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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dominal organs are the most vulnerable body parts under vehicle trauma, and there is high mortality from acute

injuries in accidents. There are various ways to reduce this high mortality; one method is Resuscitative Endovascular Balloon

Occlusion of the Aorta, which has recently become very popular as a minimally invasive alternative in the emergent

management of patients with non-compressible hemorrhages below the diaphragm. However, high safety factor for patients is

applied in actual clinical practice because there is no exact standard for the operating tim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the mechanical behavior of organ tissues for the duodenum, kidney, and liver on the operating time of Resuscitative

Endovascular Balloon Occlusion of the Aorta is investigated in order to obtain data needed to establish standards of operating

time. In characteristic analysis of organ tissues, uniaxial tensile test and compression test a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operating time.

Key words uniaxial tensile test, compression test, soft tissue, resuscitative endovascular balloon occlusion of the aorta.

1. 서 론

오늘날 교통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적 비용으

로 소비되고 있는 사망, 장애 및 입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의되고 있다. 특히, Gad et al.(2012) 및 Singh

et al.(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통 사고 발생 시 복

부 부상 관련 외상 발생률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 또한, 이러한 복부 장기는 차량 외상 중 가장 취

약한 부위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간, 신장 등과 같은 기

관들이 급성 부상으로 발전하여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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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3) 이러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

지 대안들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혈관내 풍

선 확장에 의한 대동맥 차단소생술(REBOA, resuscitative

endovascular balloon occlusion of the aorta)이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REBOA는 횡경막 아래에서 발생하는

비압축성 출혈 환자에게 적용이 많이 되고 있으며, 개복

수술을 통하여 대동맥을 거쳐가는 혈액을 차단하는 기

존 시술법인 개방 대동맥 교차 클램핑(open aortic cross-

clamping)에 대한 최소 침습적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4,5)

대량의 출혈에 대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존에 아주 중

요한 문제이며, REBOA는 이러한 외상성 출혈성 쇼크

에서 출혈을 조절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혈압을 유지

할 수 있다.6) REBOA의 절차는 Fig. 1과 같이 대퇴부

동맥으로 접근하여 와이어를 삽입한 후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 부위에서 풍선을 확장시켜 심장으로부터 전달되

는 혈류를 차단시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임상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자궁 파열로 인해 임신 후기에 생명

을 위협하는 출혈성 쇼크 치료에 적용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7) 이처럼 REBOA의 적용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최근에 도입된 바 있다. 하지

만, 이러한 REBOA의 적용 단계에서 적용 시간에 대한

임상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

히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처

음으로 돼지에 REBOA를 적용하여 시간에 따른 돼지 복

부 장기 조직의 재료 거동 평가를 수행하게 되었다.

기계적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은 외상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필수 조건으로 추후 재료 거

동을 모사하는 수치 모델에서의 재료 정수 산정과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하

여 사고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며,

장기를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생체 의학 측면에서 수술 도구와 수술 환경을 보다

면밀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된다.9) 또한, 자기 공명 탄성

초음파(magnetic resonance elastography) 영상으로부터

도출되는 탄성 계수(E) 또는 전단 계수(G)와 비교 분석

을 통하여 체내에서의 조직 물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

해 장기 조직의 거동을 파악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10) 이러한 장기 조직에 대한 기계적 물성치를 분

석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정적 및 동적 조건하에서 수

행되는 압축, 인장, 전단 실험 기법들이 있다. 하지만, 비

장의 경우, 작은 열상으로도 혈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샘

플을 만들지 않고 장기 조직의 형상 및 구조를 고려하

여 압축 실험만을 수행하기도 한다.3)

장기 조직에 대한 기계적 물성 파악은 많은 연구팀들

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는데 그 중 Gao et

al.(2010)은 돼지 간 조직의 기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전단 시험, 압축 및 일축 인장 시험을 수행하였다.11)

그리고 기존의 초탄성 구성 모델(hyper-elastic constitutive

model)을 기반으로 두 가지의 새로운 구성 모델을 제안

하였으며, 간 조직의 압축, 인장, 및 전단 하중 아래 하

에서 응력과 변형률 관계를 모사하였다. 또한, Roan and

Vemaganti(2007)는 압축 실험 시 자주 발생하는 미끄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반을 활용한 압축 시험법을

제안하였으며, 계산상 결정된 보정 계수 세트를 활용하

여 미끄럼 방지 실험으로부터 비선형 재료 물성치를 확

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12) Umale et al.(2013)는 준

정적 조건 하에서 간, 신장, 비장의 기계적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압축 및 인장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신장

은 신장 캡슐과 신장 피질로 나누어 각각 인장 및 압

축 시험을 수행하였다.3) 이 외에도 여러 조직에 대한 시

험 및 분석을 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 중 십이지장 관련된 실험 연구

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장기 조직의 기계

적 거동 평가 기법들을 참조하여 REBOA의 적용 시간에

따른 십이지장, 간, 신장과 같은 장기 조직들의 기계적 거

동 효과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시간의 REBOA 적

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생체 역학 및

의학 응용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십이지장, 간, 신장

의 FE 모델을 개발 및 REBOA에 의한 장기 조직의 기

능성을 평가하는 데에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REBOA 시행에 의한 돼지의 장기 조Fig. 1. REBOA and Aortic zones related to aortic occlusio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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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들에 대한 물성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계적 거동 평

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REBOA 시행 시간에 따른 기

계적 거동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1에서 보여주고 있다. Table 1에서 나타내고 있는 시편

명칭은 장기 조직의 명칭과 일축 및 압축 시험, 그리고

하중 방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기 위하여 각각의 영문

명칭 중 첫 글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REBOA 시행에 따른 조직들의 물성 변화를 확

인할 수 있는 표본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REBOA를 적용하지 않은 돼지의 장기 조직들을 활용한

기계적 거동 평가 역시 수행하였다.

2.2 시편 제작

본 연구에서의 동물 실험은 부산대학교병원의 동물실

험윤리위원회(IACUC)에 의해 검토 및 승인 후에 수행

되었다(PNUYH-2019-070). 돼지의 각종 장기 조직 샘플

들에 대한 시편 제작 전에 먼저 Fig. 1과 같이 돼지에

Zone 1구역에서 REBOA를 설치한 후, 시나리오 설명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은 REBOA 시행 시간 이후에 각종

장기 조직 샘플들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신장, 간, 십이지장의 각 시험 샘플들은 REBOA

가 시행된 암컷 돼지(45 kg) 2마리와 REBOA가 시행되

지 않은 암컷 돼지(45 kg) 2마리로부터 추출되었다. 이

후, 추출된 샘플들을 활용하여 신장 시편은 신장 캡슐

을 제거한 후, 압축 실험에 적용하기 위해 신피질을 15

mm × 15 mm × 10 mm(폭 ×두께 ×높이)의 규격으로

Fig. 2(a)와 같이 제작되었다. 간 시편 역시 신장 시편

과의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되었으며, 십이지장 시편은 일

축 인장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하중 방향을 고려하여 길

이 방향과 원주 방향으로 기준을 설정한 후 Fig. 2(b)

와 (c) 같이 제작되었다. 또한, 실험의 실패율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가운데 폭을 감소시켜 25 mm × 15 mm ×

3 mm × 8 mm(길이 ×폭 ×두께 ×가운데 폭)의 규격으로

제작 되었으며, 두께는 상/중/하단 부위를 측정하여 평균

값으로 설정하였다.13,14) 모든 시편은 조직의 사후 변화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험이 수행되기 전까지 생리 식

염수 용액(염화나트륨 0.9 g, JW중외제약, Seoul, South

Korea)을 활용하여 20 oC에 보관되었으며, 샘플 추출 후,

24시간 이내에 실험을 수행하였다.

2.3 일축 인장 시험 및 압축 시험

본 연구에서는 만능 시험기(EZ-TEST 500N, Shimadzu,

Kyoto, Japan)가 사용되었으며, 십이지장 시편들은 Fig.

3(a)과 같이 일축 인장 시험이 수행되었다. 또한, 실험 환

경은 실온으로 유지되었으며, 시험이 종료되기 전까지 생

리 식염수를 활용하여 재료 시편의 습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켰다. 시험 지그에는 사포를 설치하여 시편의 슬

립 현상을 최소화하여 실험 시 중앙 부위에 파단이 발

생하는 확률을 61.9 %로 향상시켰다. 또한, 재료 시편의

응력 완화와 일정한 응력 및 변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

장 시험 전에 1 mm/min의 변형률 속도로 시편 길이의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a) compression test specimens

and uniaxial tensile test specimens according to loading direction

((b) longitudinal and (c) circumferential direction).

Table 1. Test scenario for soft tissue.

Speci-

men
Region Test

Loading 

direction

REBOA 

time (min)

DTC1

Duode-num

Uniaxi-al

tensile

test

Circum-

ferential

-

DTC2 90

DTC3 180

DTL1
Longitu-

dinal

-

DTL2 90

DTL3 180

KC1

Kidney
Compr-

ession test
-

-

KC2 90

KC3 180

LC1

Liver
Compr-

ession test
-

-

LC2 90

LC3 180

Fig. 3. Experimental apparatus for (a) uniaxial tensile test and (b)

compres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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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까지 10회의 사이클 시험을 먼저 진행하였다.15,16) 이

후, 시편은 1 mm/min의 변형률 속도로 중앙 부위 파단

이 발생하기 전까지 일축 인장 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신장 시편들과 간 시편들은 일축 인장 시험을 수

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Fig. 3(b)와 같이 압축 시험을

통해 재료 성질을 분석하였으며, 이 실험 역시 실온으

로 실험 환경을 유지하였다. 압축 실험에서는 1 mm/min

의 속도로 압축 하중을 가하였으며, 압괴 현상이 발생

하기 전까지 수행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일축 인장 실험 결과 및 분석

Fig. 4는 REBOA의 적용 시간이 장기 조직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계적 특성 분석 방법

중 인장 시험을 수행하고 그 대표적인 결과들을 정리하

여 응력-신장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본 절에서 사

용된 시험 시편은 앞서 설명한 듯이 REBOA를 적용하

지 않은 십이지장 정상 조직과 90분 및 180분 동안

REBOA를 적용한 십이지장 조직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실제 십이지장 구조와 하중 방향을 고려하여 원주 방향

과 축 방향으로 시편을 제작하였다.

원주 방향 및 축 방향으로의 하중이 적용된 인장 시

험 결과에서는 Table 2과 3에서와 같이 REBOA가 적용

되지 않은 시편에 대한 결과가 REBOA가 적용된 시편

들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원

주 방향의 하중이 적용된 평균 응력 결과에서는 REBOA

가 적용되지 않는 시편의 응력 값이 REBOA가 적용된

시편보다 44.5 %, 127.8 %가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 응

력 결과에서는 REBOA가 적용되지 않은 시편의 응력 값

이 다른 시편들보다 47.3 %, 133.6 % 높게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축 방향의 하중이 적용된 평균

응력 결과에서는 REBOA가 적용되지 않는 시편의 응력

Fig. 4. Representative uniaxial tensile test results for stress-stretch curve of (a) DTC and (b) DTL.

Table 2. Uniaxial tensile stress according to loading direction in

Duodenum specimen.

Specimen

(circumfer-ential 

direction)

DTC1

(without 

REBOA)

DTC2

(90 min 

REBOA)

DTC3

(180 min 

REBOA)

σavg (kPa) 181.97 125.91 79.88

σmax (kPa) 207.83 141.06 88.98

σmin (kPa) 160.05 118.08 66.05

Specimen

(longitude-nal 

direction)

DTL1

(without 

REBOA)

DTL2

(90 min 

REBOA)

DTL3

(180 min 

REBOA)

σavg (kPa) 313.85 223.22 144.88

σmax (kPa) 388.23 283.07 165.16

σmin (kPa) 257.14 171.08 128.08

Table 3. Uniaxial tensile stretch according to loading direction in

Duodenum specimen.

Specimen

(circumfer-ential 

direction)

DTC1

(without 

REBOA)

DTC2

(90 min 

REBOA)

DTC3

(180 min 

REBOA)

λavg 1.6833 1.6701 1.6723

λmax 1.7491 1.7514 1.8004

λmin 1.6395 1.5765 1.5539

Specimen

(longitude-nal 

direction)

DTL1

(without 

REBOA)

DTL2

(90 min 

REBOA)

DTL3

(180 min 

REBOA)

λavg 1.5980 1.6056 1.6778

λmax 1.7049 1.7043 1.8051

λmin 1.4924 1.4400 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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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REBOA가 적용된 시편보다 40.6 %, 116.6 %가 높

게 나타났으며, 최대 응력 결과에서는 REBOA가 적용

되지 않은 시편의 응력 값이 다른 시편들보다 37.1 %,

135.1 %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

라, 두 하중 방향에 대한 신장률 결과들에서는 전체적

으로 비슷한 결과들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조직들은 혈류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물질대사에 필요한 산소와 글루코스가 부족해

지는 허혈이 발생하여 조직이 경화될 수 있고 그로 인

해 신장률(Stretch) 감소와 인장 강도가 증가할 수도 있

다.17-20) 특히, Lee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혈전이 2주

내지 4주 사이에 발생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재료 강성

변화를 관측함으로써 혈전과의 조직 간의 관계를 발표

한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과의 반대적 경

향성이 파악되었는데 이는 십이지장의 두께가 매우 얇

고 혈관의 크기가 매우 작아 허혈(Ischemia)이 발생하더

라도 조직이 경화되는 현상이 표출되지 않는 것으로 사

료된다.

3.2 압축 실험 결과 및 분석

Fig. 5와 6은 1 mm/min 변형률 속도의 압축 하중 하

에서 수행된 REBOA가 적용되지 않은 신장과 간 조직

과 90분 및 180분 동안 REBOA가 적용된 신장과 간

조직의 거동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Table 4에서는 신

장 조직에서의 압괴 현상이 발생된 부분을 제외한 최대

응력과 최대 응력 발생 시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신장 조직 시편들은 REBOA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REBOA가 적용되었을 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80분 동안 REBOA가 적용된 시편의 평균

응력 값이 90분 동안 REBOA가 적용된 시편과 REBOA

가 적용되지 않은 시편에서의 평균 응력 값보다 37.9 %,

117.3 %가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 응력 결과에서는 180

분 동안 REBOA가 적용된 시편의 최대 응력 값이 90

분 동안 REBOA가 적용된 시편과 REBOA가 적용되지

않은 시편에서의 최대 응력 값보다 33.6 %, 100.0 %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대 응력 값 발생

시 신장률에 대한 결과에서는 REBOA의 적용 시간이 증

가할수록 신장률 역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혈류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

장 조직에서 허혈이 발생하여 신장 조직 안에 남아있

던 혈류들이 혈전(Thrombus)화됨으로 인해 경화된 것으

로 사료된다.17-20) 또한, 다른 시편들보다 신장 조직에서

Fig. 5. Representative compression test results for stress-stretch

curve of KC.

Fig. 6. Representative compression test results for stress-stretch

curve of LC.

Table 4. Compression stress and stretch in Kidney specimen.

Specimen

KC1

(without 

REBOA)

KC2

(90 min 

REBOA)

KC3

(180 min 

REBOA)

σavg (kPa) 116.55 183.63 253.24

σmax (kPa) 145.61 217.99 291.26

σmin (kPa) 92.54 149.04 217.03

Specimen

KC1

(without 

REBOA)

KC2

(90 min 

REBOA)

KC3

(180 min 

REBOA)

λavg 1.2611 1.3212 1.3660

λmax 1.2827 1.3835 1.3930

λmin 1.2274 1.2900 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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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REBOA의 적용 시간에 의한 경향성이 뚜렷하게 보

이는 것으로 보아 REBOA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유

추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장은 허혈에 매우 취

약한 부위중 하나이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REBOA로 인한 만성 신부전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21)

마지막으로 간 조직 시편들에 대한 결과에서는 최대

응력과 신장률의 값들이 Table 5와 같이 대체로 비슷

함을 알 수 있었다. 평균 응력 결과값들을 분석해 보

면, 180분 동안 REBOA를 적용한 시편에서의 평균 응

력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다른 시편들에서의 평균

응력값들과의 차이가 8.3 % ~ 9.4 %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최대 응력 값들의 비교 역시 180분 동안

REBOA를 적용한 시편에서의 최대 응력 값이 가장 크

게 나타나지만 다른 시편들보다 8.1 % ~ 9.7 % 높게 나

타나므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신장률 역시 3

가지 환경에서의 실험 모두 비슷한 결과값들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간은 간이식 상황에

서 허혈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데에 반면, 본

연구 결과들로부터 REBOA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 간 조

직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간의 경우, 간은 대동맥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간동맥과 소장 및 대장 등을 돌아서 연결되어 있는 간

문맥으로부터 혈액를 공급 받기 때문에 REBOA시행 이

후에도 일정부분 간문맥으로부터 혈액의 공급을 받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22,23)

본 연구에서는 REBOA적용 시간에 따른 십이지장 및

신장, 그리고 간 조직들의 기계적 특성 변화를 각각 분

석하였다. 그 결과로, 장기 조직들은 REBOA적용 시간

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들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기들마다 혈액을 공급 받는 경로가 각

기 다르기 때문에 각 장기들의 특성 변화가 다르게 나

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혈액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혈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조직의 특성들

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간

의 경우와 같이 REBOA로 인하여 대동맥이 차단 될 경

우, 다른 경로로 일부 혈액을 공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

에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십이지장의 경우 혈관이 매우 작기 때문에 혈전이 발생

하는 현상보다는 혈액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

로 인한 강성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본 연구로부터 파

악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EBOA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돼지 장

기 조직의 기계적 성질이 변화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십이지장, 신장, 간 조직을 활용한 일

축 인장 실험과 압축 실험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REBOA

의 적용 시간을 변수로 설정하여 혈류의 제약으로 인하

여 상당히 취약해지는 십이지장, 신장, 간 조직의 기계

적 성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론을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 REBOA의 적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원주 및 축 방향

으로의 인장 하중 하에서 십이지장 조직의 강도가 감

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십이지장 조직의 평균 응력 및 최대 응력 값들

이 차이가 나는 반면, 신장률은 큰 차이 나타나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신장 조직에 대한 기계적 성질 분석으로부터 REBOA

의 적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신장 조직의 강도와 신장

률은 증가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간 조직에 대한 기계적 성질 분석에서는 REBOA

의 적용 시간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보였으나 그 영

향은 크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REBOA의 장시간 사용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기계적 거동 평가를 통해 파악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들은 추후 생체 역학 분야에

서 활용되는 십이지장, 신장, 간에 대한 FE 모델을 개

발하는 데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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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ression stress and stretch in Liver specimen.

Specimen

LC1

(without 

REBOA)

LC2

(90 min 

REBOA)

LC3

(180 min 

REBOA)

σavg (kPa) 227.28 225.18 246.24

σmax (kPa) 233.96 237.56 256.75

σmin (kPa) 223.68 197.62 237.57

Specimen

LC1

(without 

REBOA)

LC2

(90 min 

REBOA)

LC3

(180 min 

REBOA)

λavg 1.3337 1.3428 1.2966

λmax 1.4458 1.4205 1.3510

λmin 1.2450 1.2700 1.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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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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