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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pulsed ultrasound on wound healing and ob-

serve during the wound healing process the distribution of mast cells according to histopathologic

findings. Eighty Sprague Dawley rats which were divided into 4 groups received full thickness skin

wounds on the back. Each of the 5 animals was sacrificed immediately and then sacrificed again 1, 3, 6,

and 12 days after injury. Specimens from the wounds were removed during healing and routinely proc-

essed with a hematoxylin-eosin stain and a toluidine blue stain. The authors then observed the dis-

tribution of mast cells under a light microscop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rate of

wound healing and the length of the wounds of the pulsed ultrasound group Ⅱ was significantly faster

than group Ⅰ on day 6 and day 12 (p<.001). Group Ⅲ showe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after12 days

(p<.001). Group Ⅳ also showed a significant effect at 12 days (p<.01). A low-intensity ultrasound .5 W/

㎠ resulted in a fast healing rate. During the wound healing process mast cells had a tendency to de-

crease in the acute inflammatory phase. During the wound healing process mast cells were thought to

contribute to the healing of the wound.

Key Words: Histopathology; Mast cell; Ultrasound; Wound healing.

Ⅰ. 서 론

창상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창상 및

치유과정에 관해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물리치료 영역에서 창상치유과정은 연구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창상치유과정은 유해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

하는 방어기전의 하나로서(Woodley 등, 1985), 응괴형성

(clot formation), 재상피화(reepithelialization), 혈관형성

(angiogenesis), 섬유증식(fibroplasia), 창상수축(w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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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ion), 결합조직 재형성(connective tissue remodel-

ing) 등을 수반하는 신체의 정상 염증반응이다(Clark,

1985). 손상 후 24시간 이내에 섬유소성 응괴가 손상부위

에 채워지고 그 주위에 중성구(neutrophil)가 출현하며, 2

4～48시간 사이에는 가장자리에서 상피세포가 자라 나와

창상 표면을 덮게 된다. 3일째에는 중성구가 탐식세포

(marcrophage)로 대체되고 육아 조직이 창상 안으로 증식

되어 들어간다. 5일째에 창상 공간이 육아조직으로 완전

히 채워지고 혈관신생이 최고조에 달하며 교원섬유의 양

이 많아져 창상부위를 연결하게 된다(유근주, 1988).

창상치유에 관련된 인자에는 여러 요인이 알려져 있

으며 특히, 지연시키는 요인들에는 감염, 혈액 공급 장

애, 불충분한 영양상태 등이 있다. 창상 치유과정 중 감

염으로 인해 염증단계가 오래 지속되어 적절한 조직이

생성되지 않으면 다음 치유과정이 지연된다(대한병리학

회, 2000). 임상적으로 개방성 창상은 환자의 재활과정

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특히 척수나 뇌혈관 손상 환자

등에서 허혈성 피부 궤양은 심각한 합병증 중의 하나이

다(Griffin 등, 1991; Sommers, 1991). 창상의 치유과정

이 지연 또는 정지되면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반흔이

많이 남게 되며 만성 창상으로 이행되어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처치를 해야한다. 창상 치유 촉진

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

며, 물리치료 영역에서 초음파 치료를 이용하는 방법들

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다.

초음파는 사용방법이 간단하고 인체의 원하는 부위에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최근 사용이 증

가되고 있다. 초음파 적용시 조직내의 미세진동이 증가

되면, 조직내 마찰열이 생성되어 조직의 온도를 증가시

키게 된다(Dinno 등, 1989). 이에 따라 혈류량 증진, 염

증반응 촉진, 세포막 투과성 증가, 통증 역치 증가 등과

같은 다양한 생리적 반응이 일어난다(Michlovitz, 1999).

초음파는 다양한 흡수계수를 가진 조직들을 통과하면서

주로 조직 내의 단백질과 세포막에 흡수되기 때문에 치

료시 초음파의 형태, 강도, 치료 시간 및 손상 후 치료

시작 등 매우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Byl 등,

1993). 최근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창상치유에는 저강도

의 지속적 연속초음파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한다

(Kloth 등, 1990; Michlovitz, 1990). 특히 Byl 등(1992)

은 절개창에 .5 W/㎠의 강도로 3일간, 1.5 W/㎠로 2일

간, 1.0 ㎒의 주파수로 맥동비 1:4인 맥동성 초음파를 10

분간 치료하여 대조군에 비해 조직학적으로 창상에 초

음파 치료가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초음파 치료는 창상 치유 과정에서 호중구, 호산구,

대식세포, 섬유모세포, 표피세포 등 많은 염증세포가 역

동적으로 작용함으로서 창상 치유를 유도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신경조직에서는 비만세포를 매개

하여 혈관에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혈류량을 제어한다고

하며(Galli, 1993), 피부와 같은 상피조직에서는 신경말

단의 자극이나 축삭 반사에 의해 활성화되어 탈과립이

유발된다고 하였다(Muller와 Weihe, 1991). 이와 더불어

창상치유에 중요한 세포로 알려진 비만세포(mast cell)

는 혈관 투과성을 증진시키고 조직 내에 침윤된 혈장성

분과 결합하여 호산구 및 호중구 등 염증세포 유주에

관여하며 염증 반응과 혈관신생 및 세포외 기질의 재흡

수에 관여하여 창상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Hebda 등, 1993; Schechter 등, 1998).

상기의 연구결과로 보아, 비만세포는 창상의 치유과

정 중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세포로 생각된다. 그

런데 창상 치유과정에 있어 염증이란 본질적으로 일련

의 창상치유과정 중의 한 단계이므로 일련의 창상치유

과정에 따른 비만세포의 출현과 분포 양상을 평가하여

봄으로써 염증과 치유과정에 있어서 비만세포의 기능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적용하는 초음

파의 강도, 형태, 시간들에 따른 초음파의 창상치유 효

과와 이에 관련된 조직학적 검사 특히 비만세포와의 관

계를 나타낸 국내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내․외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실험동물에 인위적인 절개창상을 유발시킨 뒤 초음파 치

료를 실시한 후 형태학적, 조직병리학적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초음파 치료 방법을 규명하고, 초음파 치료 시

창상치유에 관여하는 생체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Ⅱ.연구방법

1. 실험설계

실험동물은 평균체중 250g, 표준편차 50의

Sprague-Dawley계 흰쥐(9주령, 웅성, 대한실험동물) 80

마리를 각 군마다 20마리가 되도록 무작위 추출을 통하

여 1, 3, 6 및 12일째에 5마리씩 배정하였다. 사육실은

평균온도 25℃, 표준편차 2, 평균습도 55%, 표준편차 10

으로 유지하였으며, 명암은 12시간 주기로 하였으며, 고형

사료와 물은 자유롭게 먹도록 하였다. 실험군 Ⅰ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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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Treatment
Day

1 3 6 12

Ⅰ none 5 5 5 5

Ⅱ 3 ㎒, .5 W/㎠ (1:4) 5 5 5 5

Ⅲ 3 ㎒, 1.0 W/㎠ (1:4) 5 5 5 5

Ⅳ 3 ㎒, 2.0 W/㎠ (1:4) 5 5 5 5

Table 1. Classification of experimental groups

초음파 도자를 적용하지 않는 군이며, 실험군 Ⅱ는 .5 W/

㎠ 강도 초음파 적용군, 실험군 Ⅲ은 1.0 W/㎠ 강도 초음

파 적용군, 실험군 Ⅳ는 2.0 W/㎠ 강도 초음파 적용군으

로 하였으며 맥동비는 1:4로 적용하였다(Table 1).

각 군당 실험 개시일로부터 1일, 3일, 6일, 12일이 경

과한 시기에 각각 5마리씩 희생시켜 실험에 표시하였다.

2. 연구방법

1) 마취 및 창상유발

창상유발을 위해 실험동물들의 배부 척주선을 따라

동물용 전기면도기를 사용하여 삭모하였다. 마취는

Rompun 주사액(.6 ㎎/㎏)을 사용하여 전마취를 한 후,

Ketamin(.5 ㎎/㎏)으로 본마취를 하였다. 마취된 실험동

물은 해부용 틀에 고정시킨 뒤 70%알코올로 피부소독

을 하였다. 소독 후 요추3번 부위에서 외측으로 2 ㎝ 떨

어진 등쪽 피부에 수술용 칼로 크기는 .5×.5 ㎝, 깊이는

피하조직까지 절개창을 만들었다. 가능한 균일성을 유지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절개된 부위가 마르지 않도록

바세린 거즈와 멸균 소독된 거즈로 덮어 고정하였다.

2) 치료과정

흰쥐의 창상치유를 위해 3 ㎒ 초음파 도자를 사용하

였으며, 초음파 도자의 유효방사면적(effective radiating

area; ERA)은 .5 ㎠이며, 고정법으로 치료부위를 초음파

도자로 완전히 덮을 수 있게 하였다. 창상부위의 치료는

맥동성 초음파 기기(Sonoplus 590, Enraf-Nonius,

Netherland)를 사용하였으며, 초음파의 강도는 .5 W/㎠,

1.0 W/㎠, 2.0 W/㎠로 적용되도록 실시하였으며 맥동성

초음파의 맥동비는 1:4로 균일하게 제공하였다. 모든 개

체는 1일 1회씩 5분간 치료를 12일 동안 실시하였다.

3) 수축률 측정

창상수축률 측정은 동일한 실험자가 치료 전 매일 상

처의 크기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Overhead

Project(OHP)용 용지를 상처 위에 놓고 끝이 정교한 사

인펜으로 상처주위를 따라 그려 상처의 크기가 그려진

OHP용지 위에 미터 그래프 용지를 놓고 다시 그렸으며

상처부위 측정선의 표시 안에 존재하는 평방 밀리미터

의 수를 계산하여 측정하였다.

4) 병리조직학적 검사

실험동물을 경추 탈골법으로 희생시킨 후 해부용 고

정틀에 고정시켰다. 수술용 메스로 창상부위를 기준으로

.5 ㎠ 간격 넓이로 조직을 적출하였다. 모든 군은 1, 3,

6, 12일 간격으로 5마리씩 동일한 방법으로 창상조직을

적출하였다. 적출된 조직은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

한 후 흐르는 물에 수세한 다음 일반적인 조직의 탈수,

투명 및 침투과정을 자동조직 처리장치기기1)를 사용하

였다. 파라핀 블록의 제작과 냉각은 자동 포매장치2)를

사용하였으며, 제작된 파라핀 블록을 회전식 미세박절기
3)
를 사용하여 창상중앙부위에서 수직방향으로 4～5 ㎛

두께로 연속절편 하였다. 제작된 절편은 통상적인

Hematoxylin-Eosin 염색을 실시하였다. 비만세포(mast

cell)를 관찰하기 위해 조직절편을 5% toluidine blue(pH

.5)로 30초간 염색하고 .7N HCl로 10분간 처리한 후 탈

수, 봉입하여 조직슬라이드를 제작하였다.2) 광학현미경
4)

을 사용하여 각 군의 창상조직의 회복정도를 관찰하였

으며, 부착된 조직촬영기로 각 군의 조직들을 촬영하였

다. 광학현미경 상에서 창상부 조직의 모세혈관 출혈 및

충혈반응과 호중구와 단핵구 등의 염증세포의 침윤정도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염증반응과 염증세포

의 침윤이 없는 경우 -(no lesion), 경도에서 중등도의

침윤은 +(slight to mild), 중등도의 침윤은

++(moderate), 심한 침윤은 +++(severe)로 각각의 등급

을 부여하였다.

3. 분석방법

통계학적 분석은 윈도용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

1) Model No. 4640B, Sakura, Japan.
2) Tissue-Tex, Sakura, Japan.
3) Rotary Microtome 2040, Sakura, Japan.
4) Olympus BX50, Olympus Optical C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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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맥동성 초음파에 의한 실험군의 창상치유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군별 측정시기에 따른 차

이는 일요인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

며, 사후 검정으로 Tukey`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

하였다. 각 실험군간 측정시기에 따른 측정변인에 대한

차이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 유의수준 α=.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창상의 육안적 변화

창상유발 직후부터 혈액과 혈청이 스며 나와 피하 출

혈과 응괴가 시작되었고 2일에서 3일 동안 상처부위의

염증성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실험 1일에는 상처

부위가 약간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군 Ⅰ : 창상유발 6일까지는 혈청이 스며 나왔고

상처 주위의 붉은 테두리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 염증

성 소견을 추측할 수 있었으며 치료군에 비해 넓은 범

위의 부종이 관찰되었다. 실험 12일이 경과하면서 창상

부위가 점차적으로 수축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가피의 생성도 치료군에 비해 느리게 생성되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실험군 Ⅱ : .5 W/㎠ 강도로 초음파 치료를 한 군의

경우 1일경 상처부위가 약간 확장되면서 3일까지 다소

혈청이 스며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처주위

의 붉은 테두리가 나타나는 염증성 소견을 추측할 수

있었다. 실험 3일 이후부터는 상처부위의 치유율이 상당

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피의 형성도

대조군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6일에는 절개된 부위의 내부가 붉은 빛을 띄는 육

아조직을 관찰할 수 있었고, 12일경에는 가피의 부분적

탈락이 관찰되었다.

실험군 Ⅲ : 1.0 W/㎠ 강도로 초음파 치료를 한 군의

경우 1일경 상처부위가 약간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3일까지 약간의 혈청이 스며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상처주위의 붉은 테두리가 나타나는 염증

성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실험 3일 이후부터는 상처

부위의 수축율과 가피의 형성이 대조군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6일에는

절개된 부위의 안은 붉은 빛을 띄는 육아조직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초음파 치료 12일 경에는 가피의 탈락이

부분적으로 관찰되었고 육아조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실험군 Ⅳ : 2.0 W/㎠ 강도로 1일경 상처부위가 약간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4일까지 약간의 혈청

이 스며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처부위의 붉

은 테두리가 나타나는 염증성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실험 3일 이후부터는 창상 수축률과 가피의 형성이 실

험군 Ⅱ, Ⅲ보다는 빠르지는 않지만 대조군보다는 빨리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음파 치료 6일째에

는 절개된 부위의 안에 붉은 빛을 띄는 육아조직을 소

량 확인할 수 있었으며 12일경에는 가피의 부분적 탈락

이 관찰되었다.

2. 창상 수축률

실험적 유발 창상 흰쥐의 창상 수축률을 1일, 3일, 6일,

12일에 각각의 개체를 측정하였다(Table 2)(Figure 1).

실험군 Ⅰ : 3일 후 창상면적이 평균 .23 ㎠, 표준편

차 .01로 8%의 수축률을 보이다가 6일 후 평균 .18 ㎠,

표준편차 .01로 28%, 12일 후 평균 .11 ㎠, 표준편차 .05

로 56%의 수축률을 보였다.

실험군 Ⅱ : 3일 후 창상면적이 평균 .19 ㎠, 표준편

차 .02로 24%의 수축률을 보여 다소 유의한 차이

(p<.05)를 나타내다가 6일 후 평균 .10 ㎠, 표준편차 .02

로 60%, 12일 후 창상면적이 평균 .03 ㎠, 표준편차 .01

로 90%의 수축률을 보여 매우 유의한 차이(p<.001)를

나타내었다.

실험군 Ⅲ : 3일 후 창상면적이 평균 .21 ㎠, 표준편

차 .02로 16%의 수축률을 보이다가 6일 후 평균 .13 ㎠,

표준편차 .02로 48%의 유의한 차이(p<.01)를 나타냈고,

12일 후 평균 .03 ㎠, 표준편차 .01로 88%의 매우 유의

한 차이(p<.001)를 나타냈다.

실험군 Ⅳ : 3일 후 창상면적이 평균 .22 ㎠, 표준편차

.02로 12%의 수축률을 보이다가 6일 후 평균 .14 ㎠, 표준

편차 .02로, 46%의 수축률을 보여 다소 유의한 차이

(p<.05)를 나타내다가 12일 후 평균 .04 ㎠, 표준편차 .01

로 84%의 유의한 차이(p<.01)를 나타내었다. 각 군간 측

정시간에 따른 창상 수축률에 대한 반복 분산분석한 결과

실험군간과 시간, 실험군 및 시간에 대한 상호작용에서도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p<.001)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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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Day

1 3 6 12

Ⅰ
Surface area(㎠) .25±.01 .23±.01 .18±.01 .11±.05

Healing rate(%) 0 8 28 56

Ⅱ
Surface area(㎠) .26±.01 .19±.02* .10±.02*** .03±.01***

Healing rate(%) -4 24 60 90

Ⅲ
Surface area(㎠) .26±.01 .21±.02 .13±.02** .03±.01***

Healing rate(%) -4 16 48 88

Ⅳ
Surface area(㎠) .26±.01 .22±.02 .14±.02* .04±.01**

Healing rate(%) -4 12 46 84

*p<.05, **p<.01, ***p< .001 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group Ⅰ

Ⅰ: Control group Ⅱ: 3 ㎒, .5 W/㎠ Intensity

Ⅲ: 3 ㎒, 1.0 W/㎠ Intensity Ⅳ: 3 ㎒, 2.0 W/㎠ Intensity

Table 2. Change of wound closure rate(%) in skin of rat by intensity of 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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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ange of wound closure rate(%) in skin of the rat by intensity of ultrasound

3. 병리조직학적 변화

1) 염증반응

창상유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각각 실험군에서의

조직학적인 염증변화는 다음과 같았으며 표피와 진피에

서의 출혈, 충혈 그리고 염증세포침윤 정도에 따라 no

lesion, slight to mild, moderate 및 severe로 분류하였

다(Table 3).

실험군 Ⅰ : 3일 후 moderate 16.6%, severe 83.3%였

으며, 6일 후 moderate 33%, severe 66%, 12일 후에는

mild 16.6%, moderate 50%, severe 33%로 각각 나타났

다. 이는 전체 실험군중 창상부의 회복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Figure 2).

실험군 Ⅱ : 초음파 치료 3일 후의 조직학적 소견에

서 no lesion 16.6%, mild 50%, moderate 16.6%로 나타

났으며, 6일 후 no lesion 50%, mild 33.3%, moderate

16.6%의 분포를 보였으며, 12일 후에는 no lesion 50%,

mild 50%로 모든 실험군중 가장 빠른 회복을 보였다

(Figure 3).

실험군 Ⅲ : 3일 후 mild 33.3%, moderate 50%, se-

vere 16.6% 였으며, 6일 후 no lesion 16.6%, mild

66.6%, moderate 16.6%, 12일 후 no lesion 16.6%, mild

83.3%로 창상부위 조직학적 변화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4).

실험군 Ⅳ : 3일 후에는 mild 16.6%, moderate 50%,

severe 33.3%였으며, 6일 후 mild 50%, moderate

33.3%, severe 16.6%, 12일 후에는 no lesion 16.6%,

mild 83.3%, moderate 16.6%로 실험군 Ⅱ, Ⅲ군에 비해

서는 치유정도가 다소 미약하지만 창상치유에 개선 효

과가 있었다(Figure 5).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12권 제1호
PTK Vol. 12  No. 1  2005.

- 85 -

Group Time(day)
Micro1(%)

-
2

+
3

++
4

+++
5

Ⅰ

1 0 0 0 6/6(100)

3 0 0 1/6(16.6) 5/6(83.3)

6 0 0 2/6(33.3) 4/6(66.6)

12 0 1/6(16.6) 3/6(50) 2/6(33.3)

Ⅱ

1 0 0 0 6/6(100)

3 1/6(16.6) 3/6(50) 2/6(33.3) 0

6 3/6(50) 2/6(33.3) 1/6(16.6) 0

12 3/6(50) 3/6(50) 0 0

Ⅲ

1 0 0 0 6/6(100)

3 0 2/6(33.3) 3/6(50) 1/6(16.6)

6 1/6(16.6) 4/6(66.6) 1/6(16.6) 0

12 1/6(16.6) 5/6(83.3) 0 0

Ⅳ

1 0 0 0 6/6(100)

3 0 1/6(16.6) 3/6(50) 2/6(33.3)

6 0 3/6(50) 2/6(33.3) 1/6(16.6)

12 1/6(16.6) 4/6(66.6) 1/6(16.6) 0
2 no lesion; 3 Slight to mild; 4 Moderate; 5 Severe

Ⅰ: Control group Ⅱ: 3 ㎒, .5 W/㎠ Intensity

Ⅲ: 3 ㎒, 1.0 W/㎠ Intensity Ⅳ: 3 ㎒, 2.0 W/㎠ Intensity

Table 3. Histological change in skin of the rat by intensity of ultrasound

Figure 2. On 24 hour post-

wounding showed severe hem-

orrhage and hyperemia in

pulsed US 0.5 W/㎠ group of

incisonal wound

Figure 3. On 3 day post-

wounding of pulsed US .5 W/

㎠ group showed severe

hemorrhage and hyperemia in

capillary and diffuse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Figure 4. On 6 day post-

wounding of pulsed US .5 W/

㎠ group showed moderate in-

flammatory response and

neovascularization. the depth of

collargenous tissue became thin

2) 비만세포의 침윤

각각의 조직은 toluidine blue염색을 하여 200배의 광

학현미경 시야에서 무작위로 10군데를 선택 관찰하여

비만세포를 계수 하였다. 비만세포의 침윤이 거의 없는

경우 ±(trace), 경도에서 중등도의 침윤은 +(slight to

mild), 중등도의 침윤은 ++(moderate), 심한 침윤은 +++

(severe)로 각각의 등급을 부여하였다(Table 4). 대체로

초음파의 강도에 따른 비만세포의 밀도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지만 창상치유부위의 결합 조직층 내에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창상 1일 후 소견은 중성백혈구를

비롯한 대식세포 등 염증성 세포의 침윤이 현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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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Day

1 3 6 12

Ⅰ ±1 +2 ++3 ++

Ⅱ + ++ +++4 +++

Ⅲ + ++ ++ ++

Ⅳ ± ++ ++ +++

±
1
Trace, +

2
Slight to mild, ++

3
Moderate, +++

4
Severe

Ⅰ: Control group Ⅱ: 3 ㎒, .5 W/㎠ Intensity

Ⅲ: 3 ㎒, 1.0 W/㎠ Intensity Ⅳ: 3 ㎒, 2.0 W/㎠ Intensity

Table 4. Infiltration of mast cell in skin of the rat by intensity of ultrasound

Figure 5. On 12 day

postwounding of pulsed US

.5 W/㎠ group showed mild

inflammatory cells and width

of incisonal portion became

narrow

Figure 6. The mast cells

around the granulation tissue

on the 1st day after incision

Figure 7. The mast cells

around the granulation tissue

on the 3rd day after

incision

Figure 8. The mast cells

around the granulation tissue

on the 6th day after incision

Fig. 9. The mast cells

around the granulation tissue

on the 12th day after incision

심한 부종과 출혈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암자색으로 염

색된 비만세포가 소수 관찰되었으며 실험군간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다(Figure 6). 창상 3일 후 소견은 중등

도의 부종상과 출혈, 현저한 염증세포의 침윤과 암자색

으로 염색된 비만세포가 실험군 Ⅰ에 비해 실험군 Ⅱ,

Ⅲ, Ⅳ에서 더 많은 비만세포가 소수 관찰되었다(Figure

7). 창상 6일 후 소견에서는 각화된 상피로 덮혀 있었으

며, 미약한 부종상과, 상당수의 섬유아세포, 교원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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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모세혈관, 육아조직 등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암자

색으로 염색된 비만세포가 산재 관찰되었으며, 실험군

Ⅱ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ure

8). 창상 12일 후 소견에서는 각화된 상피로 덮혀 있었

으며, 풍부한 섬유아세포와 다량의 교원섬유, 성숙된 육

아조직과 함께 암자색으로 염색된 비만세포가 산재 관

찰되었다(Figure 9).

Ⅳ. 고 찰

본 연구는 창상치유에 효과적인 초음파 강도를 알아

보고, 초음파 치료시 창상치유에 관여하는 조직학적 변

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창상치유는 손상 받은 조직의

기능과 형태적 특성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생체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며, 세포와 조직간에 상호반응의

하나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정상적인 반응이다

(Woodley 등, 1985). 선행연구를 통한 창상의 치유기전

을 살펴보면 크게 3단계인 염증기, 육아조직 형성기, 기

질형성 및 재구성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창상치유는

종간, 부위별, 나이별, 개체의 상태에 따라 속도나 양상

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실험의 시기

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Richard 등(1985)의 보고에 기초

를 두어 염증기 전기와 후기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시기

인 창상 후 1일, 염증기가 거의 끝나가고 육아조직 형성

을 시작하는 창상 후 6일 및 육아조직 형성이 끝나고

기질형성과 재구성기가 진행되는 창상 후 12일을 실험

시기로 결정하였다. 창상 치유 촉진을 위해서 변연절제

술 및 드레싱 방법의 개선(Agren 등, 1994), 적외선

(Kloth, 1995), 자외선(Nussbaum 등, 1994), 저출력 레

이저(Gelman 등, 1994) 등 물리치료 방법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초음파

치료도 이들 중 한 가지 방법이다.

물리치료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기기는 임

무주기 양식에 따라 지속 초음파와 맥동 초음파로 분류

되며, 맥동 초음파는 평균강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맥

동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맥동 초음파는 시간에 비하여

적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열 효과가 적으며, 비열 효과

를 유발하고자 하며(Rosenbaum 등, 1998),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맥동비는 1:2 또는 1:4이다(Pye와

Milford, 1994). 지속적 초음파는 주로 조직의 신장운동

을 적용하기 전에 사용하며 조직 온도를 상승시켜 단백

질 섬유의 신축성과 조직 유착의 점도를 변화시킴으로

써 구축된 조직의 신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Lehmann 등, 1970).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온열 효과로 창상치유에 효과적인 용량을 알아보기

위해 3 ㎒의 맥동성 초음파를 .5 W/㎠ 와 1.0 W/㎠, 2.0

W/㎠ 의 강도와 1:4의 맥동비로 창상 유발 후 24시간

이후에 1일 1회씩 5분간 초음파를 적용하였다.

Gostishchev 등(1984)은 낮은 주파수의 초음파가 상

처치유기전에서 미세 순환계를 정상화시키며 대식세포

반응의 활성화 및 섬유모세포의 통합 활동과 증식을 증

가시켜 교원섬유의 발생과 수화과정을 단축시킨다고 보

고하였는데, 본 실험결과에서도 다른 실험군에 비해 .5

W/㎠의 강도로 치료한 군에서 빠른 치유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군 Ⅱ인 .5 W/㎠, 실험군 Ⅲ 1.0 W/㎠,

실험군 Ⅳ 2.0 W/㎠의 강도로 치료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모두 창상 치유율이 촉진되었는데, 이는 Byl 등

(1992)이 절개창에 .5 W/㎠의 강도로 3일간, 1.5 W/㎠

로 2일간, 1 ㎒의 주파수로 맥동비 1:4인 맥동성 초음파

를 5분간 치료한 결과 부분층 창상(partial thickness

incision)에서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으나, 전층 창상에

서는 창상 치유율이 높아 초음파 치료가 효과적임을 보

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피하조직에 가해지는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되며 표재성 치료

를 위한 3 ㎒ 초음파 도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문제점

이 있어 차후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5 W/㎠ 강도

와, 1.0 W/㎠, 2.0 W/㎠의 강도로 흰쥐의 창상치유에

적용한 실험군 모두에서 현저한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

으며 이는 Taskan 등(1997)이 보고한 높은 주파수를 사

용한 저강도 치료가 창상초기 염증반응의 억제에 효과

적이라는 보고와 일치하였으며, 염증세포의 침윤과 교원

섬유의 재분포 정도가 대조군에 비해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있었다.

초음파 치료와 비만세포(mast cell)와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 또한

드문 실정이다. Wershil 등(1988)은 피부 비만세포가 백

혈구를 침윤시키고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며 섬유소를

침착시켜 초기염증반응을 조절하는데 기여한다고 하였

다. 한편 비만세포는 결합조직, 특히 세정맥과 모세혈관

주위에 주로 분포하는 세포로 정상적으로는 기질의 구

성과 점도를 조절하여 혈관과 결합조직 사에의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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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유지시키며(Lagnoff, 1978), 병적으로는 세포질

내 많은 염증매개인자들을 함유하고 있어 알러지성 염

증이나 섬유화 등 만성 염증반응에 관여한다(Metcalfe

등, 1997). 염증시 비만세포의 출현과 분포양상에 관하

여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비만세포는 염증뿐만 아니라 치유과정에도 관여할 것으

로 추정된다. 그런데 창상 치유과정에 있어서 염증이란

본질적으로 일련의 창상치유과정의 한 단계이므로 일련

의 창상치유과정에 따른 비만세포의 출현과 분포 양상

을 평가하여 봄으로써 염증과 치유과정에 있어서 비만

세포의 기능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학적으로 비만세포를 관찰하기 위하여 비만세포

가 Toluidine blue 염색시 세포질 내 과립이 이염색성을

나타낸다는 보고에 의해 염색을 시행하였다(Artuc 등,

1999). 초음파의 강도에 따른 비만세포의 밀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창상치유과정에 따른 비만세포의 분

포는 대체적으로 창상치유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창상치

유부위의 결합 조직층 내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소견은 전체적으로 Sanyal(1959)의 보고와 비슷

한 양상을 보였다.

본 실험에서는 관찰하지 못했지만 창상 2주일정도에

는 비만세포의 활성이 떨어져 곧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

다. 창상 치유과정중 초기의 급성 염증기에 비만세포의

수가 감소한 것은 비만세포가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과

도한 탈과립(degranulation)을 일으켜 파괴되었기 때문

으로 추정된다. 한편 급성 염증시 발현되는 조직 내 부

종에 의해 비만세포의 탈과립이 야기되며, 이때 히스타

민(histamine)이 유리되어 새로운 조직형성의 기질로서

관여한다고 하였다(Asboe-Hansen, 1968). 따라서 창상

치유과정 중 초기의 급성 염증기에서 비만세포는 일반

적인 급성 염증 증상 발현과 함께 조직수복촉진에도 기

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창상 치유과정중 육아조

직을 이루는 만성 염증단계에서 비만세포의 수가 증가

한 것은 초기의 급성 염증단계에서와 같은 과도한 탈과

립에 의한 비만세포의 파괴현상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세포의 탈과립 비

율을 관찰하지 못하였지만, 탈과립 비율과 비만세포의

밀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탈과립의 중

요성이 인정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

다.

이상의 실험결과로 미루어 보아 창상치유과정에 따른

염증의 양태와 비만세포의 분포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창상치유과정에 있어서 비만세포

의 분포는 염증의 양태에 따라 발현되는 비만세포의 탈

과립의 심도에 좌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초음파 치료

와 비만세포의 밀도와 관련된 자료를 찾지 못하였지만

초음파 치료를 실시하였을 때 대체적으로 비만세포가

대조군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비만세포가

혈관주위에 분포하여, 초음파 치료시 혈관신생

(angiogenesis)에 관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창상치유 과정을 조직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는 사료되나, 향후 미세조직학

적, 분자생물학적 방법 등을 실시하여 여러 방면에서 좀

더 상세히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본다.

Ⅴ. 결론

본 실험은 맥동성 초음파가 강도에 따라 흰쥐의 창상

치유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하고자 창상의 육안적 변화

와 수축율 및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검사법

으로는 조직의 일반적인 관찰을 위한 H & E 염색, 비

만 세포(mast cell) 관찰을 위한 toluidine blue(pH .5)염

색을 시행하였다.

1. 창상치유율은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 Ⅱ(3 ㎒, .5

W/㎠)는 6, 12일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001), 실험군 Ⅲ(3 ㎒, 1.0 W/㎠)은 12일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실험군 Ⅳ(3 ㎒, 2.0 W/

㎠)는 12일에서 유의한 차이(p<.01)를 보였으며, 실험군

중 가장 낮은 강도의 0.5 W/㎠의 강도를 적용한 실험군

Ⅱ에서 가장 빠른 치유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병리조직학적 연구결과 1일경에서는 모든 실험군

에서 거의 동일한 염증반응을 보였으나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실험군 Ⅳ, 실험군 Ⅲ, 실험군 Ⅱ순으로 미약한

염증반응을 관찰하였다.

3. 비만세포의 밀도는 초음파의 강도와는 유의한 상

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창상치유과정에 따른 비

만세포의 분포는 대체로 초기의 급성 염증기 때에는 감

소되나, 창상 치유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비만세포의 밀

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로 창상

치유과정에 있어 비만세포는 창상치유촉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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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실험군 Ⅱ(3 ㎒, .5

W/㎠)에서 가장 양호한 창상치유 촉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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