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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백서 복강 유착 모델에서 유착억제제의 효과 

 

수술 후에 발생하는 복강 내 유착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므로 

유착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연구자는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하여 복강 내 유착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Polyethylene glycol(PEG)4000, N,O-Carboxymethyl 

chitosan(NOCC)와 항응고, 항염증성 작용으로 복강 내 유착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저분자량헤파린(LMWH)을 병합 투여하는 것이 

단독 투여하는 것보다 더 나은 유착 억제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영가설(null hypothesis)을 설정하고 복강 내 유착의 동물모델을 

만들고 이들 물질의 유착 억제능을 조사하였다.  

Sprague-Dawley rat를 이용하여 맹장과 체측 복막에 각각 

1.5x1.5cm 크기의 복막 박탈면을 만들어 복강 내 유착모델을 

만들고 유착 억제물질을 도포하여 유착억제효과를 판정하였다. 

대조군(CONTROL)은 복강 내에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LMWH 

단독 처치군(LMWH)은 LMWH 100U를 도포하였다. PEG 단독 

처치군(PEG)은 5% PEG 4000 5ml를 도포하였다. PEG, LMWH 병합 

처치군(L+P)은 LMWH 100U와 5% PEG 4000 5ml를 도포하였다. NOCC 

단독 처치군은 2% NOCC 5ml를 도포하였다. NOCC, LMWH 병합 

처치군(L+N)은 LMWH 100 U과 2% NOCC 5ml를 도포하였다. 

Hyaluronic acid 처치군(SEPRA)은 Seprafilm을 2x2cm으로 잘라서 

복막 손상면에 부착하였다. 각군의 실험동물을 수술 7, 14, 21일째 

각각 희생시켜서 복강 내 유착점수를 산정하였고, 복막을 식염수로 

관류한 용액에서 백혈구 수를 측정하였다. 검체를 획득하여 

조직내의 hydroxyproline을 정량 분석하였다. One way analy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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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ANOVA), Friedman test, Mann Whiteny U test를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유착억제물질을 도포한 모든 실험군(LMWH, PEG, L+P, NOCC, 

L+N, SEPRA) 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유착점수가 

낮았다(p<0.001). PEG, LMWH 병합 처치군(L+P)은 대조군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실험군에 비해서 유의한 유착억제 효과가 

있었다(p<0.001). 

복강 관류액의 백혈구 수와 조직내 hydroxyproline 함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술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유착억제효과는 대조군, LMWH처치군, 

NOCC 처치군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유착점수가 증가하였으며 PEG 

단독 처치군과 PEG, LMWH 병합 처치군(L+P)은 시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유착점수의 변동이 없었다. 

특히 PEG, LMWH 병합 처치군(L+P)은 수술 후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고루 낮은 유착 점수를 보여 가장 우수한 유착 

억제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보아 물리적 장벽 구실을 하는 

polyethylene glycol(PEG) 4000과 항응고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저분자량헤파린(LMWH)를 병용이 효과적인 유착억제제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복강 내 유착, 유착 억제제, 물리적 장벽, 저분자량 

헤파린, polyethylene glycol, N,O-carboxymethyl chito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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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복강 유착 모델에서 유착억제제의 효과 

 

<지도교수 손손손손    승승승승    국국국국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윤윤윤윤    성성성성    현현현현    

    

    

I.I.I.I. 서론서론서론서론    

        

복부 수술 후의 복강 내 유착은 충수절제술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흔한 합병증으로 때때로 

장폐색증, 만성통증, 성기능장애, 불임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척추수술의 경우 유착이 발생하면 

신경압박으로 인한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유착을 제거하기 위한 2 차 수술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착은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1998 년 

미국에서 하복부 유착제거 수술에 들어간 비용이 12 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 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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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유착을 유발하는 원인은 주로 수술 조작 중의 조직손상, 

세균감염, 이물질, 건조, 방사선 조사, 알레르기 반응, 화학적 

손상, 허혈성 손상과 같은 여러 형태의 복막손상을 유발하는 

염증자극에 의해 발생한다. 조직학적 연구에 따르면 복막의 염증이 

섬유소(fibrin)을 함유한 염증성 삼출물을 만들고 이런 삼출물들이 

모여서 조직화되고 여기에 섬유모세포 (fibroblast)들이 침투해서 

콜라겐을 형성하고 조밀화 과정을 거쳐 영구적인 섬유조직으로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2,3  

수술 후에 발생하는 유착을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수술 중 

복막의 손상을 줄이는 조심스런 수술조작, 철저한 지혈, 무균조작, 

건조방지, starch-free glove 사용, 조직의 허혈 손상 방지 등이 

있는데 개복수술보다는 복강경 수술이 이러한 목적에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복막강이 공기에 노출되면 

불가피하게 내독소(endotoxin)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고 따라서 

염증반응이 유발된다는 연구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데 결국 

공기와의 접촉이 작을수록 손상이 적게 발생하고 따라서 유착이 

적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4 

또한 인체에서의 효능에 대한 증거는 드물지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부신피질 호르몬, 항히스타민제, 항산화제, 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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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항제와 같은 약제를 사용해서 복강 내의 염증반응을 줄인다는 

실험적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5,6  

효과적인 유착의 억제를 위해서는 복막 손상이 치유될 때까지의 

충분한 기간 동안 복막 표면을 물리적으로 분리시켜주는 방법이 

관심을 끄는데 그 이유는 다른 방법보다도 국소적으로 작용하여 

유착 억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료 방법을 

물리적 장벽(physical barrier)라고 하며 유착억제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물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장막의 

표면을 덮는 거대분자물질로의 하나로 Polyethylene glycol 

4000(PEG)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1982 년 Punnonen 등이 백서에서 

50% PEG 5ml 를 이용하여 복강 내 유착을 억제하는 실험에 성공한 

결과를 보고한 것이 최초이다.7 이후 O’Sullivan 등이 백서의 

실험에서 5% PEG 5ml 가 유착 박리술 후의 재유착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표한 후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와 있으며 최근에는 

PEG 의 유착억제 효과가 Dextran 70 보다 우월하다는 보고도 

있다.8,9 여러 가지 물질들이 수술 후 유착억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실험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실용성 및 유착 

억제효과 들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국내에서는 2002 년 기존에 알려진 물질의 일부인 carboxym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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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ose, hyaluronic acid, alginate, PEG 를 이용한 동물 실험 

1예만 보고될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10 

이러한 물리적 장벽 구실을 하는 거대분자 이외에도 항응고 

작용을 하는 헤파린이 항염증 작용을 가져서 유착억제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11,12 하지만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하는 

거대분자물질과 헤파린의 병합효과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험동물의 복강 내에 유착모델을 만들고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물질과 헤파린의 병합 

투여가 어떤 유착억제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II.II.II.II.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실험실험실험실험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가. 복강내 유착의 동물모델  



  - 7 - 

체중 200-250g 되는 4 주령의 Sprague-Dawley rat(male, SPF/VAF 

CrjBgi:CD(SD)IGS Rat, Orient-Bio Co., Seoul, Korea)을 이용하여 

복강내 유착 모델을 만들었다 (그림 1). 

  마취는 ketamine 85mg/kg 1 회 근육주사와 xylazine 6mg/kg 

근육주사로 시행하였다. 

  마취가 되면 몸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 후 복부의 털을 깎고 

포비돈으로 소독하고, 정중 절개를 가하여 복강을 노출하고, 

기존의 복강 내 유착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맹장을 꺼내어 1.5 x 1.5cm 크기로 출혈이 일어날 정도로 장막에 

손상을 손상을 가하고, 마주 보이는 체측 복막에 같은 크기로 

손상을 가하였다.  

  두 손상면이 맞닿도록 마찰 손상 부위로부터 1cm 떨어진 2 곳을 

6-0 Nylon 봉합사로 고정하여 유착을 촉진하였다.  

  대조군은 별다른 조치 없이, 실험군은 유착방지용 수용액 5ml 씩 

손상부위에 주입하였다.  

  전복벽은 3-0 Maxon continuous suture 로 근육, 근막을 en bloc 

technique 로 봉합한 후 피부봉합은 3-0 silk running suture 로 

봉합하였다.  

  실험 동물은 물과 먹이를 충분히 주면서 키운 후 각각 수술 후 7, 

14, 21일째 희생하여 유착점수 판정 및 검체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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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prague-Dawley rat 를 이용한 복강 내 유착모델 만드는 

방법. 

A. 마취된 백서를 삭모 후 포비돈으로 수술 부위를 소독하였다.  

B. 복강 내에 기존의 유착유무를 확인 하고 맹장을 수술부위 

밖으로 꺼냈다. 

C. 맹장부위를 칫솔을 이용하여 1.5x1.5 cm 의 면적에 장막손상을 

만들고, 마주 보이는 체측 복막에도 같은 크기의 복막 손상을 

만들었다. 

D. 조심스럽게 눌러서 지혈한 후 맹장을 복강 내로 넣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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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군 설정  

(1)가.항에 기술한 동물을 1 군에 15 마리씩 할당하여 총 7 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2)실험군 및 대조군 구분 

대조군(CONTROL):유착 유도 수술만을 시행하고 아무런 약제도 

사용하지 않았다. 

LMWH 단독 처치군: 저분자량헤파린(low molecular weight 

heparin(LMWH: Fraxiparine®, Sanofi Pharma) 100U 을 수술적으로 

만든 복막 박탈 부위에 점적하였다.  

PEG 단독 처치군: 5% PEG 4000 5ml 를 복강 수술 후 폐복 직전에 

복강 내에 도포하였다. 

PEG, LMWH 병합 처치군: 저분자량헤파린(Fraxiparine®, Sanofi 

Pharma) 100U 을 수술적으로 만든 복막 박탈 부위에 점적하고 5% 

PEG 4000 5ml를 복강 수술 후 폐복 직전에 복강 내에 도포하였다. 

NOCC 처치군: 2% N,O-carboxymethyl chitosan 5ml 을 복강 수술 

후 폐복 직전에 복강 내에 도포하였다. 

NOCC, LMWH 병합 처치군: 저분자량헤파린(Fraxiparine®, Sanofi 

Pharma) 100U 을 수술적으로 만든 복막 박탈 부위에 점적하고 2% 

N,O-carboxymethyl chitosan 5ml 을 복강수술 후 폐복 직전에 복강 

내에 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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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rafilm® 처치군: Seprafilm®을 2.0cm X 2.0cm 크기로 잘라 

수술적으로 만든 복막 박탈 부위에 도포하였다. 

 

다. 검체의 획득  

수술 후 7, 14, 21 일에 각군의 실험 동물 5 마리씩을 ether 

초과투여로 희생시킨 후 복강 내 유착을 확인하고 검체를 

획득하였다. 

 

2.  2.  2.  2.  복강복강복강복강    내내내내    유착의유착의유착의유착의    확인확인확인확인        

    

가. 유착의 육안적 점수화(Adhesion Score)  

육안적인 유착의 정도를 유착의 범위와 양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눈다. 유착의 정도는 Montz FJ 등의 방법 13 에 따라 판정하였다 

(표 1,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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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착점수의 산정방법(Montz FJ13 ) 

 

 

 

 

 

 

 

 

 

 

 

 

 

 

 

 

 

 

Adhesion Score 

Extent 

없음 0 

외상부위에 국한 1 

비외상부위에 국한 2 

외상/비외상부위에 유착 3 

Type 

유착필름형성 1 x Extent= 

불투명, 혈관 형성 없음 2 x Extent= 

불투명, 혈관 형성 있음 3 x Extent= 

단단한 유착 4 x Extent=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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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착점수(Adhesion Score) 

변형된 Montz FJ13 의 방법에 따른 유착점수를 측정한 표 1 과 같이 

유착의 범위와 유형에 따라 점수를 계산한다. 유착점수의 실제 

예로 왼쪽 위부터 0점, 2점, 5점, 10점, 12점, 15점에 해당한다. 

 

나. 복강내 백혈구 정량분석 

실험동물을 희생시킨 후 복강 내 조작을 한 부분의 반대쪽에 

2cm의 절개를 하고 0.9%생리식염수 5ml를 복강 내에 넣고 2분간 잘 

흔들고 관류액을 주사기로 Neubauer chamber 내에서 백혈구 수를 

측정하였다. 

 

다. 유착조직에 대한 콜라겐 함량 분석 

유착조직을 획득하여 tissue hydrolysate 내의 hydroxy- 

proline을 정량하여 wet weight의 백분율을 구하였다.  

(1) hydroxyproline을 정량하기 위한 용액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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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4-Hydroxy-L-proline, acetic acid(Fluka Chemical Co., 

St. Louis, U.S.A)를 증류수에 용해하여 농도 1mg/ML 의 

hydroxyproline을 Stock solution으로 준비하였다.  

액체 질소탱크에 보관된 조직 30mg 을 1mL 증류수를 넣고, 

균질화시켰다. 

 

(2) 정량분석 

  hydroxyproline stock 용액을 증류수로 희석하여 50㎕에 각각 0, 

1, 2, 3, 5, 10, 20㎍의 표준액을 만들었다.  

균질화 시켜놓은 샘플과 표준액을 120℃에서 20분 동안 

배양하였다.  

균질화 시킨 샘플 용액을 13,000rpm로 10분간 원심 분리시킨 후, 

상층액을 50㎕씩 분주하였다. 

450㎕의 0.056M의 Chloramine-T용액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25분간 방치하였다. 

500㎕의 1M의 Ehrlich용액을 첨가하여 65℃에서 20분간 

방치하였다. 

Spectramax Plus384 Spectrophotometer 를 이용하여 550nm 

파장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 3. 3. 3. 통계분석통계분석통계분석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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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군의 유착점수와 백혈구수, hydroxyproline 함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One way analysis of variance(ANOVA)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각군의 유착점수, 

백혈구수, hydroxyproline 함량에 대한 비교는 Mann-Whitney U 

test와 Friedman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p<0.05로 정하였다 

    

III.III.III.III. 결과결과결과결과    

    

1. 복강내 유착 억제모델  

 

복강내 유착억제는 백서를 이용하여 손쉽게 만들 수 있었으며 

유착은 가로, 세로 각각 1cm 크기의 면적에 칫솔을 이용하여 

표피박탈을 유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백서의 맹장은 

유동적이어서 예비실험에서 유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백서의 체측의 표피박탈 부위를 6-0 Nylon 으로 고정한 후 효율적인 

복강 유착을 만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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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유착의 정도, 백혈구, Hydroxy- 

proline의 변동(표 2)  

 

표 2 와 같이 수술 후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착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215). 복강 내 백혈구 수는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Hydroxyproline 함량은 수술 후 7, 14 일에 비해 수술 후 21 일째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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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술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유착점수, 복강내 백혈구 수, 

조직내 hydroxyproline의 변동 

 

평균±표준편차. 

*:One way ANOVA 

 

3. 유착억제 물질에 따른 유착억제능  

 

가. 유착억제 물질에 따른 유착점수 (그림 3) 

실험에 이용된 모든 실험군(LMWH, PEG, L+P, NOCC, L+N, SEPRA) 

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유착점수가 낮아서 실험군으로 

사용된 LMWH 단독 처치군, PEG 단독 처치군, NOCC 단독 처치군, 

Hyaluronic acid 도포군(SEPRA), PEG, LMWH 병합 처치군(L+P), NOCC, 

LMWH 병합 처치군(L+N) 모두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유착억제 

효과가 있었다(p<0.05).  

PEG, LMWH 병합 처치군(L+P), NOCC 단독 처치군(NOCC), NOCC, 

LMWH 병합 처치군(L+N), Hyaluronic acid 도포군(SEPRA)는 LMWH 

 
POD#7 

(n=35) 

POD#14 

(n=35) 

POD#21 

(n=35) 
p-value

*

 

Adhesion score 4.14±2.86 5.63±4.57 5.80±5.18 0.215 

WBC(/uL) 3930.71±1998.11 2634.29±1341.83 2318.59±1139.52 <0.001 

Hydroxyproline 

(% wet weight) 
1.57±0.84 1.57±0.60 1.93±0.65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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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처치군(LMWH)에 비해서 유의한 유착억제 효과가 있었다 

(p<0.05).  

PEG, LMWH 병합 처치군(L+P)은 대조군을 비롯한 다른 모든 

실험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유착점수를 보였다(p<0.001). 

 

나. 유착억제물질에 따른 복강내 백혈구 수 (그림 4)  

복강 내 백혈구 수는 유착억제물질의 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73) 

 

다. 복강내 유착 억제 물질에 따른 조직내 hydroxyproline 

함량(그림 5)  

유착 조직내 hydroxyproline 은 대조군과 유착억제 물질을 처치한 

실험군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유착억제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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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착억제물질에 따른 유착점수  

각 실험군의 수는 15 이며 유착점수를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유착억제물질을 투여한 모든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유착억제효과가 있었다 (p<0.001, Mann Whitney U test). PEG 4000, 

LMWH 병합 처치군은 다른 모든 실험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유착점수를 보였다(p<0.001, Mann-Whitney U test). 

Control: 대조군  

LMWH: 저분자량헤파린 단독 처치군 

PEG:Polyethylene(PEG) 4000 단독 처치군 

L+P: Polyethylene 4000, 저분자량헤파린 병합 처치군   

L+N: N,O-carboxymethyl chitosan(NOCC), 저분자량헤파린  

병합 처치군 

SEPRA: Hyaluronic acid-carboxymethylcellulose film  

(Seprafilm®) 투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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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유착억제물질에 따른 복강내 백혈구 수 

각 실험군의 수는 15 이며 유착점수를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복강 관류액 내의 백혈구수는 대조군과 유착억제물질을 전처치한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Mann Whitney U 

test). 

Control: 대조군  

LMWH: 저분자량헤파린 단독 처치군 

PEG:Polyethylene(PEG) 4000단독 처치군 

L+P: Polyethylene 4000, 저분자량헤파린 병합 처치군   

L+N: N,O-carboxymethyl chitosan(NOCC), 저분자량헤파린 

 병합 처치군 

SEPRA: Hyaluronic acid-carboxymethylcellulose film  

(Seprafilm®) 투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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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착억제 물질에 따른 조직내 hydroxyproline 함량 

각 실험군의 수는 15 이며 유착점수를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유착조직내의 hydroxyproline 함량은 대조군, 실험군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Mann-Whitney U test). 

Control: 대조군  

LMWH: 저분자량헤파린 단독 처치군 

PEG:Polyethylene(PEG) 4000단독 처치군 

L+P: Polyethylene 4000, 저분자량헤파린 병합 처치군   

L+N: N,O-carboxymethyl chitosan(NOCC), 저분자량헤파린  

병합 처치군 

SEPRA: Hyaluronic acid-carboxymethylcellulose film 

(Seprafilm®) 투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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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술 후 시간 경과에 다른 유착억제물질간의 유착점수의 

변동(그림 6, 표 3)  

대조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착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저분자량헤파린(LMWH) 단독 처치군은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착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9). PEG 4000 단독 처치군(PEG)도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착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819). 

PEG 4000, LMWH 병합 처치군(L+P)은 수술 후 기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낮은 유착점수를 보였다(p=0.368).  

NOCC 단독 처치군은 수술 후 7 일째는 낮은 유착점수를 보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착을 더 많이 유발하였다(p=0.015). NOCC, 

LMWH 병합 처치군(L+N)은 수술 후 7 일째 많은 유착을 유발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착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5). 

Hyaluronic acid-carboxymethyl cellulose film 도포군(SEPRA)은 

수술 후 14 일째 가장 높은 유착점수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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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술 후 시간 경과에 따른 각 유착억제물질의 유착점수 

대조군과 NOCC 단독 처치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02, p=0.015), NOCC, LMWH 병합 처치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5). PEG 4000, LMWH 병합 

처치군은 시간 경과에 관계없이 낮은 유착점수를 

보였다(*:Friedman test). 

Control: 대조군       LMWH: 저분자량헤파린 단독 처치군 

PEG:Polyethylene(PEG) 4000단독 처치군 

L+P: Polyethylene 4000, 저분자량헤파린 병합 처치군   

L+N: N,O-carboxymethyl chitosan(NOCC), 저분자량헤파린 병합 

처치군 

SEPRA: Hyaluronic acid-carboxymethylcellulose film 

 (Seprafilm®) 투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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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술 후 시간 경과에 따른 각 유착억제물질의 유착점수 

 

평균±표준편차 

 

*: Friedman test 

같은 실험군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유착점수의 차이가 없는 경우는 

p>0.05인 경우이다. L+P 군이 이에 해당한다. 

Control: 대조군  

LMWH: 저분자량헤파린단독 처치군 

PEG:Polyethylene(PEG) 4000단독 처치군 

L+P: Polyethylene 4000, 저분자량헤파린 병합 처치군   

L+N: N,O-carboxymethyl chitosan(NOCC), 저분자량헤파린 병합 

처치군 

SEPRA: Hyaluronic acid-carboxymethylcellulose film 

(Seprafilm®) 투여군 

 

 

 

 

Group Adhesion Score P value* 

 POD#7 POD#14 POD#21  

Control 5.00±0.00 15.00±0.00 13.40±2.30 O.OO2 

LMWH 4.60±0.89 5.20±0.45  10.40±5.08 0.059 

PEG 4.20±0.68 5.00±0.00 5.00±0.00 0.819 

L+P 1.60±0.89 1.60±0.89 1.20±1.10 0.368 

NOCC 2.00±0.00 5.40±5.37 7.00±4.47 0.015 

L+N 8.40±4.67 2.20±1.30 1.60±0.89 0.015 

SEPRA 3.20±0.45 5.00±0.00 2.40±2.51 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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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술 후 시간 경과에 다른 유착 억제물질간의 백혈구의 

변동(그림 7, 표 4)  

백혈구는 대조군의 경우 수술 후 7 일째 가장 높았다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p=0.028). 유착 억제물질을 투여한 

실험군은 모두 시간 경과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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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수술 후 시간경과에 따른 복강내 백혈구 수 

*: 대조군은 수술 후 7 일째 가장 높았다가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였다(p=0.028, Friedman test). 

Control: 대조군  

LMWH: 저분자량헤파린단독 처치군 

PEG:Polyethylene(PEG) 4000단독 처치군 

L+P: Polyethylene 4000, 저분자량헤파린 병합 처치군   

L+N: N,O-carboxymethyl chitosan(NOCC), 저분자량헤파린 병합 

처치군 

SEPRA: Hyaluronic acid-carboxymethylcellulose film 

(Seprafilm®) 투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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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술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유착억제물질과 복강내 백혈구수 

 

평균±표준편차 

*: Friedman test 

같은 실험군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유착점수의 차이가 없는 경우는 

p>0.05인 경우이다. 

Control: 대조군  

LMWH: 저분자량헤파린 단독 처치군 

PEG:Polyethylene(PEG) 4000 단독 처치군 

L+P: Polyethylene 4000, 저분자량헤파린 병합 처치군   

L+N: N,O-carboxymethyl chitosan(NOCC), 저분자량헤파린 병합 

처치군 

SEPRA: Hyaluronic acid-carboxymethylcellulose film 

(Seprafilm®) 투여군 

 

 

 

 

 

Group WBC (/uL) p value* 

 POD#7 POD#14 POD#21  

Control 4255±1481 2395±524 2215±347 0.028 

LMWH 4005±1406 2285±691 2110±997 0.063 

PEG 3180±1411 1950±712 1725±594 0.134 

L+P 3020±1411 2380±1150 1985±661 0.563 

NOCC 4300±2882 4335±2610 2210±861 0.403 

L+N 5155±2271 2480±947 4090±1142 0.054 

SEPRA 3600±2874 2615±691 1895±151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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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술 후 시간 경과에 다른 유착억제물질간의 hydroxy-

proline의 변동 (그림 8, 표 5)  

시간의 경과에 따른 hydroxyproline 의 차이는 대조군 및 

대부분의 실험군에서 보이지 않았으나 LMWH 군에서는 수술 후 

14일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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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수술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조직내 hydroxyproline 함량 

변동 

 

대조군, 실험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저분자량헤파린 단독 

처치군의 경우 수술 후 14 일째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8, 

Friedman test) 

Control: 대조군  

LMWH: 저분자량헤파린 단독 처치군 

PEG:Polyethylene(PEG) 4000단독 처치군 

L+P: Polyethylene 4000, 저분자량헤파린 병합 처치군   

L+N: N,O-carboxymethyl chitosan(NOCC), 저분자량헤파린 병합 

처치군 

SEPRA: Hyaluronic acid-carboxymethylcellulose film 

(Seprafilm®) 투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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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수술 후 시간경과에 따른 유착 억제물질과 조직내 Hydroxy-

proline 함량 

 

 

평균±표준편차 

*: Friedman test 

같은 실험군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유착점수의 차이가 없는 경우는 

p>0.05인 경우이다. 

대조군, 실험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저분자량헤파린 단독 

처치군의 경우 수술 후 14일째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8) 

Control: 대조군  

LMWH: 저분자량헤파린 단독 처치군 

PEG:Polyethylene(PEG) 4000 단독 처치군 

L+P: Polyethylene 4000, 저분자량헤파린 병합 처치군   

L+N: N,O-carboxymethyl chitosan(NOCC), 저분자량헤파린 병합 

처치군 

SEPRA: Hyaluronic acid-carboxymethylcellulose film 

(Seprafilm®) 투여군 

 

Group Hydroxyproline(% wet weight) p value* 

 POD#7 POD#14 POD#21  

Control 1.90±0.07 1.71±0.59 2.37±0.71 0.733 

LMWH 0.77±0.25 2.20±0.81 1.75±0.68 0.018 

PEG 1.01±0.94 1.63±0.43 1.77±0.71 0.543 

L+P 2.19±0.61 1.47±0.73 2.08±0.57 0.275 

NOCC 1.62±0.50 1.23±0.39 1.33±0.52 0.210 

L+N 0.91±0.84 1.36±0.42 2.15±0.63 0.289 

SEPRA 1.37±0.29 1.63±0.14 1.40±0.3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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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IV.IV. 고찰고찰고찰고찰    

    

수술 후에 발생하는 유착은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를 비롯한 거의 모든 수술 후에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복부 수술 후에 발생하는 복강 내 유착은 충수 

절제술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복부 수술 후에 발생하는 유착은 흔한 합병증으로 때때로 

장폐색증, 만성 통증, 성기능장애, 불임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수술 후 유착을 유발하는 원인은 주로 수술 조작중의 조직손상, 

세균감염, 이물질, 건조, 방사선조사, 알레르기 반응, 화학적 손상, 

허혈성 손상과 같은 여러 형태의 복막손상을 유발하는 염증자극에 

의해 발생한다.  

유착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연구들에 의하면 조직 손상으로부터 

유착이 만들어지기 까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어떠한 원인에서든 복막에 염증이 발생하면 

섬유소(fibrin)을 함유한 염증성 삼출물이 만들어지고 이런 삼출물 

내의 cytokine 들에 의해 대식세포, 섬유모세포들이 침투해서 

콜라겐을 형성하고 조밀화 과정을 거쳐 영구적인 혈관 육아 

섬유조직으로 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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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유착의 정도는 모든 이에게 같지 않고 모든 수술에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복막과 같은 중피세포는 

자체적으로 섬유소 용해(fibrinolysis) 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섬유소 용해 능력에 의해 염증성 삼출물 내의 섬유소가 

조직화되기 전에 녹으면 영구적인 섬유화에 의한 치밀한 유착은 

억제될 수 있다. 하지만 수술 중의 손상에 의해 복막의 섬유소 

용해능이 떨어지면 유착의 발생을 억제하지 못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복막이나 활액막이 자체적으로 섬유소 용해능을 가진다는 

것은 Myrhe-Jensen 등에 의해 알려졌으며 실험적으로 복막에 

손상을 가하면 섬유소 용해능이 저하되고, 복강내 유착이 

발생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14-16  

섬유소 용해 체계(Fibrinolytic system)는 다양한 활성인자와 

비활성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효소의 연속과정(enzymatic 

cascade)이다. Thomson 등은 체측 복막, 장측 복막에 plasminogen 

activating activity 를 가지는데 세균성 복막염이나 조직의 

허혈병변이 있는 경우 이러한 plasminogen activating activity 가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17 이 plasminogen activating 

activator 는 후속 연구에서 tissue plasminogen activator(tPA)로 

밝혀졌다.18,19 염증이 발생한 복막의 tPA level 은 정상복막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 섬유소 용해능이 떨어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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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1, PAI-2 와 같은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PAI)의 

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20,21 또 Grainger 는 

복막은 외측의 중피층과 하부 기질의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손상에 의해 하부기질이 노출되는 경우 대식세포에 의해 혈관 

활성인자인 kinin 과 histamine 이 유리되고 이들 물질에 의해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고 염증세포를 포함한 장액혈액 상태의 

삼출물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22 이들 세포는 cytokine 과 

성장인자를 생산할 수 있으며 염증성 삼출물 내의 interleukin-

1(IL-1), interleukin-6(IL-6), TNF-α등이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들 cytokine 들이 유착반응의 초기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22-25 

최근에는 염증반응에 대한 헤파린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헤파린은 잘 알려진 항응고 작용 말고도 

다양한 면역조절 및 항염증 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제로 이용해보려는 시도도 있다.26 헤파린은 

염증세포가 이동하여 조직에 부착하는 과정, 백혈구를 

활성화시키고 불러모으는 역할을 한다. 염증반응의 초기에 

백혈구에서 유래한 heparinase 가 혈관내피세포의 중요한 장벽을 

이루는 glycosaminoglycan(GAG)을 분해하여 혈관내피세포의 

장벽기능이 약화되어 백혈구가 부착되기 쉽도록 해 준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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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헤파린은 내재된 GAG 를 대치하거나 heparinase 를 

불활성화시키는 작용을 나타내어 혈관내피세포의 장벽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29 L-selectin 과 P-selectin 은 

탄수화물 결합 부착물질의 일종으로 백혈구가  혈관내피세포에 

부착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데 헤파린은 이를 

억제하므로서 백혈구가 부착하는 것을 억제한다.30 헤파린은 

혈관내피세포의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1(ICAM-1)의 

발현을 억제하기도 하는 데 이 물질은 백혈구가 혈관내피세포를 

관통하여 이동하는 데 필수적이다.31 헤파린은 또한 백혈구의 

elastase 를 억제함으로서 백혈구세포의 혈구 누출을 방해한다.32 

헤파린은 모든 생물학적 거대분자물질 중 가장 높은 전기적 음전하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는 구조적으로 polyanion group 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상피세포의 치유과정과 혈관 형성을 

매개하는 다수의 cytokine, 성장인자들을 방해하는 작용을 

가지므로 결국 항염증, 유착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33,34  

헤파린은 저분자량헤파린(LMWH)과 더불어 인체 백혈구의 nitric 

oxide synthase 생성을 감소시키며 다핵 백혈구, 단핵 백혈구가 

만드는 반응성 산소 대사산물(ROM;Reactive oxygen metabolite)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35 헤파린은 anti-thrombin 

III 와 복합체를 이루어서 항응고 작용 뿐만 아니라 항염증 작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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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게 된다.36 헤파린의 이런 일련의 작용기전으로 다양한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므로 유착억제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11,12,37,38 

이러한 유착의 기전이 알려지기 전부터 방법이 제시되어 왔다. 

우선적으로 수술 중 복막의 손상을 줄이는 조심스런 수술조작, 

철저한 지혈, 무균조작, 건조방지, starch-free glove 사용, 

조직의 허혈 손상 방지 등을 통하여 복막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개복수술보다는 복강경 수술이 이러한 목적에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체에서의 효능에 대한 증거는 

드물지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부신피질 호르몬, 

항히스타민제, 항산화제, 칼슘 길항제와 같은 약제를 사용해서 

복강 내의 염증반응을 줄인다는 실험적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5,6 

이외에도 염증과정 중에 섬유소 용해능을 높게 유지하는 tPA 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39 하지만 콜라겐 침착과 성숙화 

과정은 부신피질 호르몬, 섬유모세포 성장 억제인자, 세포 

독성물질 등에 의해 유발시킬 수는 있으나 상처의 치유에 방해가 

되는 단점이 있다. 섬유소를 줄이거나 섬유소 분해능을 향상시켜서 

유착을 억제하는 많은 실험들이 시도되어 왔다. 

Wafarin 이나 헤파린 등 항응고제를 전신적으로 투여하면 

유착억제에는 도움이 되나 복강내 출혈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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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대해서는 임상적으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Jansen 등은 

산부인과 수술환자에서 헤파린 5000U/L 로 복강을 세척하여 

유착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유착 억제효과를 검증하는 데는 실패하였다.40 

 Streptokinase, urokinase, plasminogen,tPA 등 섬유소 분해 

효소를 국소적으로 도포하여 gel 형태로 서서히 스며 나오게 하면 

유착억제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도 있어 아직은 인체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향후 유착억제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41,42 

효과적인 유착의 억제를 위해서는 복막손상이 치유될 때까지의 

충분한 기간 동안 복막 표면을 물리적으로 분리시켜주는 방법이 

관심을 끄는데 그 이유는 다른 방법보다도 국소적으로 작용하여 

유착 억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물질을 도포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을 물리적 

장벽(physical barrier)라고 하며 유착억제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물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방법의 

기전은 손상 받은 복막조직의 치유가 일어나는 기간 동안 인접한 

조직들이 서로 유착되는 것을 막아주고 일정 기간의 

상처치유과정이 끝나면 분해되거나 흡수되어 체내에서 제거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착방지 재료로 이용될 수 있는 거대분자물질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다당류의 일종인 oxid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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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erated cellulose43, sodium carboxymethylcellulose, dextran, 

sodium hyaluronic acid(HA)44-47, PEG7-9,48, N,O-carboxymethyl 

chitosan49,50, 상황버섯에서 추출한 다당류 51 에 대한 유착억제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상적인 유착억제를 위한 물리적 장벽 재료는 사용목적인 

유착방지에 탁월한 효능이 있으면서, 생체에 투여되기 때문에 

원재료 또는 그 분해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안전성, 효율성, 흡수성, 비염증성, 무독성, 생체적합성 등이 

요구되며 유전적으로나, 면역학적으로 생체에 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현재는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착방지용 재료로는 

Hyaluronic acid 와 carboxymethylcellulose 결합물(Seprafilm)과 

Polyethylene glycol 를 기본으로 한 SprayGel,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Interceed)이 있지만 아직 인체내에서 

뚜렷한 효과에 대한 객관적 증거들은 부족하다.5,52-54  

물리적 장벽의 효과를 나타내는 hyaluronic acid-

carboxymethylcellulose 결합체의 작용기전이 섬유소 용해능과 

관련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Tahran 등이 Seprafilm를 투여한 

실험에서 tPA, urokinase plasminogen activator(uPA), PAI-1, 

PAI-2 를 측정하였는데 tPA, PAI-1, PAI-2 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uPA의 농도는 감소되어 섬유소용해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55  



  - 37 - 

장막의 표면을 덮는 거대분자물질로의 하나로 Polyethylene 

glycol 4000(PEG)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1982 년 Punnonen 등이 

백서에서 50% PEG 5ml 를 이용하여 복강 내 유착을 억제하는 실험에 

성공한 결과를 보고한 것이 최초이다.7 이후 O’Sullivan 등이 

백서의 실험 8 에서 5% PEG 5ml 가 유착박리술 후의 재유착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표한 후 여러가지 결과들이 나와 있으며 

고분자량으로 일정기간 복막 내에서 흡수되지 않고 유지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분해 흡수되는 특성이 있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현재는 hyaluronic acid 와 methylcellulose 를 기본으로 한 

Seprafilm과 더불어 임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유착의 발생기전을 고려할 때 물리적 장벽으로 손상된 복막이 

치유될 때까지 격리시키면서 항염증 또는 섬유소 용해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약제를 함께 쓴다면 유착억제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Sahin 등은 sodium carboxymathyl 

cellulose(SCMC)와 LMWH 를 병용한 경우 SCMC, 대조군에 비해 

우수한 유착억제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56  

Polyethylene glycol(PEG)는 고분자화합물로 물에 잘 녹으며 

점성이 높아서 장막에 잘 부착되며 장막끼리 붙지 않도록 하는 

작용이 있어서 물리적 장벽의 기능을 나타낼 뿐 아니라 복막의 

섬유소 용해능을 나타내는 plasminogen 이 제거되는 것을 억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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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소 용해능을 높게 유지하는 기전으로 뛰어난 유착억제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48 

N,O-carboxymethyl chitosan(NOCC)는 long chain 다당류로서 

chitosan 의 파생산물이다. Chitosan 의 질소 및 산소부위에 

carboxymethyl 기를 붙임으로서 전기적으로는 음성을 띠며 잘 

녹는고 분자량 2Md 이상의 고분자 중합체이다. NOCC 는 친수성의 

유활 작용을 나타내며 독성이 없어서 복강 유착을 억제할 수 있는 

물리적 장벽으로서의 효능에 대해 주목을 받아왔다.50,57-59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유착 억제물질 중 물리적 

장벽역할을 할 수 있는 PEG 4000, N,O-carboxymethyl 

chitosan(NOCC)과 항응고, 항염증작용으로 유착억제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진 저분자량헤파린(LMWH)을 병합하여 사용할 때의 

유착억제효과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PEG 4000, N,O-

carboxymethyl chitosan(NOCC), LMWH, Seprafilm®은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도 음성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유착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기존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였다.7,8,34,50,57 물리적 

장벽 기능을 하는 PEG, NOCC 와 항응고 작용, 항염증 작용을 

가지는 LMWH 를 함께 사용할 경우 유착억제효과가 증가되는 지 

알아보기 위해 PEG, LMWH 병행 처치군과, NOCC, LMWH 병행 처치군의 

유착억제능을 비교한 결과 LMWH 를 추가하지 않은 실험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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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유착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PEG, LMWH 병합 처치군의 

경우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였던 Seprafilm 에 뒤지지 않는 

유착억제효과를 나타냈다. 실험 결과 PEG 4000 과 LMWH 를 병합하여 

사용한 경우 다른 군보다 수술기간에 관계없이 육안적인 유착 

정도가 가장 적어서 우수한 유착 억제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NOCC 는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유착을 더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LMWH 와 함께 사용하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된 유착 억제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MWH 는 단독으로 사용시 시간이 지날수록 유착을 오히려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EG 4000, NOCC 와 함께 사용하였을 때 

뚜렷한 유착억제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Hyaluronic acid-carboxymethyl cellulose film 

투여군(SEPRA)은 비교적 양호한 유착 억제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름형태의 상태에서 액상으로 녹아 흡수되는 기간으로 

알려진 수술 후 14 일에는 유착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복강 세척액 내의 백혈구 수는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착억제물질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Hydroxyproline 은 collagen 의 인장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구조로 알려져 있으며 유착 조직 내에 그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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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실험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유착억제 물질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상처 치유의 과정에 collagen 의 

성숙화 과정에서 나타나므로 검체를 획득하는 시간을 연장해서 

실험 하였다면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에는 복강 내 유착형성에 IL-1, IL-6, TGF-ß 등 cytokine 이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modulation 은 창상치유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어서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복강유착 

억제물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실험연구에서는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하는 고분자 화합물인 PEG 4000 과 항응고, 항염증 작용을 

하는 저분자량헤파린(LMWH)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 유착억제에 대한 

상승작용을 나타냈다. 또 이들 병합군을 투여할 경우 수술 후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우수한 유착억제능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어 향후 임상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V.V.V.V. 결론결론결론결론    

    

복강 유착 억제 모델에서 저분자량헤파린(LMWH), polyethylene 

glycol(PEG) 4000, N,O-carboxymethyl chitosan(NOCC)을 이용하여 

음성대조군, 양성대조군(Carboxymethylcellulose with hyalu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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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과 유착억제능력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PEG 4000단독군, LMWH 단독군, NOCC 단독군, PEG+LMWH 병합군, 

NOCC+LMWH 병합군, 양성대조군 모두 음성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유착억제능을 보였다. 

PEG+LMWH 병합군은 다른 군에 비해 수술 후 시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일정한 유착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가장 우수한 

유착억제물질로 확인되었다. 

복강 세척액 내의 백혈구 수는 유착억제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Hydroxyproline은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유착억제물질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복막 손상부위를 덮어주는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하는 고분자화합물인 polyethylene glycol 에 항염증, 

항응고 작용을 가지는 헤파린 또는 저분자량헤파린을 함께 사용할 

경우 이들 물질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우수한 유착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하는 고분자 화합물과 항염증, 항응고 

작용을 가지는 저분자량헤파린의 비율, 혼합 형태, 유착억제물질의 

제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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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urgical adhesions can occur following virtually all 

types of surgery, resulting in serious clinical complications. 

Therefore, prevention of adhesions is an important goal of 

surgical practice. A peritoneal adhesion model with Sprague-

Dawley rats was us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low 

molecular weight heparin(LMWH), polyethylene glycol(PEG) 4000, 

N,O-carboxymethyl chitosan (NOCC) alone, carboxymethyl- 

cellulose - hyaluronic acid(Seprafilm), combination of PEG 

4000 and LMWH, combination of NOCC and LMWH in preventing 

adhesion formation.  

One hundred and five Sprague-Dawley rats underwent both 

visceral and parietal peritoneal injury. Study groups(n=15) 

were as follows: (i) control group, no adjuvant therapy; and 

those with adjuvant applied, (ii) LMWH group, 100U of LWMH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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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iii) PEG group, 5ml of 5% PEG 4000 was given; (iv) L+P 

group, 100U of LMWH and 5ml of 5% PEG was given; (v)NOCC group, 

5 ml of 2% NOCC gel was given; (vi)L+N group, 100U of LMWH and 

5ml of 2% NOCC gel was given and (vii) SEPRA group, 2x2cm 

piece of hyaluronic acid-carboxymethylcellulose was given.  

After 7, 14, and 21days, 5 animals in each group were 

euthanatized, and a standard adhesion scoring system including 

extent and severity scores was applied by a blinded examiner. 

The adhesion score in all experimental group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The adhesion 

score of PEG 4000 plus LMWH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all the other groups (p<0.05). There is no difference 

in white blood cells and hydroxyproline among the groups. The 

adhesion score of PEG 4000 plus LMWH group was consistently 

lowered regardless of postoperative days.  

In conclusion, PEG 4000 plus LMWH showed most effective 

anti-adhesion effect and the combination of macromolecular 

physical barrier such as PEG 4000 with LMWH can effectively 

prevent postsurgical peritoneal adhes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Key Words: Key Words: Key Words: peritoneal adhesion, adhesion protectives, 

polyethylene glycol, N,O-carboxymethyl chitosan, low mole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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