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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low power GaAsAl laser 
on tissue contraction in a linear incision wound on rat skin. The linear incision 
wound was made on the midline of the backside in the experimental animals. Low 
power laser applications with different intensities such as 3, 6, or 10 mW were applied 
to the experimental animals twice a day for 10 days. On either the seventh or tenth 
postoperative day,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inflammatory reaction surrounding 
the linear incision wounds on the rats were performed using enzymatical analysis of 
myeloperoxidase (MPO) activity. The number of neutrophil was .07-l.0 X 106/mQ 
from a normal blood sample that was obtained from the normal experimental animals. 
Each concentration of neutrophil showed .04- .62 unit activity of MPO. Therefore, the 

6 unit activity of MPO per neutrophil was .57 :t .014 X lO u unit. On the 7th and 10th 
post operative day , non treated tissues demonstrated increased MPO activity as 
compared to that of normal tissue. These data indicated that the inflammatory 
reaction of tissue was induced after wound induction and the MPO activity were 
increased in the inflammed tissues. While both 3 mW or 6 mW intensity of laser 
treatments did not affect the tissue MPO activity, 10 mW intensity of laser treatment 
significantly decreased the tissue MPO activity on the 7th and 10th post operative 
day. These data demonstrated that only 10 mW intensity of laser treatment successfully 
suppressed tissue inflammatory reaction after wound induction.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10 mW of GaAIAs laser treatments effectively suppressed the 
inflammatory reaction of tissue that was induced during the wound healing process. 

Key Words: Enzyme activity; GaAIAs laser; Inflammatory reaction; Myeloperoxidase; 
NeutrophiL Wound hea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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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창상치유는 재상피화를 통한 신생조직의 

형성 (Peacock와 Winkle, 1976) 및 육아조직 

의 형성 (Buckely 동， 2000; Hasan 등， 2000) 

에 의해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창상치유 시 신생조직의 형성에 의해 

창연의 면적이 감소하게 되고， 신생 육아조직 

의 형성에 의해 외부 압력에 의한 파열에 저 

항력을 나타낸다(Bernadete 둥， 1998; Cass 

등， 1997; Estes 등， 1994; Manxi 등， 1999). 

이러한 신생조직의 형성 및 육아조직의 형성 

은 창상 주위 세포에 의해 분비되는 성장 인 

자들인 PDGF와 EGF 및 TGF-b에 의해 민 

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저출력 레이저와 같은 

자극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Atabey 등， 1995; Conlan 둥， 1앉)6; Montesano 

와 Orci, 1988; Park 둥， 2000; Takahashi 등， 

1992). 

저출력 레이저는 현재 임상에서 괴양성 창 

상과 같은 급 · 만성 창상에서 치유속도를 증 

가시 키 며 (Bisht 둥， 1994; Kana 등， 1981; 

Kitchen과 Partridge, 1991; Kovacs와 Tisza, 

1981) , 결합조직간의 장력을 증가시켜 파열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rinchak 등， 1983), 이 러 한 저 출력 레 이 저 

조사에 의한 치유속도의 증가와 관련된 기전 

은 세포 분열의 촉진을 통한 신생 상피세포 

의 생성이 촉진되어 치유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창상치유 시 일어나는 일반적인 부작용으 

로는 반혼조직의 형성 및 치유조직간의 유착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궁극적으로 기 

능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통증유발과 같 

은 병리학적인 이상을 초래한다. 또한 최근에 

는 이러한 창상치유의 부작용으로 미용에 미 

치는 우려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반혼조직의 형성 및 유착현상은 창상치료 과 

정에서 일어나는 조직의 염증반응으로 신생 

조직 및 육아조직의 과형성에 기인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조직내 염증반응에서 호중 

구(neutrophi1)의 수적 변화가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auchamp 

등 1988; Delbeke 등 1983; Siegler와 

Kontopoulos , 1979). 현재까지 저출력 레이저 

의 조사가 염증으로 인한 부종의 억제효과 

및 항염증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창상치유 과정 중에 파생하는 조직내 염 

증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 

구는 미 약한 실 정 이 다(Baxter， 1994). 

현재 조직내 염증정도의 평가는 Sewell 등 

(1955) 이 최초로 보고하고， van Rijssel 등 

(1989)에 의해 개선된 평가방법이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이 평가방법은 염증조직내에 존재 

하는 호중구， 립프구， 및 탐식세포의 수적인 

변화를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염증정도를 평 

가한다. 하지만 염증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특정을 전부 반영하기에는 미홉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kkum 등， 1995). 최 

근에 들어 이러한 기존의 분석법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한 분석법으로 염증이 유발된 조 

직내에 존재하는 호중구가 특징적으로 함유 

하고 있는 효소인 척 수과산화효소(myelopero

xidase: MPO)의 활성 을 정 량분석 함으로써 

호중구의 수적 변화를 평가하여 염증의 정도 

를 분석 하고 있다(Graff 등， 1998). 

이에 본 실험에서는 인위적으로 실험동물 

에 선상 절개 창상을 유발시킨 후 다양한 강 

도의 저출력 레이저를 창상부위에 조사함으 

로써 조사강도가 선상 절개 창상의 치유 시 

조직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내 염증반응에서 중추 

적인 역할을 하는 호중구의 수적 변화를 호 

중구만의 특징적인 효소인 MPO의 활성을 

효소분석법을 이용하여 정량분석하여 평가함 

으로써 저출력 레이저의 조사가 창상치유 과 

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인 조직염증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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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연구방법 

1. 질험동물 

본 실험에서는 250-300 g~ Sprague 

Dawley종 수컷 백서를 사용하였다. 실험 기 

간 중 스트레스 및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 

였으며， 실험 전 · 후에 동물의 상태를 점검하 

여 외상의 여부와 질병상태를 검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 동물을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동물실험실은 온도 24 ::t 0.50C로 조절 

되었으며 명암은 12시간 주기로 자동 조절되 

었다. 또한 사료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토록 

하였으며， 모든 실험동물은 l주 이상 실험환 

경에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2. 실험기기 
최 대 파장 780 nm인 Gs-As-Al 유형 

endolaser 476 레 이 저 조사기 1)를 이 용하였으 

며， 최대 10 mW(6 ]/10 min)의 강도로 레이저 

를 조사하였다. 레이저 자극 시 흡입마취로 

가볍게 마취한 후 실험동물을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고정틀을 사용하여 고정하였으며， 창 

상부위에 12시간 간격으로 일일 2회 10분간 

직접 조사하였다. 

3. 실험과정 

가. 선상 절개 창상의 유발 

모든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8% 포수클로랄 

(.5 mí!/100 g)를 복강 주사하여 마취 한 후 백 

서의 등 부위에 있는 털을 제거하였다. 백서 

의 등쪽에 있는 렬을 제거한 후 소독된 가위 

를 사용하여 정중선을 따라 피부의 전층과 

피부근층에 길이 6 cm의 선상 절개 창상을 

유발하였다. 창상 유발후 #4-0 혹견사를 사용 

하여 5 mm 간격 으로 단순봉합하였다. 

1) Asah Medico. Denmark. 

나. 대조군 및 실험군 

저출력 레이저의 조사강도에 따른 창상치 

유 시 일어나는 조직 염증반응과 관련된 호 

중구의 수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각 군당 

10마리의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이소플루란으 

로 약하게 진정시킨 후， 3, 6, 및 10 mW의 강 

도로 10분간 레이저를 실험동물의 선상 절개 

창상에 조사하였다. 레이저의 조사는 하루 2 

회 조사하였으며， 각 창상부위에 레이저가 고 

루 조사될 수 있도록 수동으로 천천히 선상 

절개 창상면을 따라 분당 10회 왕복하면서 

조사하였다. 대조군으로는 레이저 조사군에서 

실시한 보정과 마취는 시행하되 레이저 조사 

를 생략한 무처치 대조군(n=l이 및 정상동물 

(n= 10)을 이용하였다. 

다. 조직내 척수과산화효소의 정량화 

(1) 호중구의 수와 척 수과산화효소의 상관 

관계 측정 

정상 실험동물의 대정맥을 통해 5 mQ의 혈 

액을 채취하였으며， 혈액의 채취 시 항응고제인 

헤파린이 혈액 mQ당 10 unit이 포함되도록 처 

치 하여 응고를 방지 하였다. English와 Anderson 

(1974) 이 고안한 Ficoll방법과 디아트리조에트 

나트륨(diatrizoate sodium)을 이용하여 백혈 

구를 혈액에서 분리하였으며， 잔류된 적혈구 

는 증류수에 30초 동안 처리한 다음 3.5% 소 

금용액에 처리함으로써 저삼투압에 의한 용 

혈현상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다시 분리된 

순수한 백혈구는 세포계수기 (cell electronic 

counter)2)을 이용하였으며 수를 자동측정하 

기 위하여 1 mQ당 백혈구의 수를 환산한 값 

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백혈구 수에 대한 측 

정이 끝난 혈액시료에서 1 mQ를 채취하여 초 

음파로 혈구를 완전히 파괴하여 호중구내에 

있는 MPO를 완전히 분리한 후， 용액내에 있 

는 MPO의 활성을 MPO 활성측정법으로 측 

2) COUL TER Electronics Inc. 2M.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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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혈액내에 존재하는 다 

양한 백혈구들의 비율올 분석하기 위해 

Wright 염색법으로 백혈구를 구성하는 호중 

구， 림프구， 단핵세포 및 호산구의 비율을 측 

정하였다. 

(2) 조직시료의 채취 

창상 작성이 끝난 후 제 7일과 10일에 실 

험동물을 희생하여 등쪽의 창상 전체에서 럴 

을 제거한 후， 봉합부위를 중심으로 지름 10 

mm의 원형 절편을 실험동물당 4개를 제작하 

여 조직 내 효소활성 분석 에 이 용하였다. 조직 

절편을 제작 시 조직의 전층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질량을 측정하였다. 제작된 조직절 

편은 .5% 강압제가 포함된 1 m.e의 .5 rnM 인 

산염완충제 (pH 6.0)가 답긴 비이커에서 가위 

로 분쇄시킨 후， 다시 조직분쇄기 (polytron 

homogenizer )3)를 이용하여 얼음 위에서 10분 

간 조직이 미세한 조각으로 될 때까지 분쇄 

하였다. 분쇄한 조직절편이 담긴 용액에 4 m.e 

의 강압제인산염 용액을 첨가하여 총 5 m.e이 

되도록 한 후，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3회 반복 실시하고， 40,000Xg 

로 15분간 4
0

C 에서 원심분리하여 상층액만을 

분리하여 MPO 활성분석에 이용하였다. 

(3) 조직 내 척 수과산화효소 활성 의 측정 
Renlund 둥(1980) 이 제안한 효소활성 분석 

의 민감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인 50 

mM 인산염완충제에 m.e당 .167 mg의 0-디아 

니신이염소와 .0005% 수소과산화물을 첨가한 

용액을 제작한 후， 시료 .1 m.e과 제작한 시약 

2.9 me를 혼합하였다. 분광측광기 (Spectro

photometer )4)를 이 용하여 460 nm의 파장에 

서 시료의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홉광도의 

측정은 1분 간격으로 7번 측정하여 MPO 단 

위를 계산하였다. MPO 활성을 나타내는 

3) Beckman Instruments Inc. CA. 
4) Black & Decker. USA 

MPO 1 단위 는 l분간 l μ mol의 HzOz를 물로 

분해하는데 필요한 MPO의 양을 말한다 

(Graff 둥， 1998). 

6. 분석방법 
본 실험결과 얻어진 각군의 MPO 활성도 

는 평균과 표준오차를 내었다. 호중구의 수적 

변화와 MPO 활성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하였다. 저출력 레 

이저 조사에 따른 창상치유 과정 중 염증반 

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요인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사후검정은 LSD를 적용 

하였다. 유의 수준은 p<.05로 정하였다. 

m. 결과 

1. 호중구의 수적 변화와 MPO 활성간 

의 상관관계 분석 

채취한 혈액내에 존재하는 백혈구 종류에 

대한 감별측정을 실시한 결과， 백혈구 중 75 

:t 5%의 호중구가 존재하였다. 호중구 이외의 

백혈구는 림프구， 단핵세포 및 호산구가 관찰 

되었으며， 전체 백혈구 중 이들 세포가 차지 

하는 비율은 각각 22 :t.5%, 1.5 :t .5%, 및 2.0 

:t .5%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바 

탕으로 전체 백혈구 중 호중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75%로 가정하여 혈액 1 m.e당 백혈구 

중 호중구가 차지하는 수를 환산하였으며， 실 

험동물에서 채취한 혈액 1 m.e 내에 존재하는 

호중구의 수는 .07 -1.0 X 106개로 관찰되었다 

(표 1)，(그림 1). 각각의 호중구 수에 따른 MPO 

활성은 .04-.62 단위로 측정되어 호중구 1개 

당 MPO의 활성은 .57 :t .014 X 10-6 단위로 나 

타났다. 호중구의 수와 MPO 활성간의 상관 

분석을 하였을 때 상관계수가 .99 이상으로 

측정되어 호중구의 수와 MPO 활성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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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PO/me 

.04 :t .023 

.08 :t .04 

.21 :t .09 

.29 :t .07 

.39 :t .08 

.62 :t .05 

a평균±표준오차 

표 1. 호중구의 수에 따른 척수과산화효소(MPO) 활성의 변화 

호중구의 수 (x 106/m.e) 

.07 

.15 

.35 

.51 

.72 
1.0 

R=O.99837 0.8 

0.6 

0.4 

0.2 

-E~ 

。4 

를
 그
 

1.0 0.2 0.4 0.6 0.8 

No. of Neutrophil (X10 6/ml) 

0.0 

0.0 

그림 1. 호중구 수에 대 한 척 수과산화효소(MPO) 활성 의 상관관계 

레이저 강도 3 rnW 및 6 rnW로 조사한 실험 

군에서 관찰되는 조직내 MPO 활성은 각각 

.532와 .487 단위로 측정되어 무처치 대조군 

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또한 정상동물의 조직과 무처치군 조직에 

서 나타나는 MPO의 활성을 비교해보면， 정 

상동물의 조직은 약 .127 단위， 무처치군의 

조직에서는 .584 단위로 7일째 무처치군의 조 

직에서 염증반응으로 조직내 호중구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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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상치유 7일째 

영향 

창상을 작제한 후， 저출력 레이저를 3, 6 

및 10 rnW 강도로 창상부위에 조사한 후 각 

집단에서 창상 작제 후 7일에 창상조직에서 

나타나는 MPO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레이저 

강도 10 rnW로 조사한 실험군의 MPO 활성은 

277 단위로 무처치 대조군의 .584에 비해 조 

직내 MPO 활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관찰되 

어 조직내 염증이 무처치 대조군에 비해 현 

저히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p<.05)，(그림 2). 

염증에 마지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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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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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 0.4 
。

a.. 
를 
:::l 0.2 

0.0 
3mW 6mW 10mW Non Normal 

.p<.05 

그립 2. 창상 작제 후 7일째 척수과산화효소(l\1PO) 활성의 변화 

3. 창상 10일째 조직염증에 미치는 영향 
창상을 작제한 후， 저출력 레이저를 3, 6 

및 10 mW 강도로 창상부위에 조사한 후 각 

집단에서 창상 작제 후 10일에 창상조직에서 

나타나는 MPO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레이저 

강도 10 mW의 저출력 레이저를 조사한 실험 

군에서 .177 단위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무처 

치 대조군에서 관찰되는 MPO 활성인 .384 

단위 에 비 해 현저 히 감소시 켰다(p<.üS)，(그림 3). 

레이저 강도 3 mW와 6 mW로 저출력 레이저 

를 조사한 실험군에서는 각각 .332와 .297 단 

위로 MPO 활성이 측정되어 무처치 대조군 

0.5 

= 0.4 @ 

E 
Q 

0.3 @ 
α 

U--1-
。 0.2 

α 
틈 
그 0.1 

0.0 
3mW 6mW 

*p<.05 

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또한 정상동물의 조직과 무처치군 조직에 

서 나타나는 MPO의 활성 은 각각 .118 및 

.384 단위로 측정되어 후반기에도 창상 작제 

조직에서 정상조직에 비해 염증반응이 나타 

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7일과 10일 

째의 결과를 비교할 때 염증의 정도는 창상 

치유 후반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10mW Non Normal 

그림 3. 창상 작제 후 10일째 척수과산화효소(MPO) 활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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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고찰 

본 연구에서 저출력 레이저의 자극은 섬유 

아세포의 생성이 증가하고， 육아조직의 신생 

촉진을 통한 교원질의 합성이 증가되며， 창상 

조직내의 신생혈관의 생성을 촉진시킴으로써 

창상부위의 교차결함 강도를 증가시켜 창상 

파열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1-4 J/c따와 같은 낮은 강도를 이 용하 

여 레이저를 조사할 경우 창상치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20 J/c마 이상의 고강 

도 레이저 조사는 창상치유를 현저하게 억제 

하여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t:HKana 등， 1981). 따라서 본 실험결과 및 

종래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실제 임상 

에서 창상치유 속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저 

출력 레이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10 mW (6 

J/lO min) 이상의 레이저 조사강도에 대한 

창상치유 효능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창상치유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 재상피 

화 및 육아조직의 형성 이외에 치유과정 중 

발생하는 과도한 반흔조직의 형성 및 치유조 

직간의 유착 등과 같은 부작용 억제도 창상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러한 창상치유 과정 중 나타나는 

부작용은 치유과정에서 유발되는 조직 염증 

반응으로 인한 신생조직 및 육아조직의 과형 

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iegler 

등， 1979). 창상치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 

용들은 궁극적으로 기능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통증을 초래하며， 최근에는 이러한 창 

상치유 중 발생하는 과다한 육아조직의 형성 

및 반흔의 형성과 같은 부작용이 개인적인 

미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까지 저출력 레이저의 조사 

가 염증으로 인한 부종의 억제효과 및 항염 

증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창상치 

유 과정 중에 파생하는 조직내 염증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약 

한 실 정 이 다(Baxter， 1994). 

창상치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내 염증 

반응올 평가는 염증조직내에 존재하는 호중 

구， 림프구， 및 탐식세포 등과 같은 다양한 

백혈구들의 수적인 변화를 측정하고 이들이 

조직염층에서 담당하는 중요도에 따라 가산 

점을 주는 방법으로 염증정도를 평가하여 왔 

다(Sewell 둥， 1955). 그러나 종래의 평가방법 

은 염증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특정을 반 

영하기 어려우며， 염증조직내 백혈구의 감별 

측정 시 연구자의 지나친 주관이 개입할 여 

지가 있어 개선된 조직염증 평가방법이 요구 

되 었 다(Bakkum 등， 1995). 

창상치유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조직 염증반응에는 호중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조직내 염증반응 중 호중구는 염증 

부위에 축적되어 독성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염증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tz 와 Strober, 1978; Stendahl 등， 1978). 

따라서 조직 내 호중구의 수적 변화를 평 가함 

으로써 조직 염증반응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다는 가능성 이 보고되 었으나 (Beauchamp 

등， 1988; Delbeke 등， 1983) , 조직내에 존재 

하는 호중구의 수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최근에 이러한 기존 

의 분석법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한 분석법으 

로 호중구만이 특징적으로 다량 함유하는 것 

으로 알려진 효소인 MPO의 활성올 정량분 

석함으로써 호중구의 수적 변화를 간접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이 

평가방법으로 조직내 염증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 할 수 있다(Graff 등， 1998). 

MPO는 호중구내의 1차 과립내에 존재하 

는 효소로서， 전체 호중구 부피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ultz와 

Kaminker, 1962). MPO는 용액내의 HzOz를 

물로 분해하는데 분해과정 중 발생하는 0-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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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신이염소를 이용하여 MPO 활성측정 시 

인위적으로 0-디아니신이염소를 산화시키고， 

그 산화정도에 따른 발색정도를 분광측광기 

로 홉광도를 측정할 수 있다. 

MPO는 호중구내 과립에 존재하기 때문에 

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염증조직내에 존 

재하는 호중구를 염증조직과 함께 분쇄하여 

용출시켜야 하며， 이 과정이 정확한 MPO 활 

성분석의 관건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atriarca 퉁， 1971). 

본 연구에서 정상조직내에 폰재하는 MPO 
의 활성은 조직시료당 평균 .127 및 .118 unit 

으로 측정되어 Bradley 둥(1982) 이 보고한 정 

상조직 내 의 평 균 MPO 활성 인 .114 unit과 

비교할 때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뿐만 아니 

라 본 실험에서 이용된 MPO의 활성측정법 

의 이용 시 조직내에 존재하는 호중구내 과 

립에 포함되어 있는 MPO를 효과적으로 용 

출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본 실험에서는 

강압제가 포함된 시약을 사용하여 호중구내 

에 존재하는 MPO를 분리하였으며， 본 실험 

에서 호중구당 MPO의 활성이 .57 i:. .014 x 
10-6 단위로 관찰되어 종래에 보고된 연구 
(Bradley 등， 1982)에서 보고되었던 호중구당 

MPO 활성 인 .504 X 10-6 단위 와 유사하게 측 

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본 

실험에서 사용한 MPO 추출법 및 활성의 분 

석이 정확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상 작제 후， 7일과 10일째에 무처치 대 

조군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염증정도를 측정 

하기 위한 MPO 활성분석에서 각각 .584 및 

.384 단위로 측정되어 정상조직과 비교할 때 

MPO의 활성이 증가되어 관찰되었으며， 이는 

염증유발에 의한 조직내 호중구의 수가 증가 

됨을 의미한다. 또한 창상 작제 후 7일째와 

10일째의 조직내 MPO 활성올 비교할 때 창 

상작제 7일째가 10일째에 비해 높은 MPO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염증유발 시 호중구 

는 초기단계에 중추적인 염증반응을 주도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성염증보다는 급 

성염증 시 조직내 호중구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inegar 등， 1969). 따라 

서 창상 작제 후 7일경에 조직 내 급성염증 

으로 인해 호중구의 수가 증가되었음올 의미 

하며， 창상 작제 후 10일경에는 이미 염증의 

진행단계상 후기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호중 

구의 수가 다시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v. 결론 

본 실험에서는 인위적으로 실험동물에 선 

상 절개 창상을 유발시킨 후 다양한 강도의 

저출력 레이저를 창상부위에 조사함으로써 

조사강도에 따라 선상 절개 창상의 치유 시 

나타나는 조직 염증반웅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염증반응에 

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내 호중구의 

수적 변화를 호중구만의 특정적인 효소인 

MPO의 활성을 효소분석법을 이용하여 정량 

분석하여 평가함으로써 저출력 레이저의 조 

사가 창상치유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인 

조직염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자 하였다. 

각기 다른 강도의 저출력 레이저를 창상부 

위에 조사한 후 7일과 10일에 나타나는 조직 

염 증반응을 관찰한 결과， 10 mW의 강도로 창 

상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한 실험군에서 MPO 
활성 이 각각 .277 및 .177 단위 로 관찰되 었다. 

이러한 MPO 활성은 무처치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창상 작제 후 10 

일째에 관찰된 MPO의 활성은 정상조직에서 

측정되는 MPO 활성도로 낮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0 mW의 레이저 조사에 의해 

창상치유 과정 중 유발되는 조직염증이 효과 

적으로 억제됨을 나타낸다. 한편 3 mW 및 6 

mW의 레이저를 조사한 실험군에서는 무처치 

대조군과 비교할 때 MPO 활성이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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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10 mW의 강도인 저출력 레이저 조사에서 나 

타나는 조직 염증반응의 억제효과는 레이저 

조사에 의한 혈류의 증가 및 호중구의 활성 

을 억제함으로써 유도된 것으로 추측된다 

CBaxter, 1994). 앞의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기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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