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서 피부에서 스테로이드 및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가 급성 창상 

치유 및 콜라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유 환 욱 



 

백서 피부에서 스테로이드 및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가 급성 창상 

치유 및 콜라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한 창 동 

 

 

 

이 논문을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 년 6 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유 환 욱 



 

 

유환욱의 석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한 창 동   인 

 

심사위원   이 환 모   인 

 

심사위원   이 훈 범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년 6 월  일 



 

 

감사의 글 

 

이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격려로 지도하여 주신 

한창동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논문 심사 중 훌륭한 

지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신 이환모 부교수님, 이훈범 부교수님께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자 씀



i 

차례 

 

국문요약 ………………………………………………………………………… 1 

 

I. 서론 ……………………………………………………………………………… 3 

 

II. 연구대상 및 방법 …………………………………………………… 5 

  1. 실험동물 ………………………………………………………… 5 

 2. 실험방법 ………………………………………………………… 5 

  3. 면적측정 및 통계 ………………………………………… 6 

 

III. 결과 ………………………………………………………………………… 13 

 

IV. 고찰 ………………………………………………………………………… 16 

 

V. 결론 …………………………………………………………………………… 20 

 

참고문헌 ………………………………………………………………………… 21 

영문요약 ………………………………………………………………………… 24 

 

 



ii 

그림차례 

 

그림 1. 백서의 배측에 상처를 만든 후의 모습. 
……………………………………………………………………………………………………… 8 

그림 2. 채취한 백서피부 조직표본의 Masson’s trichrome 

염색사진(x400). ……………………………………………………………………… 9 

그림 3. 청록색으로 염색된 부분 이외를 제거한 사진. 
……………………………………………………………………………………………………… 10 

그림 4. 면적 측정을 위한 단순화 과정을 거친 사진. 
……………………………………………………………………………………………………… 11 

그림 5. 각 단위 면적에 대해 측정하는 모습. 
……………………………………………………………………………………………………… 12 

그림 6. 백서 피부에서 piroxicam, triamcinolone 투여에 따른 

콜라겐상대 측정치의 변화. ……………………………………………… 15 

 

표차례 

 

표 1. 백서 피부에서 piroxicam, triamcinolone투여에 따른 콜라겐 

상대 측정치의 변화. ………………………………………………………………… 14 

 

 



1 

국문요약 

백서 피부에서 스테로이드 및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가 급성 창상 치유 

및 콜라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piroxicam 2mg/kg/24h) 및 스테로이드 

(triamcinolone acetonide 4mg/kg/24h)를 투여하였을 때 대조군 (생리식염수)에 비하여 

콜라겐의 생성량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하였으며 18 마리의 쥐를 대상으로 

하였다. 6 마리씩 3 개의 군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는데 백서의 배부에 근막 상부까지 

길이 5mm 의 창상을 만들고 4 일동안 복강내 주사로 약물을 투여하였다. 조직 채취는 

수술 후 1 일 경과 후부터 24 시간 간격으로 피부조직을 피하 지방층을 포함하여 

무작위 순으로 채취하였다. 각 조직표본에서 콜라겐 조직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 군, 

그리고 날짜별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Masson’s trichrome 염색을 이용하여 

현미경상(x400)에서 콜라겐 조직으로 염색된 부분의 사진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영상을 옮긴 후, Morphometry program을 이용하여 청록색으로 염색된 부분의 

면적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날짜에 따른 콜라겐의 상대적 측정치의 차이는 2 일째의 

triamcinolone 군과 생리식염수 투여군, 4 일 째의 triamcinolone 군과 생리식염수 

투여군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총 실험기간에 

대한 콜라겐의 상대적 측정치는 생리식염수 군이 다른 군들에 비교하여 제일 높았으며, 

이후 piroxicam 군, triamcinolone 군의 순서였다. 또한, 세 군 모두에서 콜라겐의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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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실험을 통하여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와 스테로이드는 유사하게 

콜라겐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되는 말 : 창상 치유, 콜라겐, 비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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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피부에서 스테로이드 및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가 급성 창상 치유 

및 콜라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한 창 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유 환 욱  

 

I.서론 

 

소염진통제로서 아스피린이 나온 후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는 그 효과나 

종류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왔다. 아스피린은 비가역적으로 제 1 형 및 

제 2 형 cyclo-oxygenase(COX)의 아미노산 중에서 세린을 변화시켜 효소를 억제하며 

스테로이드는 효소 자체의 합성을 억제한다 1. 비특이적으로 arachidonic acid 대사를 

억제하는 스테로이드와 위장관계의 부작용이 심한 아스피린의 대체로 많은 

약물들과 그 유도체들이 개발되었으며, 최근에는 선택적으로 cyclo-oxygenase II 

(COX-2)를 억제하는 약물까지 임상에 사용되고 있어, 이전의 약물들에 비해서 

부작용은 현저히 감소하고 유사한 효과를 보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2. 

소염진통제는 다형  백혈구와  단핵구에서의  유리산소  형성의  억제  및  식균 

작용의  저하를  초래하고  결합조직의  대사에서  점액다당과  단백다당의 



4 

형성을 억제한다.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 생성 억제를 통해서 T 세포와 B 세포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가지며 제 2형의 조직적합체의 세포발현도 증가시킨다 3. 

정형외과 환자들은 수술 전 및 수술 후 상당기간 동안을 통증 및 관절염 조절 

목적으로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를 복용하게 된다. 투여에 따른 부작용으로 

위궤양이나 위장관계의 불편함, 신장 및 간에 대한 독성, 골수 기능의 저하 그리고 

혈소판 응집 이상 등은 많이 강조되었으나 골유합이나 창상 치유에 대해서는 

임상적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4. 약물이 창상 치유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전부터 많이 행해져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가 창상 치유를 지연시키고 과도한 콜라겐 형성을 막는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약물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서 콜라겐의 양이 증가하거나 

창상 치유를 촉진시킨다는 보고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 

콜라겐은 피부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포외 단백질이며 골조직의 

장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쥐에게 단기간 투여한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가 스테로이드 투여군이나 대조군에 비하여 콜라겐의 

생성량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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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연구대상 및 방법 

 

1.실험동물 

실험동물은 연세의대 동물실험실의 청정 동물실에서 사육한 체중 200gm 내외의  

SD(Sprague Dawley) 수컷 흰쥐 18 마리를 사용하였으며 3 가지 군으로 구분하였다. 

Piroxicam 을 투여하는 6 마리를 1 군으로, triamcinolone acetonide 를 투여 

하는 6 마리를 2 군으로, 생리식염수를 투여하는 대조군인 6 마리를 3 군으로 하였다. 

실험 기간 중 같은 사료로 일정한 환경(청정 동물실)에서 사육하였으며 주사 및 

조직의 채취는 부속 처치실에서 시행하였다. 실험 기간 중 감염되거나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 

 

2.실험방법 

밀폐된 용기 안에 에테르를 충진한 다음 쥐를 용기에 넣어 마취하였고 상처는 

면도한 후 견갑골과 장골 사이의 척추 정중선에서 1cm 옆으로 종절개를 근막 

위까지 가하였는데 길이는 5mm 로 하고 양쪽에 두개씩 네 개를 만들었다 (그림 1). 

상처는 알코올 솜으로 닦은 후 봉합이나 그 밖의 처치는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되게 하였다.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는  p iroxicam (ros iden,  신풍제약 ,  서울 ,  한국 )을 

사용하였고  스테로이드는 triamcinolone acetonide (triam, 신풍제약, 서울, 한국)를 

사용하였다 .  용량은 1 : 1 0 0 으로  생리식염수에  희석한  약물을  쥐의  체중 

1 0 0 g m 당 1 m l 를  복강내  투여하였는데  약물의  용량은 p i r o x i c a 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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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g/kg/24h였고 triamcinolone acetonide는  4mg/kg/24h였다.  대조군은 동량의 생리 

식염수를 복강 내에 투여하였다. 

약물 투여는 상처를 만든 직후부터 매일 1 회씩 4 일간 시행하였으며, 약물 

투여 1 일, 2 일, 3 일 및 4 일 경과 후에 상처 부위의 조직을 무작위적으로 

채취하였다. 표본은 피부에서 피하 지방층까지 포함되게 얻었으며 피부 결손부는 

실험 동물용 스테플러를 사용해서 봉합하였다.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시킨 뒤 

탈수과정을 거쳐 파라핀에 포매하였다. 블록을 만들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육아조직이 포함된 조직을 H&E(hematoxylin & eosin)염색을 하여 전반적인 구조를 

관찰하였고 콜라겐을 보기 위한 특수 염색으로 Masson’s trichrome염색을 하였다. 

 

3.면적 측정 및 통계 

현미경상에서 육아조직 부분을 확인한 다음 콜라겐 조직으로 염색된 부분의 

고배율 사진(x400)을 얻어 스캐너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영상을 옮겼다 (그림 2). 

Morphometry program(Scion image, Scion image corporation, Frederick, Maryland, USA)을 

이용해 사진에서 청록색으로 염색된 부분 이외를 제거하였고(그림 3), 측정을 위한 

전단계로서 배경과 염색된 부분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였으며(그림 4), 마지막으로 

각 구역의 면적을 측정하였다(그림 5). 이때 얻어진 결과는 피부 조직에서 섬유조직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의 면적 값이므로 콜라겐의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각 군들간 

및 시간에 따른 표본사이의 콜라겐 양의 상대적인 차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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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얻어진 측정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시간 경과에 따른 

각군의 변화는 independent t-test 를 시행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95%(p<0.05)유의 

수준에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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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백서의 배측에 상처를 만든 후의 모습. 에테르 흡입 마취하에 11번 

칼날을 사용하여 견갑골에서 장골 사이의 척추 정중선에서1cm옆으로 근막까지 

종절개를 하였다. 상처의 길이는 5mm로 하였고 모두 네 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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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채취한 백서피부 조직표본의 Masson’s trichrome 염색 사진 (x400). 

** :청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콜라겐에 대해서 특수 염색이 된 부분이다. * :다른 

세포들은 갈색으로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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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청록색으로 염색된 부분 이외를 제거한 사진. 면적측정을 위한 전 

단계로서 결합조직 사이의 공간과 세포핵 등이 차지하는 부분을 제거하였다. 

사진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측정에서 제외되며 청록색 부분의 면적만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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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면적 측정을 위한 단순화 과정을 거친 사진. 단순화 과정을 거치면 배경과 

측정할 부분이 명확해져 측정할 부분의 식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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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각 단위 면적에 대해 측정하는 모습. 측정할 부분에 번호를 부여하고 

면적을 측정하는데 전체합계와 함께 각 번호에 대한 면적값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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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결과 

 

약물 투여 후 1 일째의 콜라겐의 상대적 측정치는 모든 군에서 차이가 

없었다(p>0.05). 각 군의 측정치 평균값의 비교를 위해서 independent t-test를 하였다. 

날짜에 따른 콜라겐의 상대적 측정치의 차이는 2 일째의 triamcinolone 군과 

생리식염수 투여군, 4 일째의 triamcinolone 군과 생리식염수 투여군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5) 다른 군들 간의 비교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총 실험기간에 대한 콜라겐의 상대적 측정치는 

생리식염수 군이 다른 군들에 비교하여 제일 높았으며, 이후 piroxicam 군, 

triamcinolone 군의 순서였다. 또한, 세 군 모두에서 콜라겐의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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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백서 피부에서 piroxicam, triamcinolone 투여에 따른 콜라겐 상대 측정치 1 의 

변화 

=====================================================================

= 

실험군 2 Piroxicam(I)  Triamcinolone(II)  생리식염수(III) 

실험동물수  6   6    6 

제 1일  120.92±3.06  122.19±4.13   122.14±3.12 

제 2일  125.98±3.22  124.12±2.57*   128.15±1.75 

제 3일  130.92±2.78  128.37±4.07   132.06±1.31 

제 4일  136.14±5.23  131.62±2.86*   137.36±3.87 

1측정치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냄. 

2 200gm 내외의 웅성백서(Sprague-Dawley)를 piroxicam, triamcinolone, 생리식염수 

투여군으로 나누고 약물 투여 1일, 2일, 3일 및 4일 경과 후에 조직을 채취하였다. 

* 생리식염수 투여군에 비하여 p<0.05. 



Y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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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고찰 

 

소염진통제는 정형외과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과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다. 흔한 부작용의 하나로 상처의 치유를 

지연시키는데 특히 위나 십이지장에 궤양이 있는 경우 특히 문제가 된다. 

소염진통제의 이런 영향은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에서 비롯되는데 

외부에서 따로 프로스타글란딘을 투여하는 경우 궤양의 치유가 촉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COX-2 를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할 경우 상처에서의 

콜라겐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는 보고도 많다. 

약물이 창상 치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전부터 많이 행하여져 왔다. 

초기에는 실험동물에 상처를 만든 다음 조직이 치유되는 부위의 육아조직 자체의 

무게를 측정하거나 5 창상 부위의 장력을 직접 측정하는 연구에서 시작하여 6, 

7 최근에는 창상 부위에서의 콜라겐 및 그 전구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약물을 

사용했을 경우 골모세포, 섬유모세포에서의 콜라겐 mRNA 의 발현양이나 각 

단계의 효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등의 분자 생물학 수준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8-11. 

소염진통제가  콜라겐의  합성을  억제하는  기전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콜라겐 합성 효소의 생산을 억제하고 효소 활성도를 감소시키는 등의 

스테로이드  유사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2 .  대부분의  연구는 

소염진통제가 창상 치유를 지연시키고 콜라겐의 합성을 억제하여 상처 부위의 

장 력 을  감 소 시 킨 다 고  보 고 하 고  있 다 .  반 면 에  이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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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염진통제의 효과가 과도한 콜라겐의 생성을 방지해서 균일한 조직이 

생성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 12-17. 일부 학자들은 특정 소염진통제의 

유도체는 고유의 약리 효과에 더불어 혈관확장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어 상처 

부위의 혈류를 개선시켜 콜라겐의 생성량을 증가시키며, 약물의 농도나 종류에 

따라서 콜라겐의 생성량이 증가하거나 창상 치유를 촉진시킨다는 보고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 10, 18-20. 

본  연구에서는 창상  조직의  조직 표본에 콜라겐에 대한  특수염색(Masson’s 

trichrome)을 시행한 다음 염색된 부위가 차지하는 면적을 계산하였고, 콜라겐이 

차지하는 면적이 투여한  약물과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였다 . 

염색의 특성상 진한 청록색으로 콜라겐이 염색되는데 세포핵, 모세혈관, 적혈구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외하였으며 섬유성 조직이기는  하나  염색되지  않는 

부분은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이 실험 방법의 장점으로는 첫째로 창상 부위의 

조직  자체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상처  속에  격자를  집어넣거나 

육아조직액에서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정상 조직의 영향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둘째로  콜라겐  섬유만을 염색하기 때문에 다른 결합조직의 영향을 

적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처 부위의  장력을 재는 것은 콜라겐의  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피, 모세혈관 등의 피부  부속기 전체의 장력을 재는 

것이기  때문이다 .  물론  초록색으로  염색된  부분이  콜라겐의  양과  정확하게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에 비해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 

셋째로는 실험이 비교적 경제적이며 얻은 조직으로 여러 개의 표본을 만들 수 

있 으 므 로  여 러  가 지  종 류 의  실 험 을  동 시 에  진 행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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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조직 절편의 두께가 일정해야 하고 염색되는 정도에 따라 

색상의 변화가 있는 것이 실험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실험은 광학 현미경 

하에서의 염색상에 따른 결과이지만 전자현미경 하에서는 조직에서 콜라겐의 양 

뿐만 아니라 배열 양상의 변화 등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분석의 한 방법으로서 연속적인 조직 절편의 영상을 3 차원적으로 재구성하여 

조직이 차지하는 면적 뿐만 아니라 부피도 측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결과 분석은 하지 않았다. 

창상 부위에서의 성장인자, 콜라겐 및 전구물질의 농도 차이는 거의 없거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더라도 과연 그것이 최종적인 창상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도 콜라겐 농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창상의 강도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콜라겐의 양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으며 18 초기에는 약간의 

강도 차이가 있으나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창상 조직이 성숙된 이후에는 

조직 강도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14. 

본  연구에서  tr iamcinolone 을  투여한  군에서  콜라겐의  형성이  제일  많이 

억제되었으며  p iroxicam 도  정도는  적으나  억제되는  양상을  보였다 .  2 일 

및 4 일째의  콜라겐의  상대적  측정치는  생리식염수  투여군과  triamcinolone 

투여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P ir ox ica m 투여군은  다른  

군들의  중간값  정도를  보였는데  식염수  투여군에  좀  더  근접한  양상을  

보였으며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t r ia mc inolo n e 보다는  높은  

측정치를  보였다 .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소염진통제도  스테로이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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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콜라겐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가 

스테로이드에 비해서 콜라겐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는 적으나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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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본 연구에서는 백서에서 단기간 투여한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가 스테로이드 

투여군이나 대조군에 비하여 콜라겐의 생성량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날짜에 따른 콜라겐의 상대적 측정치의 차이는 2 일째의 triamcinolone 군과 

생리식염수 투여군, 4 일 째의 triamcinolone 군과 생리식염수 투여군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총 실험기간에 대한 콜라겐의 

상대적 측정치는 생리식염수 군이 다른 군들에 비교하여 제일 높았으며, 이후 

piroxicam 군, triamcinolone 군의 순서였다. 또한, 세 군 모두에서 콜라겐의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실험을 통하여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와 스테로이드는 유사하게 콜라겐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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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steroid an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on acute 

wound healing and collagen synthesis in skin of rats 

Hwan Wook Yu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 Directed by Professor Chang Dong Han ) 

We studied effects of short-term steroid (triamcinolone acetonide 4mg/kg/24h) and anti-

inflammatory drug (piroxicam 2mg/kg/24h) on collagen synthesis in skin of rats. The 18 

ra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with 6 rats in each of the group: group I piroxicam; 

group II triamcinolone; group III saline. All drugs were given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Drugs administered to rats for 4 days after dorsal skin incision. Skin incision was 5mm in 

length and extended to the fascia. One day after operation, skin tissues were randomly 

harvested containing subcutaneous fat in 24 hours interval. Measurement procedures were 

composed of three steps: the first was Masson’s trichrome stain for collagen tissue 

identification; the second was transportation of image to computer by scanner; the third 

was analyses of particle by morphometry program. There were statistical differences in 

second and fourth day mean of relative collagen content between triamcinolone and saline 

injection groups(p<0.05). Over all results in experiment period, relative collagen content 

of saline injection group was greater than others. Triamcinolone group showed the lo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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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Collagen content of all groups increased in time. In conclusion, anti-inflammatory drug and 

steroid have an inhibitory effect on the synthesis of collagen. 

Key words : wound healing, collagen,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