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생체인공신장(bioartificial kidney) 기술

 
특수 신장 세포로 구성된 장치와 기존의 인공신장을 결합하면 실제의 신장이 지닌 혈액투석 
(blood-filtering) 기능에 근접한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이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의 내과교수인 H. David Humes가 이끄는 연구팀에 의해 보고되었다[Nat. 
Biotechnology, 17, 451 (1999)]. MIT 화학공학과 Clark K. Colton 교수는, 신장의 모든 기
능을 수행하고 이식도 가능한 생체인공신장(bioartificial kidney)의 개발을 앞당긴 것으로 연
구팀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현재의 인공신장은 투석(dialysis) 또는 한외여과(ultrafiltration)를 이용하여 혈액으로부터 
독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이 과정은 모두 신장내 신사구체(glomerulus)에서 수행되는 한
외여과 기능을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신장이 수행하는 다른 기능은 모방하지 못하고 있는 형
편이다. 즉, 정상 신장에서는 다음 단계로 인근의 관상영역에서 세포들이 여과물중에 포함된 
"좋은" 이온과 분자들을 혈액으로 되돌려 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관상 세포들은 대사와 면
역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Michigan의 연구팀은 폴리술폰 중공사 내벽에 단백질을 코팅한 후 그 위에 돼지의 관상 세포
들을 링크시켰다. 연구팀은 기존의 한외여과 장치와 새로이 조직공학을 이용해 만든 중공사 장
치를 직렬로 연결하여 "biohybrid" 인공신장을 구성하였다. 한외여과 장치에서 걸러진 여과물
을 중공사 내부로 흘려보내고 반면 깨끗해진 혈액을 중공사 외부에서 순환시켰다. 동물모델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관상 세포들이 여과물로부터 포도당, 물, 염(salt), 그리고 여타 귀중한 분
자들을 골라 혈액으로 보내줌이 확인되었다. 

신장의 관상 세포가 필요한 것들을 골라내는 한편, 그 중 어떤 것들은 다른 형태로 변환시킨 
후 혈액에 공급한다. 예로, 단백질을 가수분해하여 amino acids나 oligopeptides의 형태로 변
형시킨 후 공급한다. 이 관상 구조에는 약 1,200에서 1,400개 정도의 수송담당 분자들이 존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뿐 아니라, 이 곳에서 수많은 대사 반응이 수행되는데 그 중에는 신장의 면역기능에 매우 중
대한 것들도 포함된다. 조직공학적으로 고안된 장치에서 이러한 반응들이 임상적 관점에서 유
용한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고 연구팀은 주장하였다. 급성 신장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이 
새로운 인공신장 장치는 새 삶의 꿈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수술로 인해 이러한 증상이 유발
되는 경우 50% 이상 사망하게 된다. 연구팀에 따르면, 환자가 죽는 이유는, 투석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패혈증으로 인하여 혈중 산소농도가 저하되어 체내 기관들이 정상적 기능을 수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Humes 교수는 이러한 환자들이 관상구조가 생산하는 대사물질이 결핍되어 쉽게 감염된다고 
믿고 있다. 동물실험 결과를 토대로 이제 인체에 적용하는 단계에 돌입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진척은 정상적인 신장의 모든 기능을 모방하는 생체인공신장을 제작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



트의 한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연구팀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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