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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피 성장 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EGF)는 창상 치유에 있어 

중요한 성장 인자 중 하나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피부, 각막, 점막 등의 

창상 치유를 촉진한다는 보고가 있어 왔다. 성인에서의 창상 치유로 

나타나는 산물인 반흔은 과도한 염증 반응에 의해 미성숙 교원질이 과형성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서 임신 초기 및 중기 시기의 태아의 

창상에서는 과도한 미성숙 교원질의 증식 없이 정상과 같은 피부와 피부 

부속기관의 재생이 나타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이시기에는 염증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EGF가 이러한 반흔 없는 창상 

치유 시기에 그 표현이 증가된다는 연구가 있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를 통한 생체내 실험을 통해 EGF가 창상 치유 시에 

반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0마리의 마우스의 배부에 인위적인 두 개의 직경 8mm 전층 피부 결손 

창상 형성 후 창상 치유 시까지 EGF를 투여한 EGF 처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였다. 창상 치유 시까지의 창상 크기 변화를 관찰하였고, 창상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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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반흔에서 조직 표본을 얻어 반흔 단면의 폭과 면적을 측정하고, 

교원질의 양과 양상을 관찰하였다. 창상 형성 후 초기 염증기인 제 

3일째에 조직을 얻어 염증세포의 수를 계측하였고, 제 4일째에 

면역조직염색을 통해 TGF-β1 표현 정도를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창상의 치유 속도는 EGF 처치군이 대조군에 비해 빨랐다. 

2. 창상이 치유된 후 반흔 부위의 단면적에서 최대 반흔 폭은 EGF 

처치군이 대조군에 비해 30.9% 적게 나타났으며, 반흔의 최대 

단면적은 EGF 처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26.0% 적게 나타났다.  

3. 창상 형성 후 제 3일째에 염증세포 수를 측정한 결과 EGF 

처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염증세포 수가 유의하게 감소함이 

관찰되었다. 

4. 면역조직염색법에서 EGF 처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TGF-β1 

표현이 증가됨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는 특히 기질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5. 교원질의 양은 EGF 처치군에서 대조군 보다는 많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그 배열이나 양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피부와 유사하였고, 

대조군에서는 미성숙한 교원질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그 양은 많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EGF가 마우스 창상에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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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F-β1 표현을 저하시켜 반흔 형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반흔 형성의 저하에는 교원질 생성과 양상에 EGF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은 EGF가 교원질 생성을 촉진시키되 보다 

성숙한 교원질을 생성시키고, 정상에 가깝게 양을 조절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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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김김김    영영영영    석석석석    

    

    

I. I. I. I. 서서서서    론론론론    

    

표피 성장 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EGF)는 창상 치유에 있어 

중요한 성장 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1 그동안 피부, 각막, 점막 등의 

창상 치유를 촉진한다는 보고가 있어 왔다.  

EGF는 transforming growth factor(TGF)-α, heparin-binding EGF, 

amphiregulin, epiregulin, betacellulin 등과 같은 polypeptides 군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혈소판, 각질세포(keratinocytes), 대식세포(macrophages) 

로부터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세포들은 모두 창상 치유 

과정 중에 출현하는 세포들이다. EGF는 표피세포의 유사분열(mitosi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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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chemostasis)을 촉진시키고 따라서 표피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2,3 또한 EGF는 fibronectin 합성을 촉진하여 창상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4 임상적으로도 EGF는 

부분층 창상이나 당뇨발 등 만성 창상 치유를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5,6 Babul 등은 EGF가 창상의 히스타민(histamine) 함량을 감소시켜 

비정상적인 교원질 증식을 막아 창상 치유를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7 

성인에서의 창상 치유로 나타나는 산물인 반흔은 과도한 염증 반응에 

의해 미성숙 교원질의 과형성된 것이다. 이때 관여하는 성장인자로는 

TGF-β, PDGF(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등이 알려져 있다.8,9 반흔은 

손상된 조직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나 정상 조직 장력(tensile 

strength)의 70% 이하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반해서 임신 초기 

및 중기 시기의 태아의 창상에서는 과도한 미성숙 교원질의 증식 없이 

피부와 피부 부속기관의 치유와 재생이 나타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이시기에 유발되는 창상에서는 염증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EGF가 반흔 없는 창상 치유(scarless wound healing)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Peled 등은 마우스의 태자기 임신 시기에 

따른 EGF 표현 정도를 연구한 결과 반흔이 안 생기는 시기인 임신 

초기에는 EGF 표현이 증가하고, 반흔 형성 시기인 임신 후기에는 EGF 

표현이 감소한다고 보고를 하였다.10  Satici 등은 trachoma 각막염 환자를 



 3 

대상으로 결막 반흔 정도에 따른 EGF, TNF-α (tumor necrosis factor-α), 

TGF-β 농도를 측정한 결과 반흔의 정도가 심할수록 EGF의 농도가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11 

EGF가 표피화를 촉진시켜 창상 치유를 증진시킨다는 연구와 반흔 형성 

억제에 대한 보고가 있지만12-14, EGF가 창상 치유시 반흔 형성을 감소 

시킨다는 직접적인 연구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를 통한 생체 실험을 통해 EGF가 창상 치유시에 반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에 인위적인 전층 피부 결손 창상 형성 후 EGF 

처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여 EGF가 육안적 반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염증세포 출현을 측정하여 염증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교원질의 합성과 기질화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과염증 반응, 

섬유화(fibrosis), 구축(contracture)을 일으키는 TGF-β1의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EGF가 반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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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연구연구연구연구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실험실험실험실험    모델모델모델모델    

생후 약 6-8주 마우스(ICR;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 체중: 30-40g) 

10마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마우스를 전신마취 시키기 위해 ketamine 

45mg/kg(케타민®, 유한양행, 한국), xylazine(rompun®, Bayer HealthCare, 

Germany) 3mg/kg 를 복강내 주사하였다. 전신 마취후에 마우스의 등쪽 

털을 완전히 제거 하였다. 베타딘(betadine)과 알코올로 환부를 소독한 후 

8mm punch를 이용해서 마우스의 등에 2군데의 전층 피부 결손 창상을 

만들었다. 이후에 주변 피부에 점착용액을 바른 뒤 Tegaderm®(3M, 

U.S.A)으로 완전히 밀봉 드레싱(occlusive dressing)을 시행하였다. (그림 

1.) EGF 처치군 창상에 1cc 주사기를 이용하여 recombinant human EGF® 

(50mg/100cc (60,000,000IU), 대웅제약, 한국)를 0.2cc(100µg) 도포 

하였고, 대조군 창상에는 생리식염수(제일제당, 한국)을 0.2cc 도포하였다. 

도포 시에는 정상 피부를 통해서 환부로 바늘을 접근시켜 각 창상 위 

공간으로 투여하도록 하였다. 각 마우스들은 개별적으로 격리하여, 매일 

EGF 혹은 생리식염수를 투여하며 관찰하고 창상의 변화를 디지털 

카메라로 기록 비교하였다. 수술 후 3일째와 21일째 안락사 시킨 뒤 각각 

2개의 창상으로부터 주변 정상 피부를 포함한 전층의 조직 생검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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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xperimental model. The hair of dorsal area was completely 

removed. (left) Two full-thickness defects were made on the dorsal 

area with 8mm punch(right, above) and then occlusive dressing was 

done with Tegaderm®.(right,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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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 . . 실험군실험군실험군실험군, , , , 대조군대조군대조군대조군    설정설정설정설정    

두 개의 창상이 형성된 마우스 한 개체 내에서 EGF 처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였다. EGF 처치군은 매일 EGF를 창상에 도포하였고 대조군은 

동일한 양의 생리식염수를 도포하였다. 

    

3333. . . . 결과결과결과결과    판정판정판정판정    

    

가가가가....    반흔반흔반흔반흔    면적면적면적면적의의의의    측정측정측정측정        

    

  (1) (1) (1) (1) 창상창상창상창상    면적면적면적면적    측정측정측정측정 ( ( ( (eeeexternal wound area measurementxternal wound area measurementxternal wound area measurementxternal wound area measurement))))        

 창상 형성 후 3일 간격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얻고 

이를 이용해서 EGF 처치군과 대조군 창상의 면적 크기를 image analysis 

program인 Scion-image®(NIH-Scion corporation, U.S.A)를 통해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창상 치유가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의 기간과 면적 

감소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초기 창상 면적의 절반이 

되는 시간(HT50: healing time of 50% of area)을 구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였다.   

 

(2(2(2(2) ) ) ) 최대최대최대최대    반흔반흔반흔반흔    폭폭폭폭 ( ( ( (mmmmaximal aximal aximal aximal scarscarscarscar width width width width))))    측정측정측정측정        

창상 형성 후 3주째 치유된 반흔의 중간 부위에서 평형 전층폭의 

조직을 생검하여(정상 피부 포함) 파라핀에 묻은(paraffin embedding)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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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편으로 얻어 각 절편을 hematoxyline & eosin (H&E) 염색 후 광학 

현미경(BX-41, Olympus, Germany)으로 보면서 imaging program인 

OLYSIA® (Olympus, Germany)를 이용하여 milimeter 단위로 반흔의 최대 

폭을 측정하였다. 이때 반흔의 폭은 정상적인 교원질 배열이 아닌 

섬유화로 인한 교원질 다발이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EGF 처치군과 

대조군의 상대적인 반흔의 최대 폭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3(3(3(3) ) ) ) 최대최대최대최대    반흔반흔반흔반흔    단단단단면적면적면적면적 (maximal cross s (maximal cross s (maximal cross s (maximal cross sectional ectional ectional ectional scarscarscarscar area area area area) ) ) ) 측정측정측정측정            

창상 형성 후 3주째 H&E 염색한 각 절편을 x40 광학현미경으로 보면서 

영상을 OLYSIA®(Olympus, Germany)로 측정하였다. 표피 하방, 피부밑 

근육층(panniculus carnosus muscle) 상방의 상대적인 면적을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EGF 처치군과 대조군의 상대적인 면적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나나나나. . . . 염증세포염증세포염증세포염증세포    수수수수    측정측정측정측정(i(i(i(inflammatory cell nflammatory cell nflammatory cell nflammatory cell countcountcountcount))))        

창상 형성 후 3일째 창상연의 상, 하, 좌, 우에서 5x5 mm 크기로 피부 

전층 생검을 시행하여 H&E 염색을 시행한 후 400배 고배율에서 좌상, 

좌하, 우상, 우하부의 4개의 구역으로 염증 세포 수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구역의 염증 세포 수를 이용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EGF 

처치군과 대조군간에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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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 . . 창상창상창상창상    내내내내 TGF TGF TGF TGF----ββββ1111    발현의발현의발현의발현의    측정측정측정측정     

(1)(1)(1)(1) TGF TGF TGF TGF----ββββ1111    면역조직면역조직면역조직면역조직염색염색염색염색    

 창상 형성 후 4일째 EGF가 과도한 섬유화와 구축을 일으키는 TGF-β1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면역조직염색을 시행하였다. 얻어진 생검 

조직을 파라핀 블럭에 묻은 후 5㎛ 절편을 잘라 표본 제작한다. 재함수화

(rehydration) 후에 1차 항체(antibody)로 1:100 희석된 monoclonal rat 

anti-mouse TGF-β1    (TGF-β1(v):sc146 :    Santa Cruz Biotechnology, 

U.S.A)을 처리해서 1시간 동안 배양(incubation) 한다. 이후 갈색이 부착

(tagging)된 2차 항체(secondary antibody)를 처리하고 대조염색(counter-

stain)으로 hematoxylin을 처리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라라라라. . . . 교원질교원질교원질교원질    합성과합성과합성과합성과    기질화기질화기질화기질화((((organizationorganizationorganizationorganization))))    양상양상양상양상    관찰관찰관찰관찰        

(1)(1)(1)(1) Masson Masson Masson Masson’’’’s trichrs trichrs trichrs trichrome ome ome ome 염색염색염색염색    

교원질을 염색하기 위해서 완전 치유된 조직의 생검 후 슬라이드를 

만들어 trichrome 염색을 시행하였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생검된 조직을 

파라핀 블럭에 묻은 후 절편을 얻어 표본 제작한다. 재함수화 후에 15분간 

미리 가열한 Bouin’s Solution(56)에 15분간 배양한 후 2분간 냉각한다. 

이후 Weigert’s iron hematoxylin 용액에 5분간 염색 후에 세척 하고 

Beibrich scarlet-acid fuchsin에 5분간 염색한다. 이후 phosphotungstic 

/phosphomolybdic acid solution에 5분간 담근 후 aniline blue solut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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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한다. 1% 아세트산(acetic acid)에 2분간 배양 한 뒤 탈수 후 표본 

제작한다. 만약 반흔 형성이 많다면 청색으로 염색된 미성숙 양상의 

교원질 덩어리를 관찰할 수 있다. 

 

 

 

4444. . . . 통계학적통계학적통계학적통계학적    결과결과결과결과    분석분석분석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 ± 표준 편차로 표시하며, 각 군간의 비교는 

student’s t-test로 검정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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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 . . . 결과결과결과결과    

1.1.1.1.     반흔반흔반흔반흔    면적면적면적면적의의의의    측정측정측정측정        

가가가가....    창상창상창상창상    면적면적면적면적    측정측정측정측정 ( ( ( (eeeexternal wound area measurementxternal wound area measurementxternal wound area measurementxternal wound area measurement))))    

 초기 창상의 크기는 주변부 피부 수축에 의해서 8mm 지름의 원형면적

(50.27mm2) 보다 큰 면적(71.5±2.26mm2)을 보였다. 창상의 치유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이가 났는데 특히 3일째와 6일째 사이에 EGF를 

처치한 창상의 면적감소가 현저하게 빨라지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2,3) 각 

시간에 따른 창상 면적은 3일째 이후부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p <0.0001) 창상의 크기가 반으로 될 때까지의 시간(healing time of 

50% of area; HT50)는 EGF 처치한 군이 5.4일, 대조군이 7.5일로써 EGF 

처치군에서 보다 빨리 창상치유가 나타났다. (p <0.0001) (그림 2.) 

    

나나나나....    최대최대최대최대    반반반반흔흔흔흔    폭폭폭폭(maximal (maximal (maximal (maximal scarscarscarscar width)  width)  width)  width) 측정측정측정측정        

  창상 치유 후 정상부위를 포함한 반흔의 최대직경부위의 단면을 얻어 

trichrome stain을 시행하여 관찰한 반흔의 폭은 EGF 처치군에서 평균 

2.21±0.54mm 이었고, 대조군에서 3.18±0.57mm으로 EGF 처치군이 더 

작게 나타났다. 이는 EGF 처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평균 69.1%의 반흔 

폭을 나타낸 것으로 EGF 처치군이 30.9% 반흔 폭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0246) (그림 

4.,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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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ime-wound area curve for the degree of healing in each group. It 

showed that full thickness wound was more rapidly healed in EGF treated 

group than control group. Healing time of 50% of wound area(HT50) was about 

5.4 days in EGF- treated group and 7.5days in control group. 

 

 

 

 

 

 

 

그림 3. Digital images of both wounds. They 

were taken every 3 days after full-thickness 

skin excision. The size of wound was 

decreased more rapidly in EGF-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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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최대최대최대최대    반흔반흔반흔반흔    단단단단면적면적면적면적(maximal (maximal (maximal (maximal cross sectional cross sectional cross sectional cross sectional scarscarscarscar area)  area)  area)  area) 측정측정측정측정        

  반흔 폭과 함께 측정한 반흔의 면적은 EGF 처치군에서 평균 

1.54±0.25mm2이었고 대조군에서는 2.08±0.34mm2 이었다. 이는 EGF 처

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평균 74%의 면적을 나타낸 것으로 EGF 처치군에

서 26% 반흔 면적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보였다. (p = 0.0215) (그림 4., 표 2.) 

 

그림 4. Cross-sections of wounds stained with Masson’s trichrome 

stain. Scar width and area (above the panniculus muscle)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EGF-treated group compared with control 

group.   

 

표 1. Scar width in each groups. Scar width (maximum width between the 

normal tissues) was compared with each group. EGF-treated groups 

significantly decreased scar width compared with control group. The ratio of 

EGF-treated group to control group was 69.1% 

mm Control EGF 
% 

(EGF/Control) 
Pr > I t I 

Scar Width 3.18 2.21 69.1 0.0246 

SD ±0.57 ±0.54   

Control                                 E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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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car area in each groups. Scar area(area above the panniculus muscle 

layer) was compared with each group. EGF-treated groups significantly 

decreased scar area compared with control group. The ratio of EGF-treated 

group to control group was 74.0%. 

mm2
  Control EGF 

% 

(EGF/Control) 
Pr > I t I 

Scar Area 2.08 1.54 74.0 0.0215 

SD ±0.34 ±0.25   

 

 

2222. . . . 염증세포염증세포염증세포염증세포    수수수수    측정측정측정측정(i(i(i(inflammatory cell nflammatory cell nflammatory cell nflammatory cell count)count)count)count)    

 창상 치유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시기 중 염증세포가 가장 증가

해있는 시기가 48~72시간 째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상 

형성후 3일째 창상 변연에서 얻은 조직을 H&E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EGF 처치군에서 염증세포수가 현저하게 줄어 들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를 400배 고배율에서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염증세포의 수

를 세어 얻은 평균값은 EGF 처치군에서 32.6±8.8개 이었고 대조군에서는 

52.4±16.2개 이었다. 이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 = 

0.0010) (그림 5.,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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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E stain for inflammatory cell count in each group.(x100) It shows 

that the number of inflammatory cells in EGF group were more than those in 

control group. 

 

표 3. Inflammatory cell counts in each groups. The table shows the effect of 

EGF on reducing the number of inflammatory cells. (cell counts /HPF x400)  

 Ea Control EGF Pr > I t I 

Cell Counts 55.4 32.6 0.0010 

SD ±16.2 ±8.8  

 

 

3333. . . . 창상창상창상창상    내내내내 TGF TGF TGF TGF----ββββ1    발현의발현의발현의발현의    측정측정측정측정 

 창상 치유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시기 중 성장 인자가 많이 

분비되는 시기가 3-4일째 이므로 술 후 4일째 창상과 정상 조직을 포함한 

조직 표본을 얻어 면역조직염색법을 시행하였다. 결과 EGF 처치군에서 

TGF-β1의 표현이 대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Control group 
X 100 X 100 

EGF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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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에서 갈색 이차 항체가 더 많은 부위에서 확연히 나타남으로 알 수 

있었고, 이것은 특히 기질(stroma)부위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한편 창상 

주변의 정상 조직에서는 EGF 처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TGF-β1의 

표현이 증가되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그림 6.) 

 
 

그림 6. The immunohistological observation of full-thickness wound at 4 

days. The immunoactive area of TGF-β1 (brown color) was markedly increased 

in control group, especially in stroma. The expression of TGF-β1 was 

decreased in EGF-treated group but increased than in adjacent normal skin 

area. (The inactive area of TGF-β1 was stained in blue color by hematoxyline 

counter-stain.) 

Wound 

Adjacent skin 

 Control                        E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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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 . . 교원질교원질교원질교원질    합성과합성과합성과합성과    기질화기질화기질화기질화((((organizationorganizationorganizationorganization) ) ) ) 양상양상양상양상    관찰관찰관찰관찰    

  3주째 관찰한 조직 표본에서는 EGF 처치군에서 대조군보다 많은 양의 

교원질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그 배열이나 양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피부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대조군에서는 미성숙한 교원질 양상이 

관찰되었고 그 양은 많지 않았다. (그림 7.)  

 
 

그림 7. Trichrome stain for observation of collagen pattern in each group at 

3 weeks. In EGF group, epidermis was well established and mature, well-

organized and arranged collagen pattern was noted. The amount of collagen 

was similar to that of normal stroma. In contrast, immature, disorganized 

collagen pattern was noted in control group and the amount of collagen was 

less than that of normal stroma. 

    

Control        x40                   EGF         x40  

Control     x400             Normal    x400               EGF    x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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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고고고    찰찰찰찰    

 

 EGF는 1960년 Stanley Cohen에 의해 마우스의 악하선으로 부터 신경 

성장 인자를 분리하던 중 우연히 발견된 표피 조직 세포에 대한 강력한 

세포 성장 촉진 인자로서, 6045 dalton 정도의 분자량을 가지는 5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이며 분자 구조내에 3개의 disulfide bond를 

가지는 3중 고리의 형태로 되어 있다. EGF는 정상 상태의 혈장에서는 잘 

검출되지는 않지만 혈소판에 상당히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응고가 

일어날 때 혈청내 표피 성장 인자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세포의 분열과 

이동에 충분한 농도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창상 치유의 

초기 과정에 혈소판에서 유리되는 EGF가 국소적으로 작용하여 표피 

조직의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보고되어 있다.15 1983년 이후 human EGF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미생물에서 발현시킨 recombinant human 

EGF(rhEGF)가 대량 생산되고 있다. rhEGF는 EGF 수용체(receptor)에 

결합하여 수용체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tyrosine kinase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흔 형성에 관여하는 성장 인자들을 연구한 보고들은 대부분 마우스의 

임신기간 중 반흔 없는 시기인 16일 전후의 태자를 모델로 하고 있다. 

16일 이전의 시기에 태자에 인위적 창상을 형성하게 되면 추후에 반흔 

형성이 나타나지 않고, 또한 19일 정도에서의 창상에서와는 다른 성장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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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Dang 등은 이 시기에 TGF-β1이 반흔 형성 

시기인 19일째에 비해 현저히 감소되어 있다고 하였고, 또 다른 

성장인자인 섬유모세포 성장 인자(fibroblast growth factor; FGF-7, 10)도 

감소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16 Peled 등은 이 시기에 TGF-β1이 감소되어 

있으며 더불어 EGF의 표현 정도가 증가 되어있다고 보고하였다.10 또한 

Shah 등은 TGF-β1,2의 억제로 반흔 형성 억제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EGF가 창상의 조기 치유뿐 아니라 반흔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우스를 통한 생체내 실험을 

시행하였다. 마우스에 인위적인 전층 피부 결손 창상을 내고, EGF 

처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EGF 처치군에는 EGF를 매일 국소도포하고 

대조군에는 동일양의 생리식염수를 국소도포하는 기본적인 디자인을 

하였다. 마우스 개별적인 변수를 배제하기 위해 동일 마우스에서 같은 

크기의 창상을 내었고, EGF의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도포하였다.  

반흔 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창상 치유 

정도를 평가하였는데 이는 EGF가 여러 가지 형태의 창상에서 창상치유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이미 돼지와, 쥐의 피부 창상에서 

EGF의 국소도포로 표피 치유가 빨라진다는 보고가 있었고,1 임상적으로도 

만성 궤양 창상과 부분층 식피술 공여부에 EGF를 국소 도포하여 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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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가 촉진됨이 관찰되어왔다. 이러한 작용은 EGF가 각질세포나 

섬유아세포의 분열을 촉진시키는 작용에 의해 일어나며 주로 표피화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EGF는 교원질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쥐의 피부 절개창에 EGF를 국소 투여했을 때 

장력을 증가시키고 조직학적으로 실질내에 섬유아세포와 교원섬유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1,2  본 실험 에서도 전층 피부 결손 창상에 

EGF를 국소도포 했을 때 창상 면적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특히 면적이 절반으로 되는 시간(HT50)이 EGF 

처치군에서는 5.4일인 반면에 대조군에서는 7.5일로 나타남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 반흔의 폭과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완전히 상처가 치유된 

이후인 술 후 3주째의 조직표본을 얻었다. 실제로 정확한 반흔의 폭과 

면적을 측정하려면 보다 장기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나 마우스의 경우 

그러한 추적 관찰이 용이하지 않고, 개체 특성상 반흔이 잘 남지 않을 뿐 

아니라, 초기 형성 반흔의 양도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3주째의 

조직표본을 얻었다. 폭과 면적을 측정한 결과 EGF 처치군에서의 반흔 

측정에서 폭에서는 대조군의 69.1%, 면적에서는 대조군 면적의 74%가 

되어 EGF가 반흔 형성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반흔 폭과 면적이 감소하는 것은 EGF의 표피화 작용뿐 아니라 

근섬유아세포(myofibroblast)의 창상 수축 작용도 관여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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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창상 수축 정도는 근섬유아세포의 수축력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이러한 근섬유아세포는 주변의 성장 인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17 Baek 등은 EGF 처치군에서 

근섬유아세포의 증가를 확인하였고 이것을 통하여 EGF가 근섬유아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킴으로써 창상 수축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8 

따라서 EGF는 보다 빠른 표피화와 함께 창상을 수축시켜 최종적으로 반흔 

면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창상 치유 과정에서 과염증 반응이 생길 경우 미성숙 교원질로 

인한 섬유화가 많이 발생해 반흔 생성이 많아 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EGF가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가장 

최대로 나타나는 시기인 3일째에 창상 변연부의 조직을 얻어 염증세포의 

분포와 수를 측정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초기 염증 반응기의 

염증세포의 수는 EGF 처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Babül 등은 마우스의 인위적인 창상에 EGF를 투여한 결과 히스타민 

성분(histamine contents)이 감소하여 비정상적인 교원질 증식을 억제함을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 염증세포의 수가 감소한 것도 이러한 염증성 

cytokine의 감소로 인해 보다 염증 반응이 감소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Masson’s trichrome 염색을 통해서 관찰한 EGF 처치군과 대조군의   

교원질의 양상의 차이에서는 EGF 처치군에서 대조군보다 많은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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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질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그 배열이나 양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피부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었고. 대조군에서는 미성숙한 교원질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그 양은 많지 않았다. 이는 EGF가 교원질 생성을 

촉진시키되 보다 성숙한 교원질을 생성시키고, 정상에 가깝게 양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앞으로 보다 장기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서 대조군과 실험군의 교원질 양과 양상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면역조직염색을 통해 반흔 형성 및 구축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TGF-β1 의 발현이 억제되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TGF-β는 

세포 증식과 분화와 함께 세포외기질 조성 조절에 중요한 성장인자로 주로 

활성화된 T-임파구(lymphocyte)와 대식세포에서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GF-β는 섬유모세포의 증식을 직접적으로 촉진시켜 높은 섬유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도한 TGF-β1은 반흔 형성 및 구축과 함께 

다양한 섬유화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본 실험에서 

대조군에 비해 EGF 처치군에서 창상 중앙부의 TGF-β1 표현이 더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창상 주변부에서는 TGF-β1의 표현 정도가 

창상에서 보다는 적었으나 대조군과 EGF 처치군에서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EGF 처치군에서 교원질 양이 정상에 

가깝게 증가하고 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이 TGF-β1에 의한 영향이 아닌 

EGF 자체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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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마우스 전층 피부 결손 창상에 EGF를 처치하였을 때 빠른 

표피화와 창상 수축, 염증 반응 억제, 교원질 재형성(remodeling), TGF-β1 

억제에 의해서 반흔 형성 감소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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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결결결        론론론론     

 

1. 마우스의 전층 피부 결손 창상에 EGF를 처치하였을 때 창상 치유 

속도가 대조군에 비해 빨랐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 <0.0001)    

2. 창상이 치유된 후 반흔 부위의 단면적에 대한 최대 반흔 폭은 EGF 

처치군이 대조군에 비해 30.9% 적게 나타났으며, (p = 0.0246)  

또한 단면적에서 측정한 피부밑 근육층 상방으로의 반흔의 최대 

단면적은 EGF 처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26% 적게 나타났다. (p = 

0.0215)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 창상 치유 과정인 염증기에서 염증세포수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서 평균 52.4±16.2개 EGF 처치군에서 32.6±8.8개로 

염증세포 수가 유의하게 감소함이 관찰되었다. (p = 0.0010) 

4. 창상 내의 TGF-β1 면역조직염색법 시 EGF 처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TGF-β1 표현이 감소됨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는 특히 

기질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5. 교원질의 생성 정도와 양상 차이를 본 trichrome 염색에서 EGF 

처치군에서 대조군보다는 많은 양의 교원질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그 배열이나 양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피부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고, 대조군에서는 미성숙한 교원질 양상이 관찰되었고 아직은 

그 양이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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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EGF가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TGF-β1 표현을 

저하시켜 반흔 형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반흔의 

저하에는 교원질 형성과 양상에 EGF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은 EGF가 교원질 생성을 촉진시키되 보다 성숙한 교원질을 

생성시키고, 정상에 가깝게 양을 조절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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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dermal growth factor(EGF) plays important role in wound healing. Many 

studies reported that EGF stimulates healing of skin, cornea, stomach mucosa. 

scar results from overproduction of disorganized collagen due to inflammatory 

reaction during wound healing process. Wound healing does not elicit 

overproduction of disorganized collagen in fetus of 1
st
 and 2

nd
 trimesters. 

During this period, no inflammatory reaction takes place during wound healing. 

Some studies report that there is an increase of EGF expression during this 

scar less wound healing period. Through this in vivo study of rats, 

identification of EGF effect on scar formation inhibition was attempted.    

 Two ventral wounds were made on 10 ICR mice. One wound was appointed as 

EGF treated group, and other as control group. EGF was applied on EGF 

treated group wounds until the wound was completely healed. Wound size 

change was documented during the healing process. Tissue was obtained 

during early inflammatory phase to observe the amount of inflammatory cells. 

After complete healing, scar tissue was obtained then its maximum wid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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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were measured. The collagen quantity and pattern of the scar tissue were 

also documented and TGF-β1 expression was observed via immunohistostain 

metho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Early epithelization, contracture of wound, and less total healing time was 

noted in the EGF treated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2. Scar tissue width and area(measured as area of scar above the panniculus 

muscle) of EGF treated group was 69.1% and 74% each,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group.  

3. Inflammatory cell decrease was noted in early inflammatory phase EGF 

treated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4. TGF-β1 expression was decreased in the EGF treated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5. More collagen formation was noted in the EGF treated group, but its 

pattern and amount did not differ from normal skin tissue. In the control 

group, there was less collagen but showed immature pattern. 

  According to above results, EFG inhibits inflammatory reaction and TGF-β1 

expression resulting in less scar formation. Also, EGF affects the collagen 

synthesis, resulting in normalizing collagen formation, but in a mature form like 

normal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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