 보였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γ-PGA와 Vitamin C를 농도별 

처리하여 병용 처리하여 보았다 (Fig. 30).

그 결과 대조군의 Maximum load (N, 최대하중) 값은 861.27 ± 21.08 N이었으며, 30 kGy 감

마선 조사군에서는 553.61 ± 26.82 N으로 약 35.7 % 감소하였다. 1 %의 γ-PGA 처리에 의해서는 

910.43 ± 21.65 N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Vitamin C는 1%의 γ-PGA 와 함께 각각 0.1, 0.3,

0.5, 0.7, 1 % 처리하여 감마선 조사하여 최대하중 값을 측정하였다. 그 값은 각각 830.47 ± 30.87

N, 721.08 ± 25.27 N, 637.23 ± 23.98 N, 584.58 ± 22.30 N, 539.48 ± 27.05 N을 가졌다. 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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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γ-PGA에 의해 증가되는 물리적 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Vitamin C의 산성도가 γ-PGA의 가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30. γ-PGA 처리된 돼지 인대의 Vitamin C 농도에 따른 물리적 강도 비교.

(2) γ-PGA와 Glucose의 병용처리에 따른 물리적 강도 비교 분석

Vitamin C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γ-PGA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Glucose를 병용 처리하여 비교 분석 하여 보았다(Fig. 31).

처리는 1 % γ-PGA와 함께 0.001, 0.05, 0.1 M의 Glucose를 처리하여 Maximum load (N, 최대

하중) 값을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대조군에서는 859.43 ± 31.21 N을, 30 kGy 감마선 조사군에

서는 527.69 ± 25.77 N의 값을, 1 % γ-PGA하여 조사한 처리군에서는 898.31 ± 22.69 N을 가졌다.

Glucose 처리군에서는 0.001 M 처리에서 870.47 ± 35.91 N, 0.05 M 처리군에서는 877.64 ± 28.47

N, 0.1M 처리군에서는 884.29 ± 24.81 N의 측정값을 기록하였다. Glucose 처리만 했던 실험군에

서도 돼지 인대의 물리적 강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결과를 앞에서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도 γ-PGA와 Glucose의 병용처리 결과도 앞에서 확인한 결과와 같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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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γ-PGA 처리된 돼지 인대의 Glucose 농도에 따른 최대하중(Maximum load, N)

비교.

(3) 최적 방사선 융합 공정 확립 및 미생물학적 안전성 검증

앞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최적 공정을 확립하였다 (Fig. 32). 약 6 개월된 100 kg 전

후의 돼지를 도살한 당일 후지에서 인대를 적출하고, De-epidermization, 및 De-cellularization 과

정으로 이루어진 De-cellularization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는 돼지 인대에 남아 있는 세포성 

물질들을 제거 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종 간 특히 사람에게 항원으로 작용하여 면역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Galactose-α-(1,3)-galactose의 제거를 위해 10 unit/mL 농도의 

a-galactosidase를 처리 하였다. 여러 가교제를 사용하여 가장 좋은 효과를 가진 γ-PGA를 찾았으

며, 1 % γ-PGA를 처리한 돼지 인대를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30 kGy의 감마선 조사를 실시

하였다. γ-PGA 처리된 돼지 인대는 박테리아 및 곰팡이 등의 미생물 평가를 거쳤으며, 30 kGy에

서 완전 사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강도 측정 및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대의 구조

적 변화를 조직학적 분석 및 분자적 분석을 통해 동물 실험(토끼, 개)을 거쳐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공정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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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최적 방사선 융합 공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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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단기 동물모델(Rabbit)을 이용한 돼지인대 이식

실험 및 적합성 평가

1. 재료 및 방법

가. 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된 토끼는 New Zealand White Rabbit으로써 3.5 ~ 4.0 kg의 수컷을 사용하였다.

SPF시설에서 충분한 먹이를 주고 자동급수가 설치된 토끼 cage에서 사육하였다. 이식에 사용한 

돼지 인대/건은 인장강도 증진효과 및 생체적합성이 우수하고 다른 화학물질에 비해 안전성이 높

은 γ-PGA(polyglutamic acid)를 이용하여 방사선(30 kGy) 가교처리한 것을 이용하였으며, 모두 5

마리의 토끼를 이식하였다.

나. 돼지 인대/건의 이식

실험동물의 마취는 ketamine (40mg/kg)과 rompun (5mg/kg)을 사용하였으며, povidon iodine

으로 수술할 후지를 소독 후 멸균한 천으로 덮어 진행하였다(Fig. 33). 수술 부위는 tendon과 경골

이 있는 후지의 약 1/3의 부분으로 피부 절개 후 근막과 tendon 막을 절개한 후 토끼의 tendon

을 약 2 cm 정도 절단 후 돼지의 tendon을 이식하였다. 이식 후 2/0 폴리프로필렌을 이용하여 

single Modified Kessler suture pattern으로 봉합하였다. 수술 부위는 소독 후 붕대로 감아서 cage

에 넣어 매일 관찰하였다(Fig.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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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토끼를 이용한 돼지 인대이식

다. 혈액학적 분석 검사

수술한 토끼에서 1주, 3주, 6주, 12주에 각각 귀 뒤의 정맥혈관에서 5 mL의 혈액을 채취하여 

EDTA가 함유된 CBC 용기에 담아 보관 후 혈구분석기 (ADVIA 2010, SIEMENS, Germany)를 이

용하여 혈핵학적 분석 검사를 실시하였다.

라. Cytokine 측정

토끼에서 채취한 혈액을 3000 rpm에서 10분간 centrifuge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혈청

은 각각 Rabbit Interleukin 6 (IL-6) Kit(Cusabio Biotech Co., Ltd. China)와 Rabbit Tumor

Necrosis Factor a (TNF-a) Kit (Cusabio Biotech Co., Ltd. Chin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흡광도 

450 nm에서 측정하였다.

마. 이식인대의 조직학적 분석

수술한 토끼에서 이식한 인대를 적출하였다. PBS로 세척한 후10% NBF (Neutral Buffered

Formalin)에 고정을 하였다. 조직표본제작을 위하여 고정된 조직을 흐르는 물에 세척 후 고정된 

돼지 인대의 개체별 조직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코올 탈수과정 및 xylene 투명화 과정을 거쳐 

파라핀으로 포매하였고, 박절기(HM 315; Microm, Germany)를 사용하여 5 μm 두께의 연속 가로 

절편으로 박절하여 표본을 제작하였다. 전반적인 조직학적 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hematoxy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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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osin (H&E) 염색을 시행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가. 이식 후 토끼에서의 혈액학적 분석 검사

이식수술 후의 토끼의 염증여부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학적 분석 검사를 실시하였다. 동물의 

몸은 자신의 방어기작의 하나로 면역반응을 가진다. 자신의 조직 및 혈액을 제외한 외부 인식 물

질에 대해서는 항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면역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중의 하나로 백혈구, 대식

세포, 림포사이트 등를 예로 들 수 있다. 혈액학적 분석을 측정함으로써 면역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거부반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혈액학적인 측정 결과 (Fig. 34, 35) 수술을 하지 않은 대조군 (Normal)에 비해 염증 유발 대조군

(LPS; 20 mg/kg body weight)에서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백혈구,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 및 림포

사이트들의 수치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γ-PGA 처리 후 30 kGy 감마선 

조사된 돼지 인대가 이식된 이식군에서는 1주차 3주차 모두에서 normal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종 이식된 처리구에서는 염증

성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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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인대이식 후 토끼의 혈액학적 분석.



- 65 -

Fig. 35. 인대이식 후 토끼의 혈액학적 분석.



- 66 -

나. 이식 후 토끼에서의 Cytokine 분석

가교결합 형성을 위해 γ-PGA 처리되고 30 kGy의 감마선 선량으로 멸균된 돼지 인대를 토끼에 

이식한 후 염증 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1주차와 3주차의 혈액을 채혈하여, 혈액내의 염증성 사

이토카인의 함량을 측정하였다(Fig. 36-39). 염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이토카인은 Tumor

necrosis factor (TNF) α와 Interleukin (IL) 6이며 이러한 사이토카인류는 염증반응에 의해 급격하

게 증가한다고 알려져있다. 또한 염증성 대조구인 LPS 처리군 (20 mg/kg body weight)과 비교하

여 염증여부에 관하여 관찰하였다. Fig. 및 은 인대 이식 수술후 주차별 사이토카인의 변화를 나

타낸다. 실험결과 TNF-α의 농도는 아무것도 이식하지 않은 Normal군 (97.8 ± 8.96)에 비하여 LPS

로 염증을 유발시킨군(5013.1 ± 150.35)에서 약 50배 이상 사이토카인의 증가를 관찰 할 수 있었

으며, 토끼에 γ-PGA 처리 후 30 kGy 조사된 돼지 인대를 삽입한 Xenograft구의 1주차(87.3 ±

9.39)와 3주차(86.9 ± 7.99)는 Normal군에 비교하여 볼 때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염증성 소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36. 이종이식 후 토끼의 혈액에서의 TNF-a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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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이종이식 후 토끼의 혈액에서의 TNF-a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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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6의 농도 또한 Normal군 (381.6 ± 38.95)에 비하여 LPS로 염증을 유발시킨군(8956.3 ±

516.45)에서 약 23배 이상 사이토카인의 증가를 관찰 할 수 있었으며, 토끼에 γ-PGA 처리 후 30

kGy 조사된 돼지 인대를 삽입한 Xenograft구의 1주차(349.2 ± 49.56)와 3주차(327.4 ± 47.93)는 

Normal군에 비교하여 볼 때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염증성 소견이 없는 것

으로 사료된다.

Fig. 38. 이종이식 후 토끼의 혈액에서의 IL-6 분석 (1~3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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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이종이식 후 토끼의 혈액에서의 IL-6 분석(1~12주).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γ-PGA로 가교 결합되고 30 kGy 선량의 감마선으로 멸균된 돼지

인대의 토끼인대로의 이종이식은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장기간의 실험

결과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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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식 인대의 생착성 확인 및 조직학적 분석

γ-PGA 처리후 30 kGy 방사선 조사된 돼지 인대의 이식 후 (3주차) 토끼로부터 돼지 인대 이

식 부위를 적출하여 조직학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시술전 토끼와 돼지의 인대의 조직을 

비교한 그림을 Fig. 40에 나타내었다. 육안 관찰 결과 토끼의 인대가 돼지의 인대보다 작고 얇았

으며, 보다 정밀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H&E 염색법으로 염색하여 인대 조직을 관찰한 결과 토끼

의 인대에서 돼지의 인대보다 밀집된 형태의 구조가 관찰되었다.

한편, 돼지 인대를 토끼에 이식하여 3주후 토끼로부터 이식 인대를 적출한 후 접합부 조직을 

관찰한 결과 접합부 주변에 새로운 신생 혈관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세

포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41)

또한, Fig. 43.은 토끼 인대와 돼지 인대 및 두 인대간의 접합부를 확대하여 조직 검경을 실시

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토끼 인대와 돼지인대 사이이의 접합부에서는 많은 면역세포 및 섬유모

세포들이 관찰되어 졌으며, 이러한 다양한 세포들은 두 조직간의 융화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결과를 위해서는 접합부위의 다양한 세포들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γ-PGA 처리 후 30 kGy 방사선 조사된 돼지 

인대의 이식은 면역 거부반응을 유도하지 않고 잘 생착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장기간 동안 

이식부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변화를 관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40. 이식 전 토끼와 돼지 인대 조직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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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이식 후 토끼 인대와 돼지인대 조직 접합부 관찰 ○: 혈관 형성 부위

Fig. 42. 이식 후 돼지 인대의 생착성 및 대 접합부위의 조직학적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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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방사선 조사 돼지 건의 개 동물모델을 이용한

인대 이식 후 중기/장기 평가

1. 재료 및 방법

가. 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된 개는 비글 견(8~11kg)이고 모두 암컷을 사용하였다. 일반 개 케이지에서 

일반 개 사료와 물을 제한급식 하며 사육 되었다. 이식에 사용한 돼지 건은 인장강도 증

진효과 및 생체적합성이 우수하고 다른 화학물질에 비해 안전성이 높은 γ-PGA

(polyglutamic acid)를 이용하여 방사선 (30 kGy) 가교 처리한 것을 이용하였으며, 모두 

20마리의 개를 이종이식 실험에 이용하였으며, 평가 비교하기 위해 동종이식(비글견 건)

용 2마리를 이식에 이용하였다.

Fig. 43. 이종인대의 전처리 과정.

나. 돼지 건의 이식

실험동물(개)의 마취는 propofol (6 mg/kg)을 이용하여 전 마취 한 후 이소플로란을 

이용한 흡입마취기를 사용하여 유지하였다. 수술할 부위는 povidon iodine 소독하였고 

멸균한 천을 덮어 수술을 진행하였다. 수술 할 인대의 부위는 비글견 뒷다리 무릎 관절 

바깥쪽에 위치한 lateral collateral ligament (외측부 인대)이고, 수술은 외측 관절 부위를 

피부 및 근막을 절개 하여 인대를 후 오픈 시킨 후 대퇴골 쪽 붙어있는 인대을 뼈에서 

잘라 낸 뒤 절반 만 남기고 인대를 절개 한다. 그리고 나서 방사선 조사한 돼지 건을 대

퇴골에 구멍을 뚫어 스크류 (Bio-Tenodesis screw with handled inserter, 3×8 mm,

Arthnex)를 이용하여 고정한 뒤 남은 측부 인대와 봉합사를 이용하여 Modified buunell

suture 방법으로 봉합하였다. 봉합 후 근막과 피부층을 봉합 한 후 수술부위는 소독 후 

움직일 수 없게 고정대를 댄 뒤 붕대를 감아서 케이지에 넣고 일주일에 한차례 후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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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며 관찰하였다.

Modified bunell suture

Fig. 44. 이종인대 수술 과정.



- 74 -

다. 이식 건의 조직학적 분석

수술한 개를 안락사 시킨 후에 이식한 측부 인대를 적출하였다. 적출한 인대를 saline

으로 세척한 후에 표본 만들기에 적절한 크기로 자른 뒤 4% 포르말린에 고정하였다. 샘

플 embedding 과정은 오토 프로세싱 기계를 이용하여 알콜 탈수와 xylene 투명화 과정

을 거쳐 파라핀으로 embedding을 하였다. 조직은 microtome (박편 절단기)을 이용하여 

5um 두께의 연속 가로 절편으로 박절하였다. 일반적인 조직학적 분석을 위하여 

hematoxylin & eosin (H&E) stain을 시행하였다.

라. 면역염색법을 이용한 이식인대의 콜라겐/혈관형성 분석

이식한 돼지 건과 개인대의 결합 여부 및 결합 부위의 콜라겐 형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Masson’s trichrome stain을 실시하였고 두 인대의 결합 부위의 신섬유화 및 혈관 

형성 여부 확인을 위해 α-SMA (smooth muscle actin) 면역염색을 시행하였다. α-SMA 면

역조직학적 표출은 진행성의 신섬유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근육섬유모세포이다. 근육섬유

모세포는 α-SMA로 발현되어 검출되며 신섬유화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 근육섬유모세포

의 활성은 증식하는 섬유세포들은 상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으로부터 섬유소 기질

로 이동한 섬유 모세포들과 같은 조직에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유도로 인해 섬유 수축성 

기구들을 통해 상처 부위를 수축하게 된다. 이때 혈관 형성을 함께 관찰 할 수 있다.

마. 혈액학적 분석

혈액학적 분석은 일반적인 상태를 측정하기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분석이다. 특

히 이식한 돼지 건에 의해 염증 및 감염성 질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혈액학적 분석을 통

해 진단 할 수 있다. 돼지 건을 이식한 이종이식과 개 인대를 이식한 동종이식으로 나누

어 혈액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대의 이식 전과 후로 나누어 채혈을 실시하였고 채혈

한 혈액은 신선도를 지키기 위해 채혈 후 혈액 및 혈구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

술한 비글 견은 수술 전, 수술 후 1일, 3일, 5일, 7일, 1 개월, 3 개월, 12 개월째에 각각 

목의 정맥혈관에서 5ml의 혈액을 채취하여 EDTA가 함유된 CBC 용기에 담아 보관한 후

에 혈액 및 혈구 분석기 (Heska Vet ABC Animal Blood counter, USA)를 이용하여 

WBC (백혈구 수치), RBC (적혈구 수치), HGB (헤모글로빈), HCT (빈혈 수치), PLT (혈

소판 수치) 를 측정 후 분석하였다.

바. Cytokines 분석

Cytokines 분석은 일반적으로 이식한 건에 의한 염증 및 면혁학적인 문제를 진단할 

때 분석하는 측정 방법이다. 돼지 건을 이식한 이종이식과 개 인대를 이식한 동종이식으

로 나누어 cytokine의 발현여부를 분석하였다. 수술한 개에서 채취한 혈액을 3000rpm에

서 15분간 centrifuge하여 혈청을 분리하였고, 분리된 혈청은 Ep-tube에 담아 -20℃에서 

보관하였다. 분리한 혈청에서는 주로 염증 관련 인자인 Dog interleukin 6 (IL-6) (Canine

IL-6 immunoassay, R&D systems, U.S.A), TNF-α (Canine TNF-α immunoassay,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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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U.S.A), IL-1β (Canine IL-1β ELISA Kit, Bethyl Labolatories, U.S.A) 를 중심으

로 kit을 이용하여 측정 분석하였다.

ELISA 실험 방법은 각 well에 100~150 ul의 serum을 넣고 실온에서 2시간 incubate한 

뒤에 100~150ul의 Conjugate 용액을 각 well에 넣어준 뒤 다시 실온에서 2시간  incubate

시켜 준다. 그리고 나서 100ul의 Substrate 용액을 각 well에 넣은 뒤 차광된 곳에서 30분

간 incubate 해주고 나서 stop solution을 100ul넣고 흡광도 450nm에서 측정하였다.

사. 이식 건의 인장력 분석

돼지 건을 이식한 이종이식과 개 인대를 이식한 동종이식 및 이식을 하지 않은 개인대

로 나누어 인장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대 및 건의 물리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대가 

견디는 최대 하중 측정을 위해 maximum load(N, 최대 하중), 최대 하중시 가지는 인장

응력, 인장 변형율, 인성, 에너지 측정을 위해 Tensile stress at maximum load (MPa, 최

대 하중 인장 응력)을 측정하였다.

이식된 돼지 인대의 인장 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장력 측정기 Instron® (Instron, Model

No.5569, Mass, USA)를 사용하여 인장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때 정상 개의 인대를 대조군로 사

용하여, 이식 후 인장강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인장강도 측정을 위한 인장력 측정기의 세부조건

으로 30 kN 용량의 load cell을 사용하였고, 인장 속도는 분당 1 mm를 유지하면서 X-Y 기록계에 

표시하여 최대 인장력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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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건의 이식 (이종이식)

Fig. 45. 방사선 조사 돼지 인대/건의 이종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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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킬레스건의 이식 (동종이식)

동족이식은 2마리의 비글 견(8~11kg)에서 진행되었고, 동일동물의 방사선 조사 된 아

킬레스건을 사용하였다. 수술 방법 및 수술 후 처치/관리는 이종이식과 같다.

Fig. 46. 방사선 조사 개 아킬레스건을 이용한 동종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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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인대 샘플 채취

수술 후 이종이식 군 총 10마리를 3개월 후 5마리, 12개월 후 5마리 그리고 수술 개방

창만 만든 대조군 5마리, 정상 대조군 5마리를 정맥에 KCL을 주입 해 안락사 시킨 뒤에,

수술부위를 절개 한 후 돼지 건과 개 인대가 결합되어 있는 부위를 한꺼번에 적출하기 

위해 뼈에 붙어 있는 채로 적출하였다. 적출 후 분석을 위해 Trimming을 한 후 saline에 

담아 보관하였다.

Fig. 47. 수술 후 3개월 후 이식한 인대 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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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및 고찰

Fig. 48. 이종인대 실험 모식도 

가. 이식 건의 생착성 확인 

γ-PGA(polyglutamic acid)를 이용하여 방사선(30 kGy)으로 가교 처리한 돼지 건의 이

식 후 3개월, 12 개월 뒤 돼지 건 이식 부위를 적출하여 조직학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49. 인대구조 (돼지, 개)

이식 수술 전 방사선 조사 한 돼지 건과 방사선 조사하지 않은 개 관절 측부 인대를 

비교한 사진으로 H&E 염색법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방사선을 조사한 돼지의 건은 다

소 튜브 형태의 콜라겐 구조가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

은 개 인대의 경우 콜라겐 구조가 응집되어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방사선을 조사한 

돼지의 건에서보다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개 인대에서 밀집된 형태의 구조를 관찰 할 

수 있었다.

나. 이식 인대 접합부위의 조직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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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부위 돼지 건과 개 인대 접합부위 (H&E stain) 

Fig. 50. 인대접합부 구조 (돼지, 개)

수술 후 이식한 개 측부 인대에서의 접합부위를 적출한 후 접합부 부위를 관찰한 결과 

돼지 건과 개 인대 접합부 사이에 다양한 세포가 밀집해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많은 면역세포 및 섬유모세포들이 관찰되어졌으며, 이러한 다양한 세

포들은 두 조직 간의 융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려 된다.

다. H&E 염색과 면역염색법을 이용한 이종이식인대의 혈관/콜라겐형성 분석

다-1. 이종이식인대의 3개월 후 평가

방사선 조사 된 이종 돼지 인대의 이식 수술 3개월 후 이식 된 부위를 적출 한 뒤 접합

부위를 파라핀 절편을 만든 뒤 H&E 염색, Masson’s trichrome 염색, Smooth muscle

actin 염색 등을 실시하여 관찰하였다.

H&E 염색에서 보여 주듯이 염증세포 관찰 없이 접합부위에서 혈관형성을 비롯하여 회복

을 돕는 다양한 세포가 존재하였으며, 돼지 건과 개 인대간의 융화가 잘 진행 된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또한 Masson’s trichrome 염색을 통해 전체적으로 접합 부위에서 콜라

겐의 구조의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α-SMA 염색에서는 보다 또렷한 결

합 부위는 관찰하기는 조금 힘들었으나 각 조직 사이에서 신생 혈관이 형성 되어 회복을 

돕고 있는 것을 판단되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방사선 조사 된 돼지 건에서 혈관형성 

및 콜라겐화와 함께 결합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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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이종이식 후 3개월 조직 생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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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동종인대의 3개월 후 평가

방사선 조사 된 동종 개 아킬레스건의 이식 수술 3개월 후 이식 된 부위를 적출 한 뒤 

접합부위를 파라핀 절편을 만든 뒤 H&E 염색, Masson’s trichrome 염색, Smooth muscle

actin 염색 등을 실시하여 관찰하였다.

H&E 염색에서 보여 주듯이 동종 이식 된 접합부위에서 혈관형성을 비롯하여 다양한 세

포가 존재하였으며, 두 인대와 건의 융화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또한 Masson’s trichrome 염색을 통해 전체적으로 접합 부위에서 콜라겐의 구조가 회

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MA 염색에서는 보다 선명하게 많은 혈관들이 형

성되어 회복을 돕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동종이식된 아

킬레스건은 혈관형성 및 콜라겐화의 진행 모두 결합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Fig. 52. 동종이식 후 3개월 조직 생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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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이종인대의 12개월 후 평가

방사선 조사 된 이종 돼지 건의 이식 수술 12개월 후 이식 된 부위를 적출 한 뒤 접합

부위를 파라핀 절편을 만든 뒤 H&E 염색, Masson’s trichrome 염색, Smooth muscle

actin 염색 등을 실시하여 관찰하였다.

Fig. 53. 이종이식 후 12개월 조직 생착성 확인 

H&E 염색에서 보여 주듯이 접합부위에서 3 개월째 보다 또렷한 혈관형성을 비롯하여 회

복을 돕는 다양한 세포가 존재하였으며, 두 건과 인대간의 융화가 잘 진행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Masson’s trichrome 염색을 통해 전체적으로 접합 부위에서 콜라겐의 

구조의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SMA 염색에서는 12개월 후의 조직에

서 보다 결합 부위가 융합된 것이 관찰 되었으며, 조직 사이에서 신생 혈관이 형성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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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돕고 있는 것을 판단되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방사선 조사 된 돼지 건에서 

혈관형성 및 콜라겐화와 함께 결합이 안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다.

라. 인대 이식 후 비글 견에서의 혈액학적 분석

방사선 조사 된 돼지 건의 이식 수술 후 이식된 개의 체내에서 염증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서 혈액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물은 면역학적으로 이물질이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방어기작 반응을 일으킨다. 자신의 체조직 및 혈액을 제외한 외부 물질에 대해 항원으로 

인식하게 되어 강렬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때 면역반응의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이 

백혈구이다. 혈액학적 분석을 통해 방사선 조사 된 건의 이식 한 개에서 거부반응을 확인

하였다. 이 검사를 통해 혈액 내 존재하는 WBC (백혈구 수치), RBC (적혈구 수치), HGB

(헤모글로빈), HCT (빈혈 수치), PLT (혈소판 수치)를 알 수 있었다.

혈액 분석 결과 수술을 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이종이식 된 개에서 수술 후 1일째 백

혈구가 수치가 가장 많이 증가 된 것 외에는 적혈구 수치, 헤모글로빈, 빈혈수치는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여 움직임이 없었으며, 단지 혈소판 수치가 다소 증가를 보이기는 했지만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를 결과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수술 

후 1일째의 백혈구 증가는 수술에 의한 염증성 반응으로 보이며, 방사선 조사 된 돼지 건

의 이식이 이식 된 개에서 염증성 반응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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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이종이식(돼지 건)을 이식한 비글견의 혈액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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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대 이식 후 비글 견에서의 Cytokines 분석

방사선 조사 된 돼지 건의 이식 수술 후 이식된 개의 체내에서 염증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서 혈청 내의 cytokines 함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염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이토카

인은 Interleukin(IL)-1β, IL-6 및 Tumor Necrosis Factor(TNF)-α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이

토카인은 염증성 반응에 의해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염증성 반응이 가장 심할 것

이라 생각되는 수술 후 1, 3, 5, 7일을 중심으로 1 개월, 3 개월, 12 개월로 나누어 사이토

카인의 혈청내량을 분석하였다.

사이토카인 분석 결과 수술을 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이종이식 된 개에서 수술 후 1일

째 IL-1β, IL-6, TNF-α가 수치가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 주었으나 3일째부터는 정상 대조

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를 결과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수술 

후 1일째의 사이토카인의 증가는 수술에 의한 염증성 소견으로 판단되며, 방사선 조사 된 

돼지 건의 이 이식 된 개에서 염증성 소견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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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이종이식(돼지 건)을 이식한 비글견의 Cytokine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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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식 인대에서의 인장력 분석

방사선 조사 한 돼지 건을 이식한 후 3개월, 12개월 후에 개의 인대를 적출하여 물리적 

강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식하지 않은 정상 개의 인대를 대조군으로 삼아 이식 된 후 

인대의 강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인대가 견디는 최대 하중 측정을 위해 maximum

load(N, 최대 하중), 최대 하중시 가지는 인장응력, 인장 변형률, 인성, 에너지 측정을 위

해 Tensile stress at maximum load (MPa, 최대 하중 인장 응력)을 측정하였다.

인대가 견디는 최대 하중을 측정한 결과 정상 대조군은 평균 87.79 N 이었으며, 돼지 건을 이종

이식한 군에서는 3개월 째 74.2 N, 12개월 째 82.6 N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정상 대조군에 비

교하여 이종이식 군에서의 최대 하중은 유의성이 보이지 않은 결과를 통해 3개월, 12개월 모두 

정상군에 가까운 최대하중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된다.

최대하중 인장 응력은 재료가 파괴되기까지 가할 수 있는 최대의 하중에서 재료가 외력을 받아 

인장하려고 할 때 이에 대응하여 재료 내에서 일어나는 응력으로 정상 대조군은 49 MPa 돼지 건

를 이종이식한 군에서는 3월 째 39 MPa, 12개월 째 44.5MPa를 나타내었다. 이종이식한 군은 정

상 대조군과 비교하여 변화가 작은 것으로 보였으며 유의성 또한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 

3개월, 12개월 모두 정상군에 가까운 최대하중 인장 응력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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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이식 후 3개월, 12개월 후의 최대하중 및 최대하중 인장응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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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식된 개의 보행 행동학적 분석

방사선이 조사된 돼지의 공여 건을 개의 외측부 인대에 치환하여 이식한 후 Control,

Sham, 3개월, 12개월 째 이종이식 군 20마리의 무릎관절에 대한 신체검사와 보행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술 후 이식한 인대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Robert Johnson Bandage를 적

용하였고 보행 검사를 하는 당일 Bandage를 제거하였다. 3개월 동안 Bandage가 적용되

어 있음으로 인해 근육의 위축과 관절의 운동성 및 ROM(가동 범위, Range of Motion)이 

정상보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가까운 보행을 보였다.

신체검사는 촉진을 통한 통증 호소나 염증의 유무, 외측부인대의 손상으로 인한 슬관절

의 내향 여부를 확인하였고, Passive Range of Motion (PROM)을 측정하였다. 신체검사

에서 이종 이식군 10마리 모두에게서 동통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부종감이나 열감 등의 

염증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슬관절의 내향이나 무릎뼈의 탈구 등의 합병증은 관

찰되지 않았다.

3개월 째 보행 검사 기간 나타난 부자연스러운 보행은 오랜 시간 Bandage 적용으로 인

해 근육 및 관절의 운동성이 떨어져 나타난 행동으로 인대 이식편이 제대로 부착되지 않

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Bandage 제거 후 재활치료를 

통해 후지의 근육 강화 및 관절의 운동성을 향상시켜 준다면 정상적인 보행에 가까운 결

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Bandage가 적용되어 있었던 후지의 근육이 전지

에 비하여 많이 위축되어 있고, 관절 운동을 3개월 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이 정상 보행을 위한 운동성이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전반적인 보행이 뻣뻣하였지

만, 12개월 까지 지켜보는 비글 견에서는 보행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보행이 점점 향상되

어 가는 양상을 보였다.

PROM은 정상 참조치 범위 (Flexion angle - 41 degree, Extension angle - 162 degree)

안에서 측정되었다. 보행 평가의 기준은 5에서 1까지의 점수로 평가하였고, 평가점수 5는 

정상보행 (normal), 4은 미약한 파행을 보이는 보행 (any subtle lameness), 3는 파행이 

있지만 체중부하를 하는 보행 (obvious but weight-bearing lameness), 2은 체중부하를 간

헐적으로 하지 못하는 파행이 있는 보행 (intermittent non-weight-bearing) 그리고 1은 체

중부하를 하지 못하는 파행 (non-weight-bearing lameness)으로 구분하였다. 보행 평가 

결과에서는 3개월 째 2마리에서는 2점, 3마리에서는 3점으로 평가되었으며, 반면에 12개

월 째 4마리에서는 4점 1마리에서는 1점으로 특이적인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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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후 3 개월 후 평가

 - 3개월 동안 Bandage를 해 주었기 때문에 다소

자연스럽지 못한 보행이 보이긴 했으나, 근육의

atrophy와 관절의 운동성 및 ROM(가동 범위, Range of

Motion)이 정상에 가까운 보행을 보임

- Collateral ligament의 한쪽를 제거 한 후 이식하였기

때문에 이식편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Stifle joint의 불안정성 및 후지의 외전

및 내전의 양상은 관찰되지 않음

- Bandage 제거 후 재활치료를 통해 후지의 근육 강화 및

관절의 운동성을 향상시켜 준다면 정상적인 보행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이식 후 12 개월 후 평가

- 1년 동안 cage안에서 사육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럽지 못한 보행이 초기에 보이긴 했으나, 적응

시간을 가진 후의 보행은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근육의 atrophy와 관절의 운동성 및 ROM(가동 범위,

Range of Motion)이 정상에 가까운 보행을 보임

Table 4. 이식 후 3개월, 12개월 후 보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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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파열인대 재건용 전임상용 제품개발

1. 재료 및 방법

가. 실험재료 및 채취방법

약 6 개월된 100kg 전후의 돼지를 도살한 당일 후지를 리온테그놀로지에서 제공 받았으며, 제

공받은 돼지의 후지를 냉장 보관 후 실험실로 옮겨 Tibialis tendon, achilles tendon 및 peroneus

longus tendon을 적출하였다. Tibialis tendon, achilles tendon 및 peroneus longus tendon은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로 세척한 후 PBS에 적신 거즈에 싸서 실험 전 까지 -70 oC에 

보관하였다.

나. 전임상용 제품개발을 위한 이종조직의 전처리 최적화 공정

(1) De-cellularization 공정

De-cellularization 과정은 크게 De-epidermization, 및 De-cellularization 과정으로 처리하였다.

De-epidermization과정은 1 M NaCl에 0.5% Triton X-100를 첨가하여 돼지로부터 적출된 다양한 

이종 조직(Tibialis tendon, achilles tendon, peroneus longus tendon) 을 24시간 침지하였다. PBS

로 30분씩 세 번 세척 한 후, De-cellularization과정에서는 10 mM HEPEs buffer (pH8.0)에 

Sodium deoxycholate를 2%첨가한 용액을 제조하여 De-cellularization 과정과 동일하게 24시간 동

안 침지 시킨 후 PBS로 30분씩 세 번 세척하였다.

(2) 면역원성 제거를 위한 α-Gal(Galactose-α-(1,3)-galactose)의 제거공정

De-cellularization 과정을 거친 이종조직(Tibialis tendon, achilles tendon, peroneus longus

tendon)을 PBS에 10 unit/mL의 농도로 희석한 α-galactosidase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2시간 반응

시킨 후 PBS로 10분씩 3번 세척하였다.

(3) 인장강도 증진을 위한 고 생분해성 천연 가교제(γ-PGA) 처리공정

상기 실험에서 γ-PGA 첨가 시 가장 높은 인장강도 및 콜라겐 분해 감소 효과를 나타낸 1%의 농

도를 사용하여 돼지로부터 적출된 다양한 이종 조직을 12 시간 동안 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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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장공정 

γ-PGA 처리된 이종조직은 폴리프로필렌 포장지에 1 차 포장 후 방사선에 안정적인 알루미늄 

폴리프로필렌 포장지에 2 차로 최종 포장하였다.

(5) 감사선 조사공정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Jeongeup, Korea) 내 선원 480 kCi, 60 Co 감마선 조사시설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

하여 γ-PGA에 침지된 이종조직을 실온 (14 ± 1oC)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3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조사하였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격에 준용

하여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였다.

다. 이종인대 전임상용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한 이종조직의 최적화 전처리 공정을 거친 최종 전임상용 제품의 안전

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최종제품에 대하여 멸균 전문 업체인 그린피아(주)에 외

부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 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가. 파열인대 재건용 시술재료 개발을 위한 이종조직 적출 및 공정 최적화

이식 수술은 현재 결손된 장기 및 신체 기관을 대체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범으로 사용된

다. 이식은 동종이식 및 이종이식으로 나뉘는데 이중 이종이식은 심각한 면역거부 반응을 수반하

기 때문에 현재는 동종이식수술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Fig. 58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종이식 

조직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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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현재 사용중인 파열인대 재건용 동종이식 시술재료 

그러나 동종이식 같은 경우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매우 적은 관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이종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종이식에 대한 면역거부를 억제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종이식은 장기이식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이종장기나 세포의 

공급원으로는 이종장기이식이 처음 시도되던 1963년경에는 바분원숭이와 같은 영장류가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이종이식의 아버지라 불리는 Reemtsma는 침판지의 신장을 신부

전 환아에게 이식하여 최장 9개월의 생존을 유지하였으며 1984년에는 Bailey에 의해서 선

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바분원숭이의 심장을 이식하여 수명을 20일간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영장류는 멸종 위기종인데다가 번식이 어렵고, 이종장기 공급원으로 활용하

기에는 사회적 거부감이 높으며, 바이러스 등의 높은 감염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이종장기의 공급원이 검토되었다. 이중 돼지는 사람과 유사한 크기의 장기를 가지고 있으

며, 임신 기간이 127일로 번식이 용이하며, 사람과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낸 동물이어서 사

람에게 치명적인 감염원을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이종이식의 적절한 공급원으

로 거론되어지고 있다. 한편, 이종장기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동종이식보다 강하고 빠른 

거부반응이 일어나는데, 이종장기이식 거부반응은 발생 순서에 따라 초급성 거부반응

(hyperacute rejection, HAR), 급성혈관성 거부반응(acute vascular rejection, AVR), 급성

세포매개성 거 반응(cell mediated rejection, CMR) 으로 분류된다(Fig. 59). 초급성 거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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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은 돼지에 존재하는 항원에 대해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연항체(xenoreactive

natural antibody, XNR)가 반응함에 따라 발생하는 거부반응이다. 이 거부반응은 ABO

혈액형 부적합 장기이식에서 관찰되는 급격한 초급성 거부반응과 유사해서 이식 후 수분 

또는 수 시간 내에 이식된 장기 혈관에 혈전이 생성되고 괴사에 이르는 심한 손상이 발

생한다. 이 초급성 거부반응의 주 원인은 돼지 내피세포에 다량 존재하는 알파갈

(Galactose-α 1,3-Galactose, α-Gal)에 대한 자연항체 반응과 혈청보체 조절인자

(complement regulatory proteins, CRPs)의 분자호환성 결여에 따른 과도한 혈청보체 활

성화에 의한 손상이다. 인간은 돼지가 가지고 있는 알파갈 전이효소(α

-1,3-galactocyltransferase)가 없기 때문에 돼지에 존재하는 당단백질인 알파갈에 대한 자

연항체를 생성하여, 돼지의 장기가 인간에게 이식되었을 경우 격렬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다. 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면 혈청보체가 활성화되면서 2차적인 조직 손상이 

일어나는데, 혈청보체 활성화를 조절하는 혈청보체 조절인자가 인간과 돼지 사이에 종간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혈청 보체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조직 손상이 가속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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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이종이식에 의한 면역거부 반응의 초급성, 급성 혈관매개, 급성 세포매개 

거부반응 (Kim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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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성 거부반응은 혈관 접합이 이루어지는 고형장기 이종이식에서는 격렬하게 나타나지

만 성체 돼지의 인대 및 건에서는 α-Gal의 발현이 매우 적고, 장기이식에서처럼 혈관을 

직접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인대 및 건의 이식은 초급성 거부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돼지로부터 적출한 이종조직에 감마선 및 α

-galactosidase를 처리하여 이러한 초급성의 거부반응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종조직의 최적화 전처

리 공정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었다. Fig. 57-59는 방사선 이용 기술과 

α-galactosidase처리, 천연 가교제(γ-PGA) 처리를 병용하여 제조한 안전성이 증가된 파열인대 재

건용 이종조직(Tibialis tendon; Fig. 60, Achilles tendon; Fig. 61, Peroneus longus tendon; Fig.

62)을 보여준다.

Fig. 59. 방사선 이용 기술과 α-galactosidase처리, 천연 가교제처리를 병용하여 제조한 안전성이 

증가된 파열인대 재건용 이종조직(Tibialis te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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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0. 방사선 이용 기술과 α-galactosidase처리, 천연 가교제처리를 병용하여 제조한 안전성이 

증가된 파열인대 재건용 이종조직(Achilles tendon)

Fig. 61. 방사선 이용 기술과 α-galactosidase처리, 천연 가교제처리를 병용하여 제조한 안전성이 

증가된 파열인대 재건용 이종조직(Peroneus longus te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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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종인대 전임상용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돼지로부터 적출된 파열인대 재건용 이종조직들은 면역거부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사선 조사

처리 및 α-galactosidase를 처리하였고, 물리적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천연 가교제인 γ-PGA의 

처리를 병용하여 면역거부반응에 대한 안전성을 증가시키고 이종조직의 물리적인 강도를 증가시

켰다. 이러한 공정으로 생산된 이종인대 전임상용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의 평가는 외부전문업

체인 그린피아에 의뢰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된 결과는 별첨 1에 첨부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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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면역원 제거기술 개발
○물리적강도 증진을 위한  
병용처리 기술 개발
○방사선 이용 병원성      
오염원 제거기술 개발

- 면역원 제거를 위한 생물학적 /화학적 병용처리기술 
개발 

- 면역분석법을 이용한 면역원 제거 효율 검증
- 생체적합 가교제 처리 및 방사선을 이용한 콜라겐 
가교기술 개발

- 가교처리된 건/인대의 인장강도 등 물리적 특성 평가  
- 방사선 조사선종 및 조사선량에 의한 물리화학적 
특성변화 연구 

- 인수공통전염원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평가 및 
최적선량 확보

100

○면역원 제거 및 물리적 
특성 증진을 위한 최적   
처리공정 확립  
○방사선 영향평가 및
멸균 공정 최적화
○단기 동물모델(Rabbit)을  
이용한 조직적합성 평가
○장기 동물모델(Dog)을   
이용한 혈청학적,

조직학적 생체적합성   
분석

- 면역원 제거 및 물리적 강도 증진을 위한 융합기술 
최적화 및 단계별 공정 확립

- 조직변성 억제를 위한 이화학적 병용처리 기술 개발
- 최적 방사선융합 공정 확립 및 미생물학적 안전성 
검증

- 염증, 항원성, 혈관형성 및 Fibroblast cell의 콜라겐 
재형성 등 단기적 조직적합성 평가

- 장기(1년) 실험동물 모델을 이용한 면역거부반응 및 
염증 등 생체적합성 개선기술 개발

100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가. 최종 목표

○ 생체적합성이 높은 이종 생체이식재(건/인대) 제조를 위한 방사선 생명공학 융합기술 

개발

   - 면역거부반응 억제를 위한 면역원 제거기술 개발 

   - 물리적강도 증진을 위한 가교기술 개발

   - 병원성 오염원 제거 및 유통 안정성 개선기술 개발 

   - 장/단기 동물시험을 통한 조직 적합성 및 재건능 평가

   - 전임상용 맞춤형 시술재료 개발 

나. 당해 단계목표 및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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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동물모델(Dog)을    
이용한 구조적, 물리적   
인대 재건능 분석
○전임상용 맞춤형   
시술재료 개발

- 장기(1년) 실험동물 모델을 이용한 인대재생력 및 
강도 등 물리적특성 개선기술 개발

- 형태(건/인대) 및 시술부위(무릎 /어깨)별 전임상 
가제품 생산

- 유통안정성 개선 연구 및 최종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100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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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본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 및 제품은 노령화, 교통사고, 산업재해, 레

져/스포츠 활동의 증가로 인해 생체이식을 위한 생체조직의 수요가 급증하

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문제해결에 활용될 수 있음 

-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인체조직의 97%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큰 비

용을 부담하게 되는 실정으로 수입의존도 감소 및 국민보건의료비용 부

담 경감에 활용

      - 돼지유래의 이종이식 재료는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공급에 제한이 없으며, 

광우병 등 다른 동물에 비해 인체에 치명적인 병원성 질환이 적고, 생체

적합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뻐, 연골, 피부 등 다양한 제품개발에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인체조직과 가장 유사한 기능과 구조를 가진 의료용 돼지를 이용

한 생체조직 개발을 통해 수입대체 효과 및 관련 산업성장 등 경제적 파

급효과를 도모하고, 고비용의 동종조직 대체로 인한 의료비용 감소 등 국

민복지 증진에 활용될 수 있음

○ 생체조직공학 기술은 무형의 가치가 투입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집약산업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바이오산업

을 미래의 주요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 고급인력 및 지식 활용이 산업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산업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한다면 국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특정병원균부재 돼지조직을 이용한 인체인대 대체 생체재료가 상용화되면 

향후 형질전환을 통한 이식용 돼지 개발의 기반이 마련되어 돼지조직을 활

용한 무세포 진피층, 뼈 이식재, 혈관 등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소의 경우 광우병 등 심각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해 특정병원균

이 없는 돼지를 이용한 생체조직 개발 및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조직공학 분야의 기반기술인 생체재료 제조 기술, 세포 배양 및 분화 기술, 

동결 보존 및 건조 기술을 응용할 경우 조직공학 기술의 실용화라는 측면

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가짐

- 다양한 조직공학 기술을 응용한 제품들이 활발하게 개발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며, 본 제품의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인체 조직을 형성하는 

세포의 배양, 분화 기술을 융합하게 될 경우 인체에 이식 가능한 인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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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또는 인공장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음

○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조직재생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 해감에 따라 수입으로 인한 외화 낭비를 줄이고, 세계시장에서

도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체조직재생 관련 의료산업의 세계시장 규모가 2003년 1.6조원 정도이

며 매년 10- 1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전량 수입(국내시장규모

가 3,000억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대체 효과가 매우 클 것으

로 판단되며, 관련 산업체 생산성 및 국내 생체조직 제품의 수출 활성화

에 기여 

      - 본 연구개발 완료 시 본 제품은 기존의 전/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에서 

즉각적인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5만여건 이상

의 건/인대 질환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동종건/인대 수입량은 1만5

천개(2008년 추산)에 불과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술재료 부족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전 세계 인체조직 재생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는 대부분 동종조직으로 

공급되고 있어 한정된 수량의 제품을 가지고 단순 가공을 통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나 아직까지는 기초 연구 단계로 본 기술개발이 완료될 

경우 수입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 가능성이 높음

○ 이종 조직의 원료가 되는 돼지의 고부가 활용 분야를 제공함으로써 축산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새로운 이식 조직 사업의 신규 인력 창출

○ 저출산, 고령화, 산업화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적절한 치료법 및 치

료용 소재를 제시함으로써 보건 복지에 이바지

  -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과 함께 빠른 노령화가 진행 중이며, 이에 각종 

노인성 질환, 특히 골격계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가 보건산업의 육성 및 

사회복지 비용의 절감차원에서 중요한 화두임

  -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하여 노인건강의 유

지, 복지생활의 증진을 통한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가능하도록 함, 노동력 상

실, 의료비의 증가로 인한 의료재정의 압박 등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사회간접비용을 감축시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기형과 부작용을 감소시키

고, 환자의 회복율을 높여 입원 기간 및 비용을 줄이고 환자와 가족이 겪

는 고통을 감소시킴으로서 노동력 상실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키

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됨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환자들의 욕구를 

주문형 의료용 시술재료를 통해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임



- 104 -

○ 최근 세계 도처에서 자연 재해나 테러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골 결손 환자

가 갑자기 대량으로 발생되는 상황에 개발된 이종골 이식재의 원조를 통한 

국제 사회에 기여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의료용 조직 소재의 개발을 통하여 방사선 기술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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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Summary & Conclusion)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에 관한 본 연 

구는 ISO 11137- 2:2006에 설명된 

유효성 평가요건들과 관련된 프로 

토콜에 따라 실행되었다. 

 The sterilization validation of the  
T-tendon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ISO 11137 

-2:2006. 

1. 무균보증수준10
-6을 위해 실증 

멸균 선량 25 kGy는 초기 생균 

수가 1,000 cfu/unit 이하이고, 검증 

선량으로 결정된 검증 실험에서 

적합하여 허용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정규 멸균선량으로서 최소 

25 kGy의 선량 적용을 ISO 11137 

VDmax 25 방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1. The substantiated 25 kGy 

sterilization dose for 10
-6

 SAL   is 

accepted as the bioburden of 1,000 

cfu/unit & the verification test 

performed by the verification dose is 

met the acceptance criteria. In 

accordance with ISO11137 VDmax 

25, therefore allows use of minimum 

dose 25 kGy as a routine sterilizing 

dose.  

2. 포장재질의 안정성에 관한 평가 

결과 해당 포장재질은 최대 허용 

선 량 40 kGy에서 본래 방사선에 

의해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 

이므로 설정된 유효기간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n  

the material stability show that the 

packaging materials  was inherently 

less affected by radiation in the 

maximum acceptable dose 40 kGy 

and was met the established shelf-life  

3. 본 보고서에 설명된 설비의 

적격성 (IQ)과 운전의 적격성(OQ) 

을 확인한 결과 국제적으로 적용 

하는 기준(ISO 11137-1 & ISO 

11137-3)에 부합하였다.  

 3. The result of the installation & 

operational qualification described in 

the report was confirme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standard (ISO 11137-1 

& ISO 11137-3). 

4. ISO 11137-3에서 정한 3 pallet에 

대한 선량분포지도의 결과가 정규 

조사공정에서 캐리어 적재의 혼용 

투입 허용밀도 범위에서는 25 kGy 

- 40 kGy 범위 내의 선량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 관찰되므로 공정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4. Results of dose mapping for 3 

pallets described in ISO 

11137-3:2006 show that routine 

irradiation process can deliver doses 

within a range of 25 kGy - 40 kGy in 

case of the acceptable range of 

densities of other product in carrier 

and confirm to process stability. 

5. 25 kGy에 대한 멸균 선량감사는 

ISO 11137-1:2006에 따라 제조자에 

의해 최소 3개월마다 실행되어야 

한다. 

 5. The sterilization dose audit for 25 

kGy shall be performed at least 

every 3 months by manufacturer 

according with ISO 11137-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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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Introduction) 
멸균의 유효성에 관한 본 자료는 

의료용품의 감마 멸균에 있어서 유효 

성, 공정관리, 정규 모니터링에 대해 

특정하게 요구되는 ISO 11137의 요건 

들에 근거하고 있다. 

국제기준 ISO 11137-1:2006은 의료용 

품 멸균에 관한 기술 위원회 ISO/TC 

198에 의해 마련되었다. 방사 핵종인 

코발트-60을 선원으로 사용하는 연속 

공정 감마선 조사기에 적용하고 있다. 

일차 제조업체는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멸균작업과 품질보증 확인들이 

적절하고 적격하게 올바로 실행되는지 

보증하는데 궁극적인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조사기 운영자는 유효화된 

공정 사양으로 요구된 선량에 맞게 

처리하는데 책임을 갖는다. 

멸균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 

처리 절차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ISO 

관련 절차에 따라 전체적으로 문서화 

되고, 실행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ISO 11137-2의 VDmax25 

기준절차에 따라 멸균 유효성 확인 

평가가 수행된 것이다. 감마선 조사 

시스템에서 의료기기 멸균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DNV 국제 인증원으로 

부터   ISO 11137을 포함한 ISO 9001 

및 ISO 13485 품질경영 시스템을 인증 

받고, 미국  식품 의약품청 (US FDA)에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기기가 등록된 

그린피아 기술(주)에서 실시 하였다.  

 This report for sterilization  validation   

is based on the ISO 11137 specified 

requirements for validation, process 

control and routine monitoring in the 

gamma sterilization of  health care 

products. 

International Standard ISO 11137-1:2006  

was prepared by Technical Committee 

ISO/TC 198, Sterilization of health care 

products. It applies to the continuous type 

of gamma irradiator using the source of 

radio nuclide 60
Co. 

The primary manufacturer has ultimate 

responsibility for ensuring that all 

sterilization operations and quality 

assurance checks used for the product are 

appropriate, adequate and correctly 

performed. However, the irradiator 

operator is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required dose within the validated 

process specifications.  

The validation for processing procedures 

which will influence the sterilization 

process shall be fully documented, 

implemented and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IS0 procedures of the 

related standard. 

This report for sterilization validation is 

performed according to the VDmax25 of 

ISO 11137-2:2006 procedures.  

This validation for sterilization of 

medical devices in the gamma irradiation 

systems was prepared by Greenpia 

Technology. Inc., registered by US FDA 

(Device listing for implant) and  

accredited by DNV Notified body (ISO 

9001/ISO13485 including  ISO 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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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Scope) 

 
본 연구보고서는 제조업체에서 생산 

되는 의료용품류의 감마선 멸균 에 

있어서 유효성 확인을 위한 요구 

조건들을 실행하고, 백 만개 제품 

중에 한 개 이하의 생균수를 갖는 

무균보증수준, 즉 EN 556-1: 2001 

에서 정한 SAL 10
-6을 보증하기 

위해 ISO11137-2:2006에 따라 실행 

되었다. 

코발트-60 방사핵종을 사용하는 그 

린피아 기술(주)의 연속형 감마선 

조사기로 멸균되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최종 제품의 무균시험 및 생물학적 

지시계(B.I) 시험은 ISO 11137  요구 

조건이 아님 (ISO 11137-1 : 2006,  

1.2.3조항 참조). 

 

 

 

 

 

 

    

 

This study will be performed require 

-ments for validation in the gamma 

sterilization of the medical device, 

which manufacturer produces, according 

to the ISO 11137-2:2006 in order to 

ensure the viable microorgan -ism 

present on the device to be equal to or 

less than one in 1x 10
6
. (SAL 10

-6
 as 

required by EN 556-1:2001) 

It applies to the product sterilized by the 

continuous type gamma irradiator of 

Greenpia Tech Inc. using the radio 

nuclide cobalt 60(
60

Co). 

Sterility testing & biological indicator 

(B.I) of finished  product is not a 

requirement of  ISO 11137 ( Refer to 

ISO 11137-1:2006, clause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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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문헌 (Normative references) 
 

IS0 9001:2008, Quality systems - Model for quality assurance in design, 
development, production, installation and servicing. 

 

ISO 13485:2003 Medical Devices - Qual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for Regulatory Purposes  

 

ISO 11137-1:2006  Sterilization of health care products -Requirements for 

validation and routine control – Radiation – Part 1: Requirements for development, 

validation and routine control of a sterilization process for medical devices 

 

ISO 11137-2:2006  Sterilization of health care products -Requirements for 

validation and routine control – Radiation – Part 2 : Establishing the sterilization 

dose 

 

ISO 11137-3:2006  Sterilization of health care products -Requirements for 

validation and routine control – Radiation – Part 3 : Guidance on dosimetric 

aspects  

 

IS0 11737-1:2006  Sterilization of medical devices - Microbiological methods- Part 

1: Estimation of population of microorganisms on products 

 
IS0 11737-2:2009  Sterilization of medical devices - Microbiological methods- Part 

2: Tests of sterility performed in the validation of a sterilization process 

 

IS0 11737-3:2004  Sterilization of medical devices - Microbiological methods- Part 

3: Guidance on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of bioburden data 

 

EN 556-1:2001 Sterilization of medical devices - Requirements for medical devices to 

be designated "STERILE" - Part 1: Requirements for terminally sterilized medical 

devices. 
 

ISO 11607-1:2006 Packaging for terminally sterilized medical devices - Part 1: 

Requirements for materials, sterile barrier systems and packaging systems 

 

ISO 11607-2:2009 Packaging for terminally sterilized medical devices - Part 2:  

Validation requirements for forming, sealing and assembly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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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Terms & Definitions) 

 
흡수선량  

단위 물질당 흡수되는 방사선 

에너지의 양.  흡수선량의 단위는 

그레이(Gy)을 사용하며, 1 그레이는 

킬로그램당 1주울(=100rad)의 흡수 

량과 같다. 

  

생균수  

한 제품에 살아 있는 미생물 균수. 

 

선량측정시스템  

선량계, 측정도구, 사용절차로 구성 

되어 흡수선량 결정에 이용되는 시 

스템. 

 

설비의 적격성  

장비가 규격대로 제공되어 설치되었 

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얻어 

문서화하는 작업을 말하며, 운용 

설명에 따라 작동할 때 미리 결정된 

한계 내에 기능하는 것을 확인하여 

문서화하는 것을 말함. 

 

제품의 적격성  

의료용품이 방사선 노출 후에 의도 

된 용도에 적합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인하여 문서화하는 작업. 

 absorbed dose: Quantity of radiation 
energy imparted per unit mass of 

matter. The unit of absorbed dose is the 

gray (Gy) where 1 gray is equivalent to 

absorption of 1 joule per kilogram (= 

100 rads) 
 

bioburden: Population of viable 

microorganisms on a product. 
 

dosimetry system: System used for 

determining absorbed dose, consisting 

of dosimeters, measuring 
instrumentation and procedures for the 

system's use. 
 

installation qualification: Obtaining 
and documenting evidence that 
equipment has been provided and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its 
specifications and that it functions 
within predetermined limits when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al instructions. 
 

product qualification: Obtaining and 
documenting evidence that the health 
care product will be acceptable for its 
intended use after exposure to 

radiation. 

 

무균보증수준(SAL)  

멸균 후에 한 단위의 제품에 살아있 

는 미생물 생균수 1개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적 개념. 

 

멸균 선량 

특정한 무균보증수준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최소 흡수선량. 

 

 sterility assurance level (SAL): 
Probability of a viable microorganism 
being present on a product unit after 

sterilization. 
 

sterilization dose: Minimum absorbed 
dose the specified sterility assurance 

required to achiev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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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성 시험 

제품의 미생물 존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발, 유효성 확인 또는 

재적격성 부분으로 수행되는 기술 

적인 작업. 
cf) 유효성 평가에서 진행하는 무균성 
시험(test of sterility)은 일정한 범위의 
양성(positive) 시험 결과가 인정되므로 
약전(pharmacopoeia)에서 정한 무균 시험 
(Test for sterility)과 구분하여 사용됨. 

   

유효성 평가 

 특정한 공정에 있어서 사전에 

정해진 규격과 품질을 만족하는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것이라는 

것을 고도로 보증하도록 문서화된 

증거를 수립하는 것.   

 
 

 

 

 

 

    

test of sterility: Technical operation 

performed as part of development, 
validation or requalification to 
determine the presence or absence of 
viable microorganisms on product or 
portions thereof 

 
cf) test for sterility : technical operation 
defined in an official pharmacopoeia 
 

 

validation: Establishing documented 
evidence which provides a high degree 
of assurance that a specific process will 
consistently produce a product meeting 
its predetermined specifications and 

quality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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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4.1 문서화(Documentation) 

수탁멸균업체인 그린피아기술 주식 

회사(이하 “그린피아”)는 ISO 13485: 

2003의 4.2.3 조항과 4.2.4 조항에 명 

시된 문서와 기록에 대한 관리 요 

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시 

스템과 관련된 절차서 및 명세서 

들을 포괄하여 관리되고 있다.  

 Greenpia Tech. Inc.(It's called 

"Greenpia" as below) as a contract 

sterilizer, has conformed to  

requirements for control of documents 

and records specified in 4.2.3 and 4.2.4 

of ISO 13485(Documentation 

including specifications & procedures 

related to QMS) 

4.2 경영 책임(Management responsibility) 

그린피아는 국내 의료기기의 감마 

멸균 분야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축적하여 ISO 11137을 포함한 

ISO 9001 및 ISO 13485 품질경영 

시스템을 DNV로부터 인증받고, 미국 

식품의약품청 (US FDA) 에 임플란트 

의료기기 등급으로 등 록되어 있다. 

그린피아는 IS0 9001:2000에서 정하 

고 있는 4.1.2.2 및 4.18 조항과 ISO 

13485:2003의 5.5조항에 따라 독립된 

조직의 적절한 인원에게 ISO 11137의 

요건을 적합하게 실행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린피아는 ISO 11137에 따른 감마선 

멸균의 유효성 평가에 대한 고도로 

훈련되고 숙련된 전문 인력들을 보 

유하고 있다.  

일차제조자(의뢰자)와 조사업체 (멸 

균자)는 품질경영 시스템이 분리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 

이 계약서 또는 조사의뢰서에 명시 

 Greenpia has accumulated the highest 

level of technology and registered by 

US FDA (Device listing for implant) 

and  accredited by DNV Notified 

body (ISO 9001/ISO13485 including  

ISO 11137) in the field of gamma 

sterilization for medical device in 

Korea. 

Greenpia has assigned th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for 

implementing and meeting the 

requirement of ISO 11137 to 

competent personnel of separate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lause 5.5 of ISO 13485:2003 and the 

subclauses 4.1.2.2 and 4.18 of IS0 

9001 : 2000. 

Greenpia has experts highly educated 

and experienced for the validation on 

gamma sterilization in accordance with 

ISO 11137.  

The primary manufacturer and the 

irradiator operator have two separate 

Quality Management System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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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definition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s within a contract or   

request sheet for gamma sterilization.  

 

4.3 제품 실현(Product realization) 

ISO 13485의 7.4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구매요건들과 마찬가지로 선량 

측정 시스템을 포함하는 모든 구매 

품은 확인과 추적에 대한 요건, 교정 

및 측정을 위한 요건들의 검증을 

위해 실시되었다. 

 All purchased product including 

dosimetric systems was implemented 

for verification of requirements for 

identification and traceability, 

calibration, and measurement as 

requirements for purchasing specified 

in 7.4 of ISO 13485. 

4.4 측정, 분석 및 개선(부적합품의 관리) 

  Measurement, analysis and improvement (control of nonconforming product) 

ISO 13485의 8.3과 8.5.2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 모니터링, 부적 

합품의 관리, 데이터 분석과 시정 및 

예방조치를 포함하는 개선사항에 대 

해 실시되었다. 

 The requirements of process 

monitoring, control of nonconforming 

product, analysis of data, and 

improvement (including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s) are specified in 8.3 

and 8.5.2 of ISO 13485. 

 감마선 조사시설의 인증 사항 

(Certificates for gamma irradiation facilities) 

□ 수탁멸균시설로서 미국 식품의약품청에 등록 

         (Registered by US FDA as a contract sterilizer in Korea.)  

       : 3등급 의료기기 현장 감사 수준 

        (On-site Audit level : Class III, Device Listing: Implant) 

 
   ● Attachment 1. 미국 식품의약청 등록(FDA Registration)  

 

□ DNV 인증기관(노르웨이)의 ISO/EN 품질인증 획득 

        - ISO 9001 / ISO 13485 Quality System Certified by DNV (Notified body) 

- ISO 1113 Technical Certified by DNV (Notified body) 

 
   ● Attachment 2. ISO 통합인증( ISO Unified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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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멸균제의 특성(Sterilizing agent characterization) 
 

5.1 멸균제( Sterilizing agent) 

방사선의 종류 : 감마선(코발트-60)  

 

Type of radiation : Gamma-ray  

(Emission from Cobalt-60)  

 

5.2 미생물 사멸 효과(Microbicidal effectiveness) 

방사선에 의한 미생물 불활성화 및 

멸균 공정에서 방사선의 사용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문서화되어 있 

다. 

 

 

The inactivation of microorganisms by 

radiation and the use of radiation in 

sterilization processes have been 

comprehensively documented in the 

literature. 

5. 3 재질의 영향(Material effects) 

방사선에 의해 멸균되는 의료용구 

는 제품에 관한 방사선의 영향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8.1 

참조) 

 

 

Medical devices that are to be 

sterilized by radiation require 

performance of studies of the effects 

of radiation on product (see 8.1) 

5.4 환경적 고려사항(Environmental considerations) 

방사선 멸균 공정의 작업에 있어서 

환경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환경관리를 위한 대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 potential impact on the 

environment of the operation of the 

radiation sterilization process shall be 

assessed and measures to protect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if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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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정 및 장비 특성(Process and equipment characterization) 

 
6.1 공정(Process) 

공정변수들은 확인하여 모니터 

링 방법과 통제 방법을 규정하여 

야 한다.  

 

6.2 장비(Equipment) 

멸균을 위한 조사 장비에 대한 

명세서. 

 

  

Process variables shall be identified and 

means of monitoring and controlling 

them shall be specified. 

 

 

The specification of the irradiator for 

sterilization 

  

a) 조사기 및 그 특성(Irradiator & its characteristics) 

① 자동 팔렛트 조사기(Automatic Pallet Irradiator) : Model JS8900 

② 일련번호(Serial No.) : IR-149  

③ 제조일(Date of manufacture) : 1987. 5 

④ 조사단위(Irradiation units) : 팔렛트(Pallet in irradiation container)   

 

 ● Attachment 3. 감마선 조사기 체계 

                 (Scheme of gamma irradiator JS8900) 

 

b) 감마 선원의 정보(Information of gamma source) 

① 방사선 선원(Type of radionuclide)  

   :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Radionuclide : Cobalt 60, Gamma-ray, Half-life : 5.27 year ) 

② 선원량(Source Activity)  

   : 설계 용량 5백만 큐리(Designed Capacity 5,000,000 Ci) 

③ 선원과 제품간의 거리(Source-to-product distance) 

   : 2±1cm 

④ 선원렉의 모양(Shape of Source rack) 

   : 제품 중첩의 판 형태(Flat type of product overlapping) 

⑤ 선원 프레임내에 선원캡슐(Source capsules within the source frame) 

   : 이중 포장의 스테인레스 봉(2 folded stainless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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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유지관리(Maintenance)  

   : 멸균기 제조자의 매뉴얼에 따라 유지관리(maintenance by the      

     manual supplied from the manufacturer of the sterilizer) 

 

● Attachment 4. 선원 판넬 및 캡슐(Source panel and capsule) 

 

c) 감마선 멸균시설의 위치 및 건축물 현황(premises)  

     : 토지경계 구역의 건물 등록 건축물 현황 
 

● Attachment 5. 멸균시설의 건축물 현황  

                     (The premises including gamma irradiator) 

 

d)  멸균 제품 구분관리(Distinction control of sterilized products ) 

  - 조사지역과 비조사 지역을 분리하는 곳에 중간에 조사기가 위치 

      (The location of irradiator for segregation of irradiated area from non-irradiated      

area) 

 

① 건물 지역 분리(Separation of construction area) 

    : 물리적 격리(Physical barrier in site map) 

② 멸균 및 비멸균 제품의 구분방법 

   (Distinction methods between sterilized and non-sterilized product) 

   방사선 색상 지시계(Radiation Color Indicator): Dots - sticker type           

감마선 조사 전후 색상 변화 : Yellow ―> Red 

 

 ● Attachment 6. 팔렛트 감마선 조사기 설치도 

                 (Site map of pallet gamma irradiator) 

 

e) 운송 시스템의 구조 및 운영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onveyer system) 

 

조사기는 콘베이어 운송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34개의 캐리어로 구성 되 

며, 캐리어는 미리 설정된 시간에 

맞추어 하나가 조사실로 들어가면 

하나가 밖으로 나오도록 연속적으로 

작동한다. 

The irradiator consists of thirty-four 

carriers operating by conveyer system. 

Carriers continuously operate with one 

carrier entering the irradiation cell and 

another carrier exiting the cell at pre-set 

cycle times.  

At all times twenty-three carrier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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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평방피트의 조사실에는 항상 

23개의 캐리어가 있게 되고, 35,500 

평방피트의 나머지 건물은 “조사지 

역”과 “비조사 지역”으로 나뉘어 있 

다.    

 

always inside the 1,100 ft
2
 irradiator 

cell. The remainder of the 35,500 f 

process building is divided into 

"Irradiated area" and "Non-irradiated 

area". 

 ● Attachment 7. 운송 콘베이어 체계 

                 (Conveyer system for Carrier movement) 

 

f) 운송 제품의 이송 경로(Conveyer path) 및 속도 범위(Speed range) 

① 이송경로 : 상단 투입(Input) => 선원실(Source room) => 

하단교체(Shift) => 선원실(Source room) => 

하단완료(Output) 

② 속도 범위(Speed range) : 7sec - 10 sec   

    

 ● Attachment 8. 캐리어의 이송 경로(Pathway of Carriers) 

 

g) 조사용기 (Irradiation containers)  

①  캐리어 크기 치수(Carrier size  dimension)   

    :  1,250mm(L) X  650mm(W) X 2,000mm(H)  ( X 2 stage ) 

② 캐리어 재질(Carrier materials)  : 알루미늄(Aluminium)       

③ 조사 용기의 구조상 특성(Nature of construction) 

각 캐리어의 내부는 같은 크기의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다. 캐리어의 높이 

는 4미터이고 코발트 60 선원을 중첩 

하고 있기 때문에 캐리어의 각 칸은 

수직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예를 들 

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이동되고 상 

단에서 다시 하단으로 이동되어 동일 

한 흡수선량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 

다. 조사용기는 34개 캐리어로 구성되 

어 있다.     

Each carrier is divided into two 

equally sized compartments with 

inside. Since the carrier height is 

four meters high and overlaps the 

cobalt-60 source, the product in 

each carrier compartment must be 

vertically transferred e.g. upper to 

lower and lower to upper to assure 

uniform dose absorption levels. 

The irradiation container consists 

of thirty-four carriers. 

 

       ● Attachment 9. 적재 운송기 설계(Loading carrie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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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조사기 운용 방법(The manner of operating & maintaining the irradiator) 

① 국가 공인 면허자(Operation by the licensed personal) 

    : 방사선 감독자에 의해 운용(Radiation supervised operator, RSO)  

② 정상운용확인검사법(Inspection method to identify normal operation) 

    : 조정판넬, 램프, 자동감지기 등(Control panel, lamp and automatic  

      sensor of Greenpia Tech. Inc.) 

③ 오작동 확인 방법(Means to identify disorder)  

    : 경보시스템(Alarm system)  

④ 유지관리 빈도수(Maintenance frequency)   

    :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년 정기 감사 및 기록보고 

      (Daily, weekly, monthly, Quarterly, yearly regularly inspection and  

       record)  

⑤ 멸균기 운용관리 절차(Procedure of sterilizer operation control)  

    : GQP-009-001(SOP of Greenpia) 

⑥ 이온화 방사선 관리절차(Procedure of ionized radiation control)  

    : GQP-012-003(SOP of Greenpia) 

 

 ● Attachment 10. 조사시설의 운용(Operation of irradiation plant) 

 
i) 감마선원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단 

(The means of indicating the position of the gamma irradiator) 

- 선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선원저장수조의 수중 카메라 
  (Visible camera in source pool) 

 

j) 감마선원의 자동복귀 및 컨베이어 자동정지 1차 수단  

(The means of automatically returning the gamma source and ceasing conveyer(I) 

- 공정관리 타임머의 오동작 및 캐리어 위치 불안정시 자동 정지 
(If process control timer or conveyer system fails, automatically stopping systems)  

 
k) 감마선원의 자동복귀 및 컨베이어 자동정지 2차 수단(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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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s of automatically returning the gamma source and ceasing conveyer (II)) 

- 감마선원이 제위치에 올라오지 못한 경우 시스템 자동 정지 
(If gamma source is not at its intended position, automatically stopping sys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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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의 정의(Product definition) 

 
7.1 제품 명세(Product specification) 

 

1) 품목군(Product group) :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2) 품목명(Product name) : P-tendon 

3) 분류(Classification) : : B04230.01 [4] 

제품 

Product 

로트번호 

Lot No. 

등급 

Risk category 

비고 

Remark 

P-tendon 

PT-130501 

PT-130502 

PT-130503 

4 등급  

 
  

● Attachment 11. 제품 사진 및 특징(Product picture & characteristics) 

 

4) 구성요소의 원재료(Raw materials of components)  

(1) 제품(Product)  

    - 크기 및 보관 방법(Product size & storage) 

제품 

Product 

크기 

Size(mm) 

중량 

Weight(g) 

보관방법 

Storage 

P-Tendon 두께 10 × 너비 10 

× 길이 220 
20 g 냉장보관 

 

 

- 원자재 구성요소(Raw materials of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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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Product 

원자재 또는 구성 성분 

Raw materials or components 

비고 

remarks 

P-tendon  돼지 슬개건 

원산지: 한국 

종: 요오크셔 

연령: 6개월령  

사용부위: 슬개건 

DMSO 

dimethyl sulfoxide 

(디메칠설폭사이드) 
충진물의 1% 

 

(2) 포장(Package)  

제품 
Product 

포장 원재료 

Raw material of Packaging 

1 차 포장 

1
st
 package 

2 차 포장 

2
nd

 package 

3 차 포장 

3
rd

 package 

비고 

remarks 

P-tendon 

PET PET 

외부상자 

(스티로폼상

자) 

 

Nylon Nylon 

CPR 

Aluminum- 

lamininate 

coated 

CPR 

 

● Attachment 12. 원재료 확인 증명(Certificate for raw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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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품의 포장 및 배열 형태(Package & configuration of product) 

제품 

Product 

적재량(중량)  

Loading (Weight) 

1 차 포장 

1
st
 package 

2 차 포장 

2
nd

 package 

3 차 포장 

3
rd

 package 

비고 

remarks 

P-Tendon 

(40g) 

포장형식 

Package  

Type 

1 ea / pouch 1 ea /pouch 
1 case 

/스티로폼 box 
 

크기 

Size(mm) 

LxWxH 

90 x 130 

( 63 g) 

150 x 220 

(100g ) 

340 x 320 x 280 

( 11,300g ) 
 

 

● Attachment 13. 제품 포장 배열(Configuration of product package)  

 

7.3 제품군(Product family) 

1) 오염균 수준에 영향을 주는 제품관련 모든 변수들 

(All product-related variables that affect bioburden) 

a) 원재료의 본질 특성 및 제공처(nature and sources of raw materials) 

  : 변경 없음(No change) 

b) 구성요소들(components) : 변경 없음(No change) 

c) 제품 디자인 및 크기(product design and size) : 변경 없음(No change) 

d) 제조공정(manufacturing process) : 변경 없음(No change) 

e) 제조장비(manufacturing equipment) : 변경 없음(No change) 

f) 제조환경(manufacturing environment) : 변경 없음(No change) 

g) 제조장소(manufacturing location) : 변경 없음(N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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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품군을 대표하는 제품(Product to represent a product family) 

□ 주생산품(Master product)  

일반적으로 가장 큰 제품군을 선정함. 

(The master product is usually the largest one)  

     □ 동등제품(Equivalent product) 

오염균의 평가와 특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군을 선정함. 

        (Bioburden estimate is about the same and Bioburden characterization is   

similar) 

□ 모의제품(Simulated product) 

실제제품이 아닌 시험목적으로 만들어진 실제와 동일재질 및 구성 

을 갖는 제품(Product that contains the same materials and components of 

an actual product but has been fabricated for test purposes only and thus is not 

an actual product.) 

    

7.4 정규 공정을 위한 공정 범주 

(Processing categories for the purposes of routine processing) 

□ 제품 평가 기준(The criteria for assessing product) 

: 처리선량 요건과 선량흡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Product-related 

variables that impact on dose requirement and dose absorption characteristics)   

a) 포장상자의 크기(The dimension of carton) 

b) 제품을 포함하는 포장상자의 중량(The weight of carton including product) 

c) 포장상자내의 제품의 방향(The orientation of product within carton) 

d) 포장 상자당 제품의 수(The number of products per carton) 

e) 멸균선량(Sterilization dose) 

f) 최대허용선량(Maximum acceptable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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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정의 정의(Process definition) 

8.1 최대허용선량수립(Establishing the maximum acceptable dose)   

  1) 포장 재질의 품질, 안전성 및 성능에 관한 결론 

(Conclusion on the quality, safety and performance of the packaging materials)  

 

제품 및 포장의 원재료는 본래 감마 

멸균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 

사선에 안정한 재질이며, 멸균을 위해 

감마선 조사를 하여도 멸균의 품질 

유지, 안전성 및 성능 면에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ISO 11137:2003에 있는 “부록 

A.  멸균선량 범위에서 방사선에 안 

정한 재료의 사례와 지침”에 의거 

하여 본 재질들은 대부분 응용되는 

멸균 의료기기에 사용될 수 있다. 

The raw materials of the product & 

its package, which are readily 

available, are naturally radiation 

stable, and gamma irradiation for 

sterilization can't make a change in 

the quality, safety and performance 

of the materials. So, they can be 

used in most sterile device 

applications according to tables of 

Appendix A.  "Examples & 

Guidance of radiation stable 

material(in sterilizing dose range)” 

in ISO 11137:2003  

 

● Attachment 14. 방사선 안정 재질의 사례 

                  (Examples of radiation stable materials)  

 

8.2 멸균선량 수립(Establishing the sterilization dose) 

 1) 미생물학적 시험(Microbiological testing) 

시험방법(Test method) :  ISO 11737-1 & ISO 11737-2에 따른 미생물 

실험에 관한 절차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IS0 11737-1 & IS0 11737-2) 

 

2) 멸균선량 결정을 위한 설정 방법 

   (The selecting method for determining the sterilization dose) 

VDmax 25 kGy 실증 멸균선량(Sterilization of VDmax 25 substa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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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멸균선량의 결정 절차(Determination procedure of Sterilizing dose) 

ISO 11137-2:2006 VDmax 25 방법에 정한 생균수 정보를 이용한 25 kGy 

선량적용 방법으로 결정(Decision method by ISO 11137-2:2006 VD max 25 

Dose setting using Bioburden information) 

 

무균보증수준 수립(SAL) : EN 556  10
-6  

시료분할상수( SIP Correction factor ) = 1 

 

Stage 1 : 제품의 시료 채취(Obtain samples of product) 

3 뱃지 10개씩 30개 준비(30 sampling from 3 production Batches) 

 

Stage 2 : 평균 생균수 결정(Determine average bioburden) 

수정계수(Correction factor) : 회수율(recovery efficiency) 적용   

생균수 시험(Bioburden test) 

 

● Attachment 15. 제품의 초기 생균수 시험(Bioburden Test) , 

                Positive(B/F test)/Negative Control Test 

 

Stage 3 : VDmax25 선정(Obtain VDmax25) 

검증선량 설정을 위한 총 평균 오염 

생균수(OAB)는 각 뱃지 평균(AB) 

모두가 총 평균 오염 생균수(OAB)에 

두 배 값보다 작을 때 선정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가장 높은 

뱃지 평균을 채택한다.  

 Select the overall average 

bioburden for verification dose 

selection, if each of the batch 

averages < overall average 

bioburden (OAB) x 2, otherwise 

highest batch average bioburden.  

 

-. 검증선량을 위한 평균 생균수(Average Bioburden) 결정 

-. 검증선량 설정(Verification Dose selection)   

   ISO11137-2 Table 9 에 의한 검증선량 결정 

 

 SIP VDmax25=(SIP=1.0 VDmax25)+(SIP dose reduction factor*Log 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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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선량이 0.0 kGy에서는 시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If VD max25 = 0.0 kGy, product 

items are  not irradiated.  

 

Stage 4 : 검증선량 실험 실행(Perform verification dose experiment)  

-. 검증선량을 위한 시료 채취(Selection from single batch of product)  

   3 뱃지 또는 4번째 뱃지에서 10개 시료 선정  
 

-. 검증선량 조사(Irradiation of verification dose)  

  산출 선량  허용오차 : ± 10 % (Tolerance of the delivery dose)  

                      또는 1 kGy이내 선량(Dose within 1 kGy) 

 

● Attachment 16. 검증선량 측정 보고서 

 (Dosimetry Report for Verification Dose) 
 

Stage 5 : 결과의 해석(Interpretation of result) 

- 시험 조건 : 10 개 무균성 시험(10 Samples for test of sterility) 

대두카제인소화액체배지 30±2℃ 배양 

(Soybean Casein Digest Broth incubated at 30±2℃) 

배양기간(Incubation period) : 14 days 

 

 ● Attachment 17. 검증선량에 대한 무균성 시험 

                   (Test of Sterility for Verification Dose)  

 

- 시험 결과의 판정 

결과 

(Result) 

범위적용 

(Purview) 

양성관 수 

(Positive) 

해 석 

(Interpretation) 

0  

positive 

■ 1 positive이하 

멸균선량으로 25 kGy 실증 
Substantiation 25 kGy as Sterilization 

Dose 

□   2 positive 
확증 검증선량 10개 재실험 수행 
Confirmatory verification dose for 10 

test 

□  2 positive초과 
검증선량 시험 부적합 
Not acceptance of verification dose 

 

 



 Gamma Sterilization Validation for the Medical Device [DOC 130819]   21/37 

This report is the result of testing specimen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and the report shall not be 

reproduced in full or in part without the written approval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and Greenpia 

Technology Inc. in advance. 

A4(210x297)mm 

4) 멸균선량 결정(Determination of sterilization dose) 

무균성 시험과 검증선량 시험의 

결과들을 살펴볼 때 허용기준이 

1개 이하 양성관이므로 수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멸균선량으로서 25 kGy는 

실증되었다. 

Results of the test of sterility and the 

verification dose were acceptable as 

the allowed limit is no more than one 

positive test.  

Therefore,  25 kGy has been 

substantiated as the sterilization dose 

 

● Attachment 18. 멸균선량 결정을 위한 테이블 

                 (Table for Determination of Sterilization Dose)  

 

8.3 멸균선량과 최대허용선량의 설정 

( Specifying the sterilization Dose and the maximum acceptable dose) 

 

최대 흡수선량은 40kGy로 결정 

되었는데, 최대선량은 일반적으로 

조사용 팔렛트의 선량균일도가 가장 

좋지 않을 경우를 근거하여 최소 

선량의 2배에 해당하는 값을 정하 

지만, 멸균의 효율성과 제품 및 

포장의 성능시험의 결과에 따라 40 

kGy로 정한다.  

그리고 무균보증수준10-6을 위해 

실증 멸균선량 25 kGy는 초기 

오염균수가 1,000 cfu/unit 이하이 

고, 검증선량 실험에서 적합하여 

허용기준을 충족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ISO 11137-2: 

2006 VDmax 25 방사선 멸균 기술 

규격에 따라 유효한 정규 멸균선량 

으로서 최소 25 kGy 멸균 선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Maximum absorbed dose is decided to 

be 40 kGy, the maximum dose is 

generally two times with the minimum 

dose based on the worst dose 

uniformity of pallet for irradiation, but 

it is decided in favor of efficiency of 

sterilization and result of performance 

test on product and its package.  

The substantiated 25 kGy sterilization 

dose for 10
-6

 SAL is accepted as the 

bioburden of 1,000 cfu/unit, and the 

verification dose test is met the 

acceptance criteria. 

In accordance with ISO 11137-2:2006 

VDmax 25, this then allows use of 

minimum dose 25 kGy as a routine 

sterilizing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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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효성 확인(Validation) 

9.1 설비 적격성(Installation Qualification) 

1) 조사기의 운전 절차에 관한 명세(Specification of operating procedure) 

그린피아에서 제공되는 설비 적격성 

데이터들은 비록 전체를 볼 수 없지 

만 ISO 11137-1과 ISO 11137-3에 

부합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린피아 기술(주)의 수탁 방사선 

멸균시설은 MDS 노르디온사에서 

고안되고 설치된 자동 팔렛트 조사 

기이다.  

이 조사시설에는 콘트롤 판넬, 캐리 

어, 코발트 60 선원랙 등이 포함된 

감마선 조사기가 있다. 코발트 60이 

다르게 채워진 두 개의 판으로 코발 

트 선원은 구성된다 

(“제 6 장 공정 및 장비 특성”에서 

참조바람) 

 
The I.Q. data supplied from Greenpia is 

identified to meet ISO 11137-1 & ISO 

11137-3, although the appropriate 

full-data was not shown. 

The contract radiation sterilization 

plant of Greenpia Technology Inc. has 

Automatic Pallet Irradiator designed 

and installed by MDS Nordion and 

contains a gamma irradiator including 

Control panel, Carriers, Cobalt-60 

source rack, etc.  

The cobalt source consists of two 

plaques which are loaded with different 

amounts of cobalt-60. 

(Refer to Chapter 6. Process and 

equipment characterization) 

 
2) 수탁 멸균자(Contract sterilizer)  

    : 그린피아 기술 주식회사(Greenpia Tech. Inc.)   

 

  ● Attachment 19. 그린피아기술(주) 소개(Introduction of Greenpia) 

 

3) 감마선 조사기의 제조자(Manufacture of Gamma irradiator)  

     : MDS Nordion (in CANADA)  

 

 ● Attachment 20. MDS 노르디온 (주) 소개 (Company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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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운전 적격성(Operational Qualification) 

 
1) 장비의 시험(Equipment testing) 

    - 설계 명세에 따른 표준운용절차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within the design specification ) 

      : GQP-010-001(SOP of Greenpia) 

 

2) 장비의 교정(Equipment calibration) 

    -. 조사기 및 선량측정계의 교정증명 (Calibration certificates) 

       : GQP-011-001(SOP of Greenpia) 

-. 조사용 싸이클 타이머(cycle setting-timer for irradiation ) 교정 

   

● Attachment 21. 사이클 타이머 교정 성적서 

                     (Certificate of Cycle timer) 

 

-. 선량 측정계(Dosimetry system) 교정 

 

● Attachment 22. 선량측정 시스템 교정성적서 

                     (Certificate of Dosimetry system)  

   

3) 설비의 선량분포도(Irradiator dose mapping) 

    ① 동질밀도에 대한 선량분포도 

     (Distribution of dose mapping for material of homogeneous density) 

Ο 석고보드판(gypsum board panel) 

    - 90cm(W) × 180cm(H) × 1cm(T)   10kg   0.617g/cc 
        팔렛트 적재 밀도(Pallet loading density) : 0.06g/cc 

Ο PE 비닐 박스(Polyethylene vinyl box) 

    - 32cm(L) × 36cm(L) × 20cm(H)   5kg   0.217g/cc 

      팔렛트 적재 밀도(Pallet loading density) : 0.19g/cc 

Ο 톱밥 박스(Wood chip box) 

    - 32cm(L) × 40cm(W) × 45cm(H)  20kg   0.347g/cc   

            팔렛트 적재 밀도(Pallet loading density) : 0.34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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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량분포도 결과( Results for dose mapping ) 

-. 선량분포도 측정(Distribution of dose mapping)  

   : 선원충진 전 후 공정의 선량 안정성 시험(Dose stability test) 

-. 선량분포 변이성 편차(Variability of dose distribution)  

   : 설비 관리기준 허용오차  5 % 이하( 5% or less) 

 

 ● Attachment 23. 설비의 선량 분포도(Installation dose mapping)  

 

   ③ 제품 이송경로(Product path) 

     설정시간에 따른 캐리어 2개 경로 

(Two pathway/Carrier speed by timer setting) 

 

 ● Attachment 24. 운송 제품 이송경로(Pathway of Product)  

 

   ④ 산출된 실제선량의 재현성(Reproducibility of actual dose delivered) 

-. 정규 선량계(Routine dosimeters) : Harwell Dosimeter  

( Red perspex 4034 ) 

 

-.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C.V.) values) :  2 % or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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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성능 적격성(Performance Qualification) 
 

1) 제품 적재 형식의 설명 

     (Description of the product loading pattern within the irradiation container) 

a) 포장제품의 치수 및 밀도 

(The dimensions and density of packaged product) 

: Attachment 13  참조 

b) 포장내의 제품 방향 

(The orientation of product within the package) 

: Attachment 13  참조 

c) 캐리어에서 제품 적재 형식 

(The loading pattern of packaged product within the irradiation container) 

운송기(Carrier)에 제품 적재 형식 및 제품 방향(Product orientation) 

에 따라 제품 팔렛트채로 투입되며, 동일 조건을 위해  허용되는 

유사밀도 박스(Dummy box)를 이용하는 동질 (Homogeneous) 조건 

임.  

 

① 제품 팔렛트의 특징(Characteristics of Product pallet) 

-. 제품 팔렛트 재질(Product pallet materials)  

: PE Plastic 또는 철재Pallet 

-. 최대 팔렛트 크기(Max. pallet size dimension)  

: 1,200mm(L) x 650 mm(W) x  1,800mm(H) 

-. 공정 팔렛트 최대 적재량(Maximum Loading Weight/Pallet )  

: 400 kg  

-. 공정중 혼용 투입 허용 밀도 

(Acceptable range of densities of other product in process)  

: 멸균 최소선량이상 도출되는 밀도 범위 

(Maximum density for the minimum dose)  

 

● Attachment 25. 제품 적재 형식(Product loading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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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조사용기와 그 크기의 설명(Description of the irradiation container) 

-. 캐리어의 재질(Carrier materials) : Aluminium          

-. 캐리어의 크기(Carrier size  dimension) 

     : 1,250mm(L) x  650mm(W) x 2,000mm(H) ( X 2 stage ) 

 

● Attachment 26. 조사용 운송 용기( Irradiation container) 

 

2) 제품 선량분포도(Product dose mapping) 

    ① 선량분포도 시험(Dose mapping study)  

-. 부분 적재 및 정규 공정에서  최대/최소 선량과 부위 결정 

    (The  max. & min. dose zones if partially & fully filled container ) 

-. 제품의 적재형식에서 선량분포 

   (Distribution of dose in product loading pattern) 

    : 실측된 동일밀도 제품의 최대선량 및 최소선량 결정 

     (The actual maximum and minimum dose zones for the same density) 

 

    ② 정규 공정을 위한 선량측정 모니터링 위치 
       (The dose monitoring locations for routine processing)  

        -  최소 선량( Min. dose)  : C line  

        -  최대 선량( Max. dose ) : A line 

 

       ● Attachment 27. 제품의 선량 분포도(Product dose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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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최종 검토 및 승인(Final Review & Approval) 
 

결론적으로 감마선 멸균에 관한 유효 

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설비적격성 

(I.Q), 운전적격성(O.Q) 및 성능적격 

성 (P.Q)의 데이터 및 문서들에 의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In conclusion, we can identify the 

followings by the data and document 

of installation qualification, 

operational qualification, and 

performance qualification, etc. to 

evaluate the validation on gamma 

sterilization. 

 

a) 제품의 포장 관련 정보(Description of packaged product)  

- 제7장 제품 정의에서 참조 (Refer to the product define of chapter 7)  

b) 운송기의 제품적재형식 

(Product loading pattern within the irradiation container)  

- 성능 적격성의 적재 형식 참조 

(Refer to the performance qualification of clause 9.3)  

c) 운송 콘베이어 경로(Conveyor path to be use) 

- 설비 적격성의 이송경로 참조(Refer to the installation qualification) 

d) 최대허용선량(Minimum Acceptable Dose) : 40  kGy  

e) 멸균선량(Sterilization dose) : 25  kGy 

f) 제조와 조사완료시간간의 최대간격(미생물 증식우려제품)  

  (Maximal interval of time between manufacture and completion of irradiation) 

:관계사항 없음(Not applied)  

     g) 정규 선량 모니터링 위치(Routine dosimeter monitoring position)  

: 성능 적격성의 선량분포도에서 최대 선량 및 최소선량 부위 참조 

  (Refer to the performance qualification, the product dose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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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최대선량 및 최소선량과 선량 모니터링 위치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onitoring dose and the max/min. dose)  

  - 성능 적격성의 선량분포도 상관관계 검토(Review the relationship  

   of dose mapping for performance qualification) 

   : 최소선량과  최대선량을 함께 측정하여 관련 없음.                    

(Not related because of the measurement of minimum and maximum dose) 

i) 반복 노출 공정 제품의 방향성 검토 

   (The orientation of product for the multiple exposure) 

- 일정 방향 유지의 캐리어 설계 

(The designed carrier for constant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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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규 모니터링 및 통제(Routine monitoring and control) 

10.1 정상운용확인을 위한 주기적 검사 

(Specific periodic test to identify normal operation) 

: 조정판넬, 램프, 자동감지기, 경보시스템 등 

(Control panel, lamp, alarm system and automatic sensor of Greenpia Tech. Inc.) 

10.2 제품의 취급과 유지 

(Handling and maintaining of product) 

: 제품의 취급 및 유지에 관한 절차서 참조 

(Procedure for handling and maintaining of product)  

 

10.3 제품 계수 시스템의 유지 

(System for counting product and maintaining of product count) 

: 제품의 취급 및 유지에 관한 절차서 참조 

(Procedure for handling and maintaining of product)  

 

10.4 비조사제품과 조사제품의 격리 

(Segregation between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product) 

- 제품의 물리적 격리(Physical separation of product) 

- 변색 인디케이터 사용(Use of color-change indicator) 

 

10.5 공정 명세에 따른 조사용기내 제품의 적재 

(Product loading in the carrier in accordance with process specification) 

- 조사공정계획을 위한 기록표 및 체크시트 

(Irradiation record & check-sheet for process plan) 

 

10.6 미리 결정된 선량계 모니터링 위치 및 측정 분석에 관한 사항 

(The predetermined routine monitoring position, measurement and analysis 

of dosimeter) 

- 9.3 성능적격성(Performance qualification) 참조 

 

10.7 선량계 부착의 빈도수에 관한 사항 

(The frequency of dosimeter placement) 

- 9.3 성능적격성(Performance qualifica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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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방사선 민감성 변색 인디케이터(Radiation sensitive visual indicator) 

- 방사선 색상 지시계(Radiation Color Indicator) : Dots - sticker type           

감마선 조사 전후 색상 변화(Color change) : Yellow ―> Red 

 
ex) 

 
 

10.9 정규 공정의 모니터링 및 관리(Monitering and control of routine process) 

공정의 파라미터의 모니터링과 정규 

선량측정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을 

검토하여 제품이 규격대로 처리되었 

는지 확인한다.  

 

A review of the results from the 

monitoring of the process parameters 

and from routine dosimetry is used to 

ascertain that product has been 

processed according to specification. 

a) 선원감소에 따른 설정시간 조정(Adjustment of timer setting in accordance 

with source decay) 

- 방사능 붕괴에 따른 선원량별 설정시간 변경 테이블 

 (Table for timer setting of source activity in accordance with radioactive decay) 

 

b) 선원위치, 설정시간, 컨베이어 속도, 조사용기 운송에 관한 모니터링 

및 기록(Monitoring & recording of source position, timer setting, conveyer 

speed, carrier movement) 

-. 규격 한계를 벗어난 측정치의 조치 

(Action to be taken when measurements fail outside specified limits) 

□ 정전, 컨베이어 오동작 등으로 정상작업조건을 벗어난 경우 

(Deviations from normal operating conditions such as power loss, incorrect 

    conveyor movements, etc) 

  : 공정 차단 조치 및 자동 선원 안전 저장 

(Interruption of the process and automatic safe storage of th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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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한계를 벗어난 측정의 경우 

(measurements outside of specified limits)   

: 재공정, 벗어난 판독의 신뢰성 점검, 제품폐기, 추가공정 등의 

문서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기록함.(Recording of action to be taken 

in accordance with documents in such cases of reprocessing, checking of the 

reliability of the transgressing reading, product discard, further processing 

needs, etc ) 

-. 공정 차단으로 취해지는 조치 

(actions to be taken in case of process interruption) 

□ 일반적으로 미생물 증식 우려가 없는 제품은 조치 필요 없음. 

(Product not related with microbial growth does not generally necessitate 

action) 

 

□ 미생물 증식 우려가 있는 제품의 공정차단 조치의 경우 

(For process interruption occurring with product capable of supporting  

microbial growth) 

: 제조 및 멸균공정 완료시간의 경과가 최대로 허용되는 시간 

(The maximal interval of time that can elapse between completion of 

manufacture and completion of sterilization processing) 

: 지연되는 시간 동안의 저장 및 운송 조건 

(The conditions of storage and transportation to be applied during the   

interval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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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멸균후 제품 출하(Product release from sterilization) 

 
해당 제품이 방사선멸균의 유효성 

확인절차(GQP -012-001)에 따라 

처리된 후, 표준운용공정에 따른 

선량보증에 대한 조사증명이 제품 

과 함께 발급되어야 한다.   

After the product is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Radiation Sterilization 

Validation Procedure (SOP of Greenpia 

GQP-012-001), the certificate for dose 

assurance according to the Standard 

Operation Process is released with the 

product.  

a) 인원 및 자격사항(Personnel and qualification) 

 - 멸균기 운용 및 유지(Maintenance and operation by sterilizer)  

   : 방사선 감독 면허자(Radiation supervised operator, RSO) 
  

b) 정규 선량계(Routine dosimeter) 

 - Harwell PMMA dosimeter 

 

c) 기록 및 문서화(Records and documentations)  

 - 점검 시트(Check sheet)  

 - 감마공정기록(Gamma process recording) 

 - 감마선 조사증명(Certification of gamma irradiation)  
 

검사자는 문서들을 확인하고 감마선 멸균공정 완료 후에 조사 

증명서를 발급한다.(Inspectors shall confirm the documents and issue the 

certificatio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sterilization process) 
 

d) 멸균 유효성 승인 및 정규관리와 제품출하(Routine control and    

approval of sterilization validation and product release)  

   : 품질경영대리인(QMR) 또는 대표이사(President or CEO) 

 

        ● Attachment 28. 감마멸균 증명서식 

(Certificate form of gamma ster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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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정 효과의 유지(Maintaining process effectiveness) 
 

 12.1 효과 유지관리 계획(Program of continued effectiveness) 

효과 유지관리 계획은 멸균되는 

제품을 위해 멸균선량의 유효성, 

제품의 오염균 관리, 제품 포장 

방법, 적재 형식, 공정 관리, 수탁자 

관리, 기록 관리로 구성되며, 관련된 

표준운용절차와 서식에 따라 준비되 

고 반영된다. 

Program of continued effectiveness 

shall be made for the product to be 

sterilized, validity of sterilization dose, 

bioburden of product, packaging 

method, loading pattern, process 

control, subcontractor control, record 

control, and it shall be prepared and 

reflected at the relevant SOP and forms.  
 

1) 멸균선량 감사(Sterilization dose auditing)  

그린피아에 대한 주기적인 유효성 

확인은 정해진 공정에 따라 지속적 

으로 생산된 멸균제품이 사전에 

결정된 규격 명세와 품질 특성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수행하여야 한다. 유효성을 재확인 

하는 주기는 매년 실행하여야 하며 

13개월은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린피아에서 코발트 60 

선원 재충진 계획과 맞물릴 경우, 

예외를 허용하여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연장기간은 25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The cycle validation for Greenpia 

should be performed to assure that the 

specified process will consistently 

produce a sterile product meeting 

predetermined specifications and 

quality characteristics.  

The cycle revalidation shall be 

performed on annual basis (not to 

exceed 13 months).  An exception is 

permissible if coordination with the 

Greenpia's cobalt 60 replenishment 

schedule is required, however, the 

extended period should not exceed 25 

months.  

 

2) 무균선량 감사(Sterility Dose Audit) 

의뢰자는 코발트60 감마선으로 멸균 

되는 모든 의료기기 또는 기타 제품 

들에 대해 “무균선량 감사”를 수행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미 수립 된 

멸균선량과  감사선량을 증가시 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제조시설의 변화가 없고 또는 

제품의 오염 생균수 저항성에 중요 

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Clients should perform “the Sterility 

Dose Audit” for all medical devices or 

other products that have undergone 

Cobalt 60 gamma radiation 

sterilization, to verify that no 

significant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manufacturing facility or in the 

product bioburden resistance that have 

the potential of increasing the 

established sterilizing dose and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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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dose.   

 

3) 선량감사 주기(The cycle of dose audit) 

선량감사는 멸균의뢰자의 감사 프로 

그램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조 오염 

생균수의 조건이 다르게 나타나 지 

않는 경우에 매 분기별로 실시한다.   

The dose audit should be performed 

quarterly in accordance with client's 

audit program, unless seasonal and/or 

manufacturing bioburden condition  

indicate otherwise.  

 

-  감사 주기(Cycle of audit) : 매 3개월마다(Every three months) 
 

4) 선량감사 실행방법(Performance of sterilization dose audit) 

-  ISO 11137-2 에서 언급된 방법에 따라 실행 
     (Performance according with ISO 11137-2 ) 

- 선량감사주기(Cycle of dose audit)  

: 25 kGy 적용 제품은 매 3개월(Every three months for dose 25 kGy) 

- 시료 및 시험기준(Sample & Test standard) 

:선량감사 시험을 위해 단일 뱃지에서 무작위 샘플링 
(Random sampling for dose audit from single batch) => 20 unit 

- 오염 생균수 시험(Bioburden test) => 0 unit 

     * Bioburden 10이하일 때 Pool test 허용(ISO11137-2, 10.3.3 note 1) 

- 무균성 시험(Test of Sterility) : 10 unit 

양성관 수 

(Positive) 

결과 해석 

(Interpretation) 

1 positive이하 
멸균선량감사 수용 
Acceptance the sterilization dose audit 

2 positive 
확증 멸균선량감사 10개 재실험 수행 
Confirmatory sterilization dose audit for 10 test 

3-6 positive 
선량 증분값 적용하여 멸균선량 재수립 
Augmented Sterilization Dose  

= 25 kGy+Augmentation value  

7 positive이상 
멸균선량 다른 방법으로 재수립 
Reestablishment of using anothe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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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변화의 평가 및 재적격성 (Assessment of change and requalification) 
 

IQ 및 OQ의 재적격성 평가는 전형 

적으로 변화의 형태에 관련되어 

실행된다.(아래 테이블 A.1 참조) 

The requalification of IQ and/or OQ 

status is typically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the type of the change 

(see the below Table A.1). 

 

1) 교정 프로그램(Recalibration  program) 

계측기 검교정 계획에 따라 설비 및 

공정의 적격성에 사용되는 장비들과 

선량측정 시스템들의 주기적인 재교 

정 계획을 실시함. 

 

Recalibration of equipments and 

dosimetry systems used on 

installation qualification and 

performance qualification according 

to program of  recalibration scheme. 

-  시간 설정기(Cycle setting timer) 

-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  두께측정기(Thickness gauge or Micrometer) 

 

2) 조사기 재적격성( Irradiator requalification)  

(1) 설비 재적격성을 위한 설비시험 및 장비 문서화 

       (Installation test & documentation for installation requalification) 

- 선원의 충진/제거, 재배열(Addition, removal or reconfiguration of Co 60) 

- 조사용기의 디자인 변경(Carrier / Container redesign) 

- 조사실 및 제품이송경로의 재배치(Removal or relocation of cell, path) 

- 선원케이블의 교체(Replacement of source cable) 

- 제품의 거리 및 선원랙의 재설계(Redesign of rack & product distance) 

- 순환타이머, 안전모니터링장치, 선원풀 모니터링장비의 교체 

(Change of Cycle timer, ), etc  

 

(2) 운전 재적격성( Operational requalification) 

* 선량 분포도(Dose mapping) 및 장비의 시험(Equipment testing) 

- 선원 충진, 제거, 재배열(Addition, removal or reconfiguration of Co 60)  

- 조사용기의 디자인 변경(Carrier / Container re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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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실 및 제품 이송경로의 재배치(Removal or relocation of cell, path) 

- 선원케이블의 교체(Replacement of source cable) 

- 제품의 거리 및 선원랙의 재설계(Redesign of rack & product distance) 

- 순환타이머, 안전모니터링장치, 선원풀 모니터링장비의 교체  

(Change of cycle timer,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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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ISO 11137-1(2006) 

 



 Attachment 1 

미국 식품의약품청 등록  
FDA Registration  

 



  Attachment 2  

ISO 통합인증(Unified Certificate) 

 
 



  Attachment 3  

감마선 조사기 체계 
Scheme of gamma irradiator JS8900 

 
 



  Attachment 4  
 

 

선원 판넬 및 캡슐 
Source Panel and Capsule 

 

  

 
  



  Attachment 5  
 

  

 



  Attachment 6   
 

 
팔렛트 감마선 조사기 설치도 
Site Map of Pallet Gamma Irradiator 

 

 

 

 

 



  Attachment 7   
 

 
운송 콘베이어 체계 

Conveyer system for Carrier movement 

 

 

 

 



  Attachment 8  

 

 
캐리어 이송경로 
Pathway of Carriers 

 

 

 
 

 Carrier conveyer system  

 



  Attachment 9  
 

 

적재 운송기 설계 
Loading Carrier Design 

 

  
 

 



  Attachment 10  
 

 

조사시설의 운용 
Operation of irradiation plant 

(Irradiator operating Panel) 

 

 

 

 

 



  Attachment 11   

제품 사진 및 특징 
Product Picture & Characteristics 

종 류 조직수복용생체재료 B04230.01 [4] 

포 장 

1차 

 

2차 

 

3차 

 

 

제 품 

  

특징 

본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4등급) 제품으로 환자의 전방 또는 후방십

자인대에 식립하는 멸균 의료기기이다. 환자의 손상된 인대 대체재역할을 

한다. 



  Attachment 12   

 

원재료 확인 증명  

Certificate for Materials  

 

 
 

1. 제품 재질 

- 돼지슬개건 

- Dimethyl sulfoxide 

 

2. 포장 재질 

1) 1 차 포장  

- PET 

- Nylon 

- CPR 

2) 2 차 포장 

- PET 

- Nylon 

- Aluminum-lamininate coated 

- CPR 



1. Raw material of Packaging 

 1) 1st package : PET Film 

 



 



 



- Nylon 

 



 



 



 



  Attachment 13   
 

제품 적재 형식 

Product  

 

Packing 1 

 

가로90mm X 세로130mm 

 

Packing 2 가로150mm X 세로220mm 

 

Packing 3 가로340mm X 세로320mm X 높이 280mm 

 



  Attachment 14   

 

방사선 안정 재질의 사례 
Examples of radiation stable materials 

Source : ISO 1113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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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초기 생균수 시험  
Bioburde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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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선량 측정 보고서 
Dosimetry Report for Verific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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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선량에 대한 무균성 시험  
Test of Sterility  

for the Verification Dose  

 



 



  Attachment 18   

멸균선량 결정을 위한 테이블 
Table for determination of the sterilization dose 

ISO 11137 VDmax 25 Method 

Term Value   Comments 

Sterility assurance level  

(SAL) 
10

-6
 

This method substantiates 25 kGy as a 

sterilization dose to achieve maximally a 10
-6

 

SAL. 

SIP 1.00 
The entire product was used for testing. The 

ratio of total product & SIP was 1.0 

Number of product items 40 

10 from each of 3 batches for bioburden 

determination plus 10 for verification dose 

experiment. 

SIP Average 

Bioburden 
54.97 

SIP bioburden of 51.34, 50.36 and 63.22 were 

observed for the three batches tested for an 

overall SIP average bioburden of 54.97. 

Overall Average 

Bioburden 
54.97 

The entire SIP was used (SIP = 1.0), therefore 

no further calculations are required to 

determine the average bioburden for the 

product unit. None of the individual batch 

average bioburden was twice the overall SIP 

average bioburden of 54.97, therefore the 

batch average bioburden of 54.97 is used to 

calculate the verification dose. 

Verification Dose 8.9 kGy 

The verification dose for an overall average 

bioburden of 54.97 is obtained in table 9. (If an 

average bioburden is not listed in the table, the 

next higher bioburden is used.)  

Results of  

Tests of Sterility 
0 Positive 

The arithmetic mean was 8.9 kGy. The doses 

delivered to the product items were within the 

specified range. 

SAL 10
-6  

Sterilization Dose 
25 kGy 

The test of sterility results was acceptable as 

the allowed limit is one positive test. Therefore, 

25 kGy has been substantiated. 

 



 
 

 



  Attachment 19   
 

그린피아 기술(주) 소개 
Company profile for  Greenpia Technology Inc. 

 

Introduction 
GREENPIA TECHNOLOGY INC, a frontier Radiation Sterilizer The enterprise Operating 

Gamma Sterilization Facility and supplying Gamma Sterilization for the first time in 

Korea, with it's Corporate Head quarters in seoul. 

Greenpia emerges from 1987. Taking decisive and thoughtful actions. Accelerating with 

technology as its driver. Moving faster towards premium Goals and Growth. Capitalizing 

on world-class capabilities. 

Possessing technological prowess, a strong product line up, and a thirst to improve. In 

short time. To revel it's secret, Greenpia's strength is it's Team work. 

Challenging the boundaries in Radiation Market , Greenpia is providing the Best quality 

service in Clean and Green Environment for it's customers in Health care products, 

Pharmaceuticals, Cosmetics, Packing Material and Health related Industries. 

With over 20 years experience, Greenpia is the best partner as an Outstanding company 

in the field of the Radiation Sterilization and processing. 

 

History 
2010 

2009 

2007 

Opening of RFT Center(Research cooperation center of KAERI) 

Enlargement of R&D Center(R&D Team, Radiation detection room)  

JAPAN MHLW Accredited ( Foreign Sterilization for Medical device) 

2005 Accredited as ISO 9001/ISO 13485 / EN 552 / ISO 11137 Quality System 

Company by DNV  

2004 US FDA Registered ( Device listing audit : Class III 'Implant") 

2003 Selected as an "Innovative Business Company" by Small &Medium Business 

Association. 

2001 Accredited as ISO 13488 Quality System BY TUV PS, Germany. 

Greenpia's Fruitfull Agreement in Exchanging Technology On Gamma Irradiation 

with Qingdao Irradiation Center. China 

2000 Greenpia Accredited for EN 552 Gamma sterilization standard in European 

Community. Greenpia is Selected as a "bright-prospect company in the advanced 

technology" by Small &Medium Business Association. 

Greenpia is Selected as "Excellent company" by KAERI, Korea. 

1999 Greenpia is Certified as ISO 9002 / EN 46002 Quality System Company By TUV 

Product Service, Germany.  

 Greenpia is Honoured as "The Excellent company Of Technical Competitiveness". 

By Korean Government. 

1998 The year of Limelight, Ms. Soon-Youn Park took over with charges as President 

of Greenpia. 

1992 Greenpia Joined Hands For Technology Transfer on Gamma Sterilization with 

Kore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987 Approved by Korean Food & Drug Administration 

Greenpia Installed the first Gamma Irradiation Faci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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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디온(주) 소개 
Company profile for MDS Nordion 

Every day, MDS Nordion's technology, products and services contribute to the health 

and well being of people around the world. We are the global leader in radioisotope 

technology used to prevent, diagnose and treat disease.  

Nuclear medicine uses very small amounts of radioisotopes or radio- pharmaceuticals 

(substances attracted to specific organs, bones or tissues) to diagnose and treat 

disease. As a leading source of radioisotopes, MDS Nordion supplies major 

radiopharmaceutical producers worldwide. We supply over half of the world 

reactor-produced isotopes and a wide variety of cyclotron-produced isotopes. As well, 

MDS Nordion is involved in business partnerships to develop new radiopharmaceuticals, 

primarily for the treatment of cancer. 

An important area of focus for MDS Nordion is using radiation to treat cancer. In 

hospitals and health care clinics, radiation therapy is used as an effective means for 

treating solid tumours. The company is a world leader in the production of cobalt-60 

radiotherapy systems used in the treatment of cancer. Radiation is also being adapted 

for use beyond cancer therapy, in fields such as cardiology. 

MDS Nordion plays a pivotal role in the gamma sterilization industry. Since building our 

first irradiator in 1964, we have installed nearly 120 sterilization systems in 40 countries. 

Gamma irradiation uses the radioisotope cobalt-60 to treat products by destroying 

harmful microorganisms. These products include medical supplies, consumer goods, 

and some foods. MDS Nordion also manufacturers smaller research and clinical 

irradiators used worldwide. Overall, MDS Nordion supplies more than 80 percent of 

global demand for cobalt-60. Gamma technology also has other industrial applications, 

checking the structural integrity of pipelines, bridges, etc. 

MDS Nordion: A Global Company 

Ottawa, Ontario 
Head office and main facility for 

manufacturing, software development, and 

processing reactor-produced isotopes 

and related equipment. 

Fleurus, Belgium 
Processes both reactor and 

cyclotron-produced isotopes and 

radiopharmaceuticals. 

Vancouver, British Columbia 
Located on the campus of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this facility processes 

cyclotron-produced radioisotopes.  

Other Offices 
Causeway Bay, Hong Kong 

Tokyo, Japan 

Laval, Quebec 
Canadian Irradiation Centre 

A training and demonstration facility, 

operated in partnership with the University 

of Quebec's  Armand Frappier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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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타이머 교정성적서 
Certificate of Calibration 

 

 

 

Calibration item :  

EAGLE SIGNAL TIMER 

 

( Setting time for irradiation) 

 

 

 

 

 

 

 

National Metrology Institut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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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 측정 시스템 교정 성적서 
Certificate of Dosimetry system 

 

 

 

Calibration item :  

1. Spectrophotometer 
Calibration institute :  

Korea Testing Laboratory 

 

2. Thickness gauge(Micrometer) 
Calibration institute :  

 

by Authorized Korea Institute Standard Technology 

 

3. Routine Dosimeters 
Calibration institute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arwell Red 4034 MC 선량계의 보정 실험

1. 실험 목적

영국의 Harwell사에서 제작된 Red 4034 MC 선량계의 흡수선량 보정곡선

(calibration curve) 및 보정 Table 작성.

2. 실험대상 및 규격

Type Batch Dose Range
(kGy)

Read-out
Wavelength

Harwell Red MC 5～50 640nm

3. 실험 방법

1) 보정이 필요한 Red 4034 MC 선량계를 (주)그린피아의 감마선 조사시

설을 이용하여 직접 조사

- Red 4034 MC 선량계의 보정 함수(Calibration Curve)를 찾기 위하여

예상 선량 범위 5kGy부터 50kGy까지, 5kGy 간격으로, 총 10개 지점에

서 감마선 조사

- 각 조사 지점마다 Alanine 선량계 3개, Red 4034 MC 선량계 3개를 동

시에 부착하여 조사

․조사 일시 : 2012. 10. 08 ∼ 2012. 10. 10

․조사온도 22 oC ～ 24 oC

2) Red 4034 LS 선량계는 감마선 조사 후 그린피아(주)의 자외선 분광광

도계(SHIMADZU UV-minu1240) 및 두께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흡광도

(OD) 와 specific absorbance(Abs./cm)를 측정

그림 1. Alanine Dosimeter



3) 보정에 필요한 표준 선량계는 Alanine Pellets(그림 1)를 이용

4) 알라닌 선량계는 ISO/ASTM 51607:2004(Practice for Use of the

Alanine-EPR Dosimetry System)에 의거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e-scan™ Alanine Dosimeter Reader(그림 2)를 이용하여 흡수선량을 측

정

- 측정에 앞서 ISO/ASTM 51261:2002(Guide for Selection and

Calibration of Dosimetry SysteMC for Radiation Processing)에 의거하

여 NPL(National Physical Laboratory)에서 표준 조사(2011. 12. 12.)된

물질(Reference-Standard Dosimeter)로 보정(Certificate 2011090351/2,

2011. 12. 12.)

․Reference-Standard Dosimeter의 선량 값은 물에 대한 흡수선량으로

서 불확도는 ±2.2%(신뢰도 95%)임

그림 2. e-scan
™
Alanine Dosimeter Reader 그림 3. 알라닌의 free radical 측정

5) 알라닌 표준 선량계에서 측정한 선량 값과 Red 4034 MC 실험대상 선

량계에서 측정된 specific absorbance와 상관관계인 보정곡선(calibration

curve) 그래프 작성

- 산출된 보정곡선을 이용하여 calibration table 작성

4. 실험결과

1) 실험에 사용된 Red 4034 MC 선량계의 specific absorbance (Abs./cm)

와 알라닌 선량계의 선량 값과 Harwell의 선량 값을 비교 한 결과는 그림 4.

과 같다.



그림 4. Harwell Red 4034 MC의 specific absorbance와 선량값 비교

2) 알라닌 표준 선량계에서 측정한 선량(kGy)과 실험대상 Red 4034 MC

선량계에서 측정된 specific absorbance(Abs./cm)를 이용하여 그림 5.과

같이 선량 보정곡선을 산출

그림 5. 알라닌 선량계에 대한 Harweel Red 4034 MC의 보정함수

3) 그림 5.에서 작성된 계산식 중 기울기가 가장 안정적인 5차식을

calibration curve로 선정 하여 Red 4034 MC선량계의 측정 범위인

5.01kGy～49.81kGy까지 선량 보정 Table 작성(첨부)



첨부. Harwell Red 4034 MC의 보정 테이블 

y = 0.485x5 - 5.354x4 + 23.23x3 - 45.79x2 + 51.74x - 17.94

Abs.(cm) Dose(kGy) Abs.(cm) Dose(kGy) Abs.(cm) Dose(kGy) Abs.(cm) Dose(kGy) Abs.(cm) Dose(kGy)

0.83 4.39 1.15 7.94 1.47 11.29 1.79 15.14 2.11 19.75 

0.84 4.52 1.16 8.05 1.48 11.40 1.80 15.27 2.12 19.91 

0.85 4.64 1.17 8.15 1.49 11.51 1.81 15.40 2.13 20.07 

0.86 4.77 1.18 8.25 1.50 11.62 1.82 15.54 2.14 20.23 

0.87 4.89 1.19 8.35 1.51 11.73 1.83 15.67 2.15 20.38 

0.88 5.01 1.20 8.46 1.52 11.85 1.84 15.81 2.16 20.54 

0.89 5.13 1.21 8.56 1.53 11.96 1.85 15.94 2.17 20.71 

0.90 5.24 1.22 8.66 1.54 12.07 1.86 16.08 2.18 20.87 

0.91 5.36 1.23 8.76 1.55 12.19 1.87 16.22 2.19 21.03 

0.92 5.48 1.24 8.87 1.56 12.30 1.88 16.35 2.20 21.19 

0.93 5.59 1.25 8.97 1.57 12.42 1.89 16.49 2.21 21.36 

0.94 5.71 1.26 9.07 1.58 12.53 1.90 16.63 2.22 21.52 

0.95 5.82 1.27 9.17 1.59 12.65 1.91 16.77 2.23 21.69 

0.96 5.93 1.28 9.28 1.60 12.77 1.92 16.92 2.24 21.85 

0.97 6.04 1.29 9.38 1.61 12.89 1.93 17.06 2.25 22.02 

0.98 6.15 1.30 9.48 1.62 13.01 1.94 17.20 2.26 22.19 

0.99 6.26 1.31 9.59 1.63 13.13 1.95 17.35 2.27 22.35 

1.00 6.37 1.32 9.69 1.64 13.25 1.96 17.49 2.28 22.52 

1.01 6.48 1.33 9.79 1.65 13.37 1.97 17.64 2.29 22.69 

1.02 6.59 1.34 9.90 1.66 13.49 1.98 17.78 2.30 22.86 

1.03 6.69 1.35 10.00 1.67 13.61 1.99 17.93 2.31 23.03 

1.04 6.80 1.36 10.11 1.68 13.73 2.00 18.08 2.32 23.20 

1.05 6.91 1.37 10.21 1.69 13.86 2.01 18.22 2.33 23.38 

1.06 7.01 1.38 10.32 1.70 13.98 2.02 18.37 2.34 23.55 

1.07 7.12 1.39 10.42 1.71 14.11 2.03 18.52 2.35 23.72 

1.08 7.22 1.40 10.53 1.72 14.23 2.04 18.67 2.36 23.90 

1.09 7.33 1.41 10.64 1.73 14.36 2.05 18.83 2.37 24.07 

1.10 7.43 1.42 10.75 1.74 14.49 2.06 18.98 2.38 24.25 

1.11 7.53 1.43 10.85 1.75 14.62 2.07 19.13 2.39 24.43 

1.12 7.64 1.44 10.96 1.76 14.75 2.08 19.29 2.40 24.60 

1.13 7.74 1.45 11.07 1.77 14.88 2.09 19.44 2.41 24.78 

1.14 7.84 1.46 11.18 1.78 15.01 2.10 19.60 2.42 24.96 



Abs.(cm) Dose(kGy) Abs.(cm) Dose(kGy) Abs.(cm) Dose(kGy) Abs.(cm) Dose(kGy) Abs.(cm) Dose(kGy)

2.43 25.14 2.75 31.25 3.07 38.16 3.39 46.28 　 　

2.44 25.32 2.76 31.45 3.08 38.39 3.40 46.56 　 　

2.45 25.50 2.77 31.65 3.09 38.62 3.41 46.85 　 　

2.46 25.68 2.78 31.86 3.10 38.86 3.42 47.13 　 　

2.47 25.86 2.79 32.06 3.11 39.09 3.43 47.42 　 　

2.48 26.05 2.80 32.27 3.12 39.33 3.44 47.71 　 　

2.49 26.23 2.81 32.47 3.13 39.57 3.45 48.01 　 　

2.50 26.41 2.82 32.68 3.14 39.81 3.46 48.30 　 　

2.51 26.60 2.83 32.89 3.15 40.05 3.47 48.60 　 　

2.52 26.78 2.84 33.10 3.16 40.29 3.48 48.90 　 　

2.53 26.97 2.85 33.31 3.17 40.53 3.49 49.20 　 　

2.54 27.16 2.86 33.52 3.18 40.78 3.50 49.51 　 　

2.55 27.35 2.87 33.73 3.19 41.02 3.51 49.81 　 　

2.56 27.53 2.88 33.94 3.20 41.27 3.52 50.12 　 　

2.57 27.72 2.89 34.16 3.21 41.52 3.53 50.43 　 　

2.58 27.91 2.90 34.37 3.22 41.77 3.54 50.75 　 　

2.59 28.10 2.91 34.58 3.23 42.02 3.55 51.07 　 　

2.60 28.29 2.92 34.80 3.24 42.28 　 　 　 　

2.61 28.49 2.93 35.02 3.25 42.53 　 　 　 　

2.62 28.68 2.94 35.23 3.26 42.79 　 　 　 　

2.63 28.87 2.95 35.45 3.27 43.05 　 　 　 　

2.64 29.07 2.96 35.67 3.28 43.31 　 　 　 　

2.65 29.26 2.97 35.89 3.29 43.57 　 　 　 　

2.66 29.46 2.98 36.11 3.30 43.83 　 　 　 　

2.67 29.65 2.99 36.34 3.31 44.09 　 　 　 　

2.68 29.85 3.00 36.56 3.32 44.36 　 　 　 　

2.69 30.05 3.01 36.79 3.33 44.63 　 　 　 　

2.70 30.24 3.02 37.01 3.34 44.90 　 　 　 　

2.71 30.44 3.03 37.24 3.35 45.17 　 　 　 　

2.72 30.64 3.04 37.47 3.36 45.45 　 　 　 　

2.73 30.84 3.05 37.69 3.37 45.72 　 　 　 　

2.74 31.04 3.06 37.92 3.38 46.00 　 　 　 비검증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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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의 선량분포도 

Installation Dose Mapping 
 

 

 

Dose Mapping Materials:  

1. Gypsum board panel  

2. Polyethylene vinyl 

3. Wood chip Polyethylene vinyl 

 

  

 

 

Greenpia Technology Inc.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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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제품의 이송경로  

Pathway of Product 
 

 

 

 

2 Pathway of product carrier convey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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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적재 형태  
Product Loading Pattern 

   

  
일반 캐리어 적재형 

General carrier loading type 

  
 

특수 조정 캐리어 적재형 

Special carrier load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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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용 운송 용기 
Irradiation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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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선량 분포도 
Product Dose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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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멸균 증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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