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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돼지 모델에서 반흔 성숙 과정에 대한 인체지방줄기세포의 영향 
 

돼지의 등에 전층 피부 결손을 유발한 후 발생한 반흔 조직에 

인체지방줄기세포(Adipose derived Stem Cell, ASC)를 주입하여 

반흔이 개선되는지 알아보고, ASC가 반흔의 형성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면 그 기전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2마리의 돼지 등에 3×3 cm2의 전층 피부 결손 창상을 

한마리당 36개씩 만들었다. 약 50일 후 창상이 상피화 되고 

반흔이 형성되면, 정중선을 기준으로 좌측은 대조군, 우측은 

실험군으로 하여 실험군에는 1×106개의 지방줄기세포를 10일 

간격으로 3회 피하 주입하였다. 대조군에는 동량의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을 주입하였다. 

반흔의 면적, 색깔, 유연성 등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조직학적 평가 및 정량 분석을 위해 조직 생

검을 실시하였다. 생검된 조직에서 Toluidine blue 염색을 통해 

비만세포의 개수를 측정하였으며, trichrome 염색을 통해 교원

질의 배열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α-SMA, TGF-β1, β3, MMP1, 

TIMP1 등의 발현 정도를 RT–PC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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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흔의 면적은 실험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

며(p=0.0036), 반흔의 색은 수술 후 80일 실험군에서 더 정상

에 가깝게 나타났다(p=0.040). 반흔의 유연성은 실험군에서 더

욱 우수하였다(p<0.0001). 

실험군에서는 ASC를 주입하면서 비만세포의 개수는 감소하였

으며, 교원질의 배열은 더 성숙한 형태로 관찰되었다. ASC 1차 

주입 후 시행한 RT-PCR 결과 TGF-ß3와 MMP1은 실험군에

서 높게 나타났으며(p=0.0043, p=0.04), ASC 3차 주입 후 실시

한 RT-PCR 검사에서는 α-SMA와 TIMP1이 실험군에서 유의

한 감소를 보였고(p=0.0084, p=0.0368), MMP1은 실험군에서 

의미있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p=0.0366).  

돼지의 반흔 모델에 ASC를 주입한 결과 반흔의 면적이 감소

하였고, 반흔의 색은 정상 피부색에 가깝게 개선되었으며, 반흔

의 유연성 또한 호전되었다. ASC는 비만세포의 활성화를 낮추

고, TGF-ß의 섬유아세포에 대한 작용을 억제하며, MMP를 통한 

반흔의 재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핵심되는 말: 지방줄기세포, 반흔 재형성, 비만세포, α-SMA, 

TGF-ß1, TGF-ß3, MMP,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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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모델에서 반흔 성숙 과정에 대한 인체지방줄기세포의 영향 

 

<지도교수  탁 관 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재  욱 

 

 

Ⅰ. 서론 

창상의 치유 결과로 발생하는 반흔은 미용적, 구조적 장애뿐만 아

니라 이차성 반흔의 구축으로 인해 기능적 장애도 유발할 수 있어 반

흔 생성의 기전과 이의 교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반흔의 형성과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우선 창

상에 염증이 지속되면 TGF-β1의 발현이 증가되고 이의 결과로 섬유

아세포(fibroblast)가 근섬유아세포(myofibroblast)로 분화되는 과정이 

촉진된다. 근섬유아세포의 α-SMA (alpha-smooth muscle actin)은 창

상 치유 초기에는 창상을 수축시키기도 하지만, 이의 발현이 창상 치

유 이후에도 지속되면 섬유화된 반흔의 구축이 일어나는 주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1-2  

또한 TGF-β1은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을 합성하고 이를

간질조직에 침착시켜 이상섬유화 과정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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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흔의 형성에 있어 TGF-β3는 TGF-β1과 상반되는 길항 작용을 하

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이러한 TGF-β외에도 MMP1(matrix 

metalloproteinase)과 그 억제인자인 TIMP1(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 또한 세포외기질 재형성(remodeling)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반흔 형성에 관여한다.3 

상처 치유 과정에서 발견되는 비만세포(mast cell)는 섬유아세포의 

증식과 수축 및 세포외기질의 합성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 또한 반흔 형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비후성 반흔에서는 정상 피부 조직의 4배에 달하는 

비만세포가 발견되기도 한다.4-7 

지방세포 유래 줄기세포(Adipose derived Stem Cell, ASC)는 다른 

줄기세포보다 윤리적인 문제가 적으면서도 줄기세포로서의 기능은 뒤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면역원성(immunogenicity)

이 약하여 인체지방줄기세포는 쥐나 돼지 등 다른 동물에서도 그 특

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10 ASC가 가지는 특성 가운데 

면역억제 및 항염증 작용이 있는데, 이러한 ASC의 특성이 반흔을 형

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만세포 및 TGF-β1의 활성화를 억제

시킬 수 있다면 섬유아세포가 근섬유아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이 억제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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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돼지의 등에 전층 피부 결손을 유발한 후 발생한 

반흔 조직에 ASC를 주입하여 반흔의 형성 정도를 대조군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ASC가 반흔의 형성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다면 그 기전을 구명(究明)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ASC의 분리 및 배양  

인체에서 지방흡입을 이용하여 피하지방조직을 얻은 후 2시간 

이내에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에 세척하고 0.1% type I 

collagenase(Wako, Osaka, Japan)가 포함된 PBS buffer에 

지방조직을 넣고 37℃에서 30분간 녹인다. 이를 1,3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70μm pore cell strainer(BD Falcon, Bedford, 

MA, USA)를 통해 걸러서 stromal vascular fraction과 지방세포를 

분리하였다. 이 중 stromal vascular fraction에 있는 preadipocyte를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Invitrogen, Grand 

Island, NY, USA), 10% fetal bovine serum(FBS, Hyclone, Logan, 

Utah, USA) 및 1% penicillin, streptomycin (Sigma, Steinheim, 

Germany)이 혼합된 배지에서 37.3℃ 및 5% CO2의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4 내지 6 passage의 ASC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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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동물 

본 실험에서는 2마리의 돼지(Yorkshire male pig, 4 months of age, 

체중 약 40kg 정도)를 이용하였다. 실험 동물은 연세의대 동물실험실

에서 사육되었고, 모든 실험 과정은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규정을 준수하였다. 

 

 3. 돼지 등에 전층 피부 결손을 통한 반흔 형성 

Midazolam(0.2 mg/kg, Bukwang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Ansan, Republic of Korea)과 Propofol(3 mg/kg, Pofol V; Dongkook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Jincheon, Republic of Korea)를 

정맥주사하여 마취를 시작한 이후, 구강을 통한 기관내 삽관을 실시

하였다. 이후 흡입마취제인 Isoflurane(Foran; Choongwae 

Pharmaceutical Corporation, Hwaseong, Republic of Korea)을 이용

해 마취 상태를 유지하였다. 수술 중 기본적인 활력 징후 (vital sign)

와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링하였다. 

두 마리의 돼지 등에 3 × 3 cm2의 전층 피부 결손 창상을 

정중선에서 5cm 떨어진 곳에서부터 창상간 5cm 떨어지게, 7개, 6개, 

5개의 세 줄로 18개씩 양측에 만들어 한 마리 당 총 36개의 창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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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게 하였다. 좌측, 우측의 각 창상 줄간의 간격은 3cm를 

유지하였다. 전층 피부 결손은 근막 층이 나타날 때까지 피부 및 

피하 지방 층을 제거하였다(그림 1). 수술 후 진통제인 Ketorolac 

(Tarasyn, Roche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Basel, 

Switzerland)과 항생제 Ceftriaxone (50 mg/kg; Donghw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Ansan, Republic of Korea)을 

2일간 근육 내에 주사하여 투여하였다. 상처는 TegardermTM(3M, St. 

Paul, MN, USA)을 이용하여 치료한 후 5일 후부터는 개방하여 

치료를 시행하였다. 

 

 

그림 1. 돼지 등에 제작한 전층 피부 결손 모델. Yorkshire pig (4 

months of age, 체중 40kg)의 등에 3 × 3 cm2의 전층 피부 결손 

창상을 정중선 기준으로 18개씩, 양측에 총 36개 제작하였다. 

창상간에는 앞뒤로 5cm, 줄간 3cm의 간격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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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SC 주입  

약 50일 후 창상이 상피화 되고 반흔이 형성되면 (그림 2), 

정중선을 기준으로 좌측은 대조군, 우측은 실험군으로 하여 

실험군에는 1×106개의 지방줄기세포를 10일 간격으로 3회 피하 

주입하였다. 좌측에는 동량의 PBS만을 주입하여 대조군으로 삼았다. 

양측 중앙 쪽의 맨 앞 2개의 반흔에는 ASC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PKH26(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표지한 ASC를 

수술 후 50일에 1차례 주입하였다. 

 

그림 2. 전층 피부 결손을 통해 제작된 반흔 모델. 전층 피부 결손 수

술 50일 후 Yorkshire pig의 등에 18개씩, 양측에 총 36개의 반흔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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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과 측정 

가. 임상적 평가 

반흔의 면적, 색깔, 유연성 등을 평가하여 이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비교 평가하였다. 반흔의 면적은 ASC를 주입하기 전에 측정한 

각각의 반흔 면적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였다. 반흔을 디지털 

카메라 (50mm Macro Lense 부착 EOS 400D, Canon, Tokyo, 

Japan)로 촬영한 후, 각 이미지를 Image J(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aryland, USA)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면적을 계산하였다. 색깔은 그림 3과 같이 정상 피부색부터 짙은 

보라색까지 1에서 5점까지 점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반흔의 유연성은 

경도계(Durometer, Rex Gauge Co., Inc., Carpentersville, Illinois, 

USA)를 사용하여 각각의 반흔에서 3회 측정한 평균 값을 적용하였다. 

임상적인 측정 평가는 수술 후 50일부터 10일 간격으로 3차에 걸쳐 

지방줄기세포를 주입하기 직전에 하였고, 지방세포의 주입이 끝난 

후에도 10일 간격으로 3차례 더 추가하여, 총 6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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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반흔의 임상적 평가. 반흔의 색은 좌측 그림과 같이 1점에서 

5점까지 점수화하여 평가하였으며, 반흔의 유연성은 우측그림과 같이 

경도계를 이용하여 각 반흔에서 3회 반복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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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학적 평가 및 정량 분석 

 (1) 조직학적 분석  

PKH26 표지된 ASC를 주입한 반흔은 주입 10일 후 및 23일 후

에 각각 생검하였다. 반흔의 중심부에서 1×1cm의 전층 피부조직을 

얻어 파라핀에 묻은(paraffin embedding) 후 5µm 절편을 얻어 각 

절편을 형광 현미경(BX51, Olympus, Japan)으로 관찰하여 ASC의 

생존 여부를 관찰하였다.  

그 외 실험군 및 대조군의 조직학적 분석을 위한 반흔의 생검은 

ASC 주입 전 정상 조직과 각 군에서 1개씩, 2차 주입 직전에 각 군

에서 3개씩, 3차 주입 후 3일에 각 군에서 3개씩, 3차 주입 후 30일

에 각 군에서 7개씩 실시하였다(그림 4). 

생검된 조직은 같은 방법으로 슬라이드 제작하여 Toluidine blue 

염색을 하고, 광학현미경(BX51, Olympus, Japan)을 이용해 200배로 

관찰하면서 비만세포의 개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정상 조직, ASC 주입 전 반흔 조직, 실험이 끝난 후 (ASC 

3차 주입 후 30일) 생검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는 trichrome 

염색을 통해 교원질의 배열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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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T-PCR을 이용한 정량 분석 

ASC 1차 주입 3일 후 및 3차 주입 3일 후 실험군 및 대조군의 

반흔 각 3곳씩 생검하여 TGF-β1, TGF-β3, MMP1, TIMP1 등의 

발현 정도를 RT–PC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근섬유아세포의 양을 

보기 위해 α-SMA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정량하였다(그림 4). 

 

그림 4. ASC 주입 및 조직 검사 일정. 

 

 (가) RT-PCR 방법 

Total RNA를 TRIzol(Invitrogen, Carlsbad, CA, USA)에서 

추출(extraction)한 후 AccuPower™ RT PreMix(Bioneer, 

Daejeon, Republic of Korea)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이렇게 합성한 cDNA를 2X Taq Premix(Solgent, Daejeon, 

Republic of Korea)를 이용하여 20μl reaction volume으로 PC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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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Thermal cycling은 30회 이상 시행하였는데 이는 

처음에 94°C에서 5분, 그 이후 94°C에서 30초, 58°C에서 30초, 

72°C에서 30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2°C에서 5분간 시행하였다. 

1%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 후 각각의 band는 

Densitometer(Image J,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조직에서 β-Actin(ACTB) 측정 값을 

표준화를 위한 기준 값 1로 환산하고 이에 대한 다른 측정 값의 

비율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인자들의 PCR 결과는 각 조직을 

3차례 반복 측정하여 이의 평균 값을 구하였다.  

 

다. 통계적 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 및 표준 편차로 표시하며, 각 군간의 비교

는 Student’s paired t-test 및 다중 비교인 Bonferroni 보정 방법으

로 유효성 여부를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수준이 0.05 미만인 경

우(p<0.05)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통계 분석에

는 SAS (version 9.1.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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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임상적 평가 

가. 반흔의 면적 변화 

반흔의 면적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ASC 최초 주입 전 반흔 면적에 대한 비율(%)을 구해 

보았을 때 ASC 주입 후 10일부터 실험군에서는 88.2%로 대조군 

93.0%보다 반흔의 면적이 적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ASC 

주입 후 50일까지 지속되었다. 다중비교(Bonferroni 보정) 방법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전체적인 차이를 검정한 결과 p=0.0036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1, 그림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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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간 경과에 따른 반흔 면적의 변화 

ASC 주입 후 
대 조 군 실 험 군 

Mean±S.D. Mean±S.D. 

0 일 100 100 

10 일 93.0± 5.4 88.2± 9.0 

20 일 85.0± 7.8 84.6± 8.0 

30 일 82.7± 9.4 78.4±11.3 

40 일 78.2±12.7 73.2±11.3 

50 일 66.9±12.6 60.1±11.7 

ASC 주입 전 반흔 면적에 대한 ASC 주입 후 각 반흔 면적의 평균 

값(%)으로,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흔의 면적은 실험군, 대

조군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실험군에서는 대조군보다 반흔의 

면적이 적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다중비교(Bonferroni 보정)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036).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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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반흔의 임상적 관찰. 실험군에서의 반흔은 대조군에 비하여 

그 면적이 적고, 색깔이 정상 피부색에 더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시간 경과에 따른 반흔 면적의 변화.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반흔의 면적은 실험군, 대조군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수술 후 60일이 경과한 이후 실험군에서는 대조군보다 반흔의 면적이 

적게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었다. 

(p=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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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흔의 색깔 변화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흔의 색은 점차 정상 피부에 

가까워지는 양상이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실험군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ASC 최초 주입 후 30일 실험군의 색깔 점수는 평균 

1.3±0.7로 대조군의 평균 2.0±1.0 보다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40). 그 외의 날짜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실험군의 

색깔 점수가 대조군에 비하여 낮게 유지되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2, 그림 7). 

 

표 2. 시간 경과에 따른 반흔 색깔의 변화 

ASC 주입 후  
대 조 군 실 험 군 

Mean±S.D. 
p value 

Mean±S.D. 

0 일 3.4±1.0 3.4±1.2 0.791 

10 일 3.5±0.8 3.2±0.8 0.254 

20 일 2.7±1.2 2.6±0.8 0.668 

30 일 2.0±1.0 1.3±0.7 0.040 

50 일 1.5±0.7 1.0±0.5 0.279 

반흔의 색은 실험군에서 더 빨리 정상 피부색에 가깝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ASC 최초 주입 후 30일 외에는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ASC 주입 후 30일에는 

실험군에서 1.3±0.7, 대조군은 2.0±1.0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40).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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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간 경과에 따른 반흔 색깔의 변화. 반흔의 색은 실험군에서 

더 빨리 정상 피부색에 가깝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ASC 주입 후 

30일에는 실험군에서 1.3±0.7, 대조군은 2.0±1.0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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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흔의 유연성 변화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흔의 유연성은 실험군 및 

대조군에서 점차 개선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반흔의 유연성이 

개선되는 정도는 실험군에서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ASC 주입 후 10일부터 50일까지 

지속되었으며 다중비교(Bonferroni 보정) 방법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p<0.0001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3, 그림 8). 

 

표 3. 시간 경과에 따른 반흔 유연성의 변화 

ASC 주입 후  
대 조 군 실 험 군 

Mean±S.D. Mean±S.D. 

0 일 44.47± 8.40  43.58± 5.91  

10 일 44.24± 8.21  42.97± 6.24  

20 일 44.06±10.77  41.57± 8.71  

30 일 43.25± 7.68  40.10±10.91  

40 일 42.58± 8.19  38.24± 7.18  

50 일 41.78± 6.63  37.20± 8.84  

경도계(Durometer, Rex Gauge Co., Inc., Carpentersville, Illinois, 

USA)를 사용하여 반흔의 유연성을 측정한 결과 시간이 경과할수록 

개선되는 양상이었으나, 실험군에서 유연성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전체적인 차이는 다중비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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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간 경과에 따른 반흔 유연성의 변화. 반흔의 유연성은 

실험군, 대조군 모두 시간이 경과할수록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군에서 유연성이 더 우수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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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학적 평가 및 정량 분석 

가. PKH26을 이용한 ASC 생존 여부 관찰 

 PKH26이 표지된 ASC를 주입한 반흔을 주입 후 10일과 20일에 

생검하여 형광 현미경에서 관찰한 결과 ASC는 반흔에서 생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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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KH26 표지된 ASC의 형광 현미경 관찰. ASC 주입 후 

10일(상)과 23일(하) 후의 사진으로, 양측에서 모두 ASC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붉은 색으로 밝게 빛나는 곳(흰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PKH26 표지된 ASC가 관찰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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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만세포의 개수 측정 

 반흔을 생검하여 Toluidine blue 염색을 통해 비만세포를 

확인하고 개수를 측정하였다. 비만세포는 정상 조직에서 평균 

5.3개가 관찰되었으며, 반흔이 형성된 후(수술 후 50일) 평균 

11.9개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실험군에서는 ASC를 주입하면서 

비만세포의 개수가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의 경우 수술 후 70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수술 후 100일에는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4, 그림 10, 11). 

 

표 4. 비만세포의 개수 측정 결과 (개 / ×200 field) 

ASC 주입 후 0 일 10 일 23 일 50 일 

정상 조직 5.3±0.9     

반흔 조직  11.9±1.7    

대조군   16.0±0.9 22.2±3.2 10.6±0.8 

실험군   12.0±0.6 10.2±1.1 7.3±0.8 

p value 0.004 0.002 0.003 0.0003 

Toluidine blue 염색 후 200배 광학현미경 하에서 계측한 비만세포는 

정상 조직에 비하여 반흔 조직에서 현저히 증가하였고, ASC 주입 후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적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그림 10. 비만세포의 관찰. 정상 조직에서보다 반흔 조직에서 

비만세포(arrow head)가 확연히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에서는 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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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 후 23일까지 비만세포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실험군에서는 ASC 

주입 후 10일 이후 비만세포가 줄어드는 양상이었다(Toluidine blue 

염색, ×200). 

 

 

 
그림 11. 비만세포의 개수 측정 결과 (개 / ×200 field). 정상 조직에 

비하여 반흔 조직(수술 후 50일)에서는 유의하게 비만세포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대조군에서는 PBS 주입 후 23일까지 비만세포가 

증가하였으나, 실험군에서는 ASC 최초 주입 후 10일부터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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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원질의 배열 비교 

정상 조직과 수술 후 50일의 반흔 조직, ASC 주입 후 50일의 

실험군과 대조군 조직을 Trichrome 염색을 시행하여 교원질의 

배열을 비교하였다. 정상 조직은 진피 내에 많은 양의 교원질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배열은 다발을 이루며 규칙적인 형태였다. 

반흔 조직에서는 교원질의 양이 정상 조직과 같이 풍부하지 

못하였으며 그 배열 또한 불규칙적인 미숙한 상태로 관찰되었다(그림 

12). ASC를 주입한 실험군에서는 정상 조직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양의 교원질이 관찰되었으며, 이의 배열 또한 다발의 형태를 이루며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었다. 대조군의 경우 교원질의 양이 다소 

부족할 뿐 아니라, 그 배열도 수술 후 50일의 반흔 조직에서와 같이 

불규칙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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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정상 조직과 반흔 조직의 교원질 배열 비교. (위) 정상 

조직의 진피에는 많은 양의 교원질이 다발 형태로 배열되어 있으나, 

(아래) 반흔 조직에서는 교원질의 양이 불충분하고 그 배열로 

불규칙한 형태의 미성숙 단계로 관찰되었다 (Trichrome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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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실험군과 대조군의 교원질 배열 비교. (위) 실험군에서는 

충분한 양의 교원질이 관찰되었으며 그 배열도 다발 형태로 성숙된 

모습이었으나, (아래) 대조군의 경우 교원질의 양이 다소 부족하고 

배열 또한 불규칙적인 미성숙 상태로 관찰되었다(Trichrome 염색). 

 

 

 

 

 



29 

 

라. RT-PCR을 이용한 각 성장인자들의 정량 분석 

RT-PCR을 이용한 성장인자들의 정량 분석은 ASC 1차 및 3차 

주입 후 3일에 각각 1회씩 모두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실험군 및 

대조군 각 3개의 반흔에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각 조직에서 ACTB 

측정 값을 기준 값 1로 환산하고 이에 대한 다른 측정 값의 비율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RT-PCR은 각 조직을 3차례 반복 측정하여 이의 

평균 값을 구하였다. 

 

(1) 1차 정량 분석 (ASC 1차 주입 후 3일) 

ASC 1차 주입 후 RT-PCR 결과 TGF-ß3는 실험군에서 

1.41±0.14, 대조군에서 1.11±0.14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43). MMP1의 경우도 실험군이 0.96±0.02, 대조군이 

0.73±0.20로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4). 

α-SMA, TGF-ß1, TIMP1 등의 인자들의 발현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표 5, 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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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RT-PCR을 이용한 각 성장인자들의 1차 정량 분석 결과 

  α-SMA TGF-ß1 TGF-ß3 MMP1 TIMP1 

Control 5.03±1.20 1.26±0.39 1.11±0.14 0.73±0.20 1.00±0.10 

ASC 5.18±1.12 1.26±0.04 1.41±0.14 0.96±0.02 1.03±0.26 

p value 0.8045 0.9977 0.0043 0.0400 0.7265  

각 조직에서 ACTB 측정 값을 기준 값 1로 환산하고 이에 대한 다른 

측정 값의 비율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에서 TGF-ß3, MMP1의 

발현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RT-PCR을 이용한 각 성장인자들의 1차 정량 분석 결과. 

실험군에서 TGF-ß3, MMP1의 발현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인자들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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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정량 분석 (ASC 3차 주입 후 3일) 

ASC를 세차례 주입한 후 3일째에 실시한 RT-PCR 검사에서는 

α-SMA의 양이 1차 정량 분석에서 보다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실험군의 경우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적은 양이 

검출되었다(p=0.0084). MMP1의 경우 실험군에서 3.90±0.98, 

대조군에서는 1.54±0.66으로 실험군에서 의미있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p=0.0366). TIMP1의 경우 실험군 1.11±0.19, 대조군 

0.97±0.14로 실험군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368). 

TGF-ß1, TGF-ß3 등의 다른 인자들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6,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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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RT-PCR을 이용한 각 성장인자들의 2차 정량 분석 결과 

  α-SMA TGF-ß1 TGF-ß3 MMP1 TIMP1 

Control 1.19±0.17 1.17±0.25 0.96±0.06 1.54±0.66 1.11±0.19 

ASC 0.87±0.28 1.12±0.14 1.10±0.16 3.90±0.98 0.97±0.14 

p value 0.0084 0.6244  0.3718  0.0366 0.0368 

각 조직에서 ACTB 측정 값을 기준 값 1로 환산하고 이에 대한 다른 

측정 값의 비율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αSMA와 TIMP1은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MMP1의 경우 실험군에서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그림 15. 2차 정량 분석 결과. 실험군에서 α-SMA와 TIMP1의 

발현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MP1의 경우 

실험군에서 발현이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TGF-ß1, TGF-ß3 등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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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최근 화상으로 인한 안면 반흔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방 

이식을 시행한 결과 임상적인 증상이 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학적으로 정상 조직과 유사하게 변하였다는 임상 실험 논문이 

보고된 바 있다.11-12 저자들은 이러한 임상적, 조직학적 반흔의 개선 

효과를 지방 조직에 포함된 ASC의 작용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그 기전에 대해서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ASC는 간단한 조작으로 지방 조직을 얻기가 쉽고, 신체에 풍부하

게 존재하며, 분리 과정이 복잡하지 않은 반면, 그 분화능도 골수 유

래 줄기세포 및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에 비해 뒤지지 않고, 다양한 

cytokine을 분비한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창상 치유, 항노화 등의 

분야에 있어 많이 연구되고 있는 성체 줄기세포이다.8,10,13-14 반흔에 

대한 ASC의 영향에 대하여는 최근 성대 섬유아세포(vocal fold 

fibroblast)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나 토끼의 심근 섬유화 모델 등에 

대한 ASC의 영향을 분석하여 좋은 결과를 보고한 논문이 발표되기는 

하였으나15-17, 아직 ASC가 피부 반흔을 개선시키는데 있어서의 기전

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ASC를 이용하여 임상적으로 반흔의 

면적, 색 및 유연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기전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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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반흔의 면적은 ASC를 주입한 실험군에서 유

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반흔의 색도 짙은 보라색에 가깝던 것이 점차 

정상 피부색으로 개선되었다. 반흔의 구축 정도를 평가하는 유연성 

또한 실험군에서 의미 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ASC가 반흔을 임상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던 기전을 생각해보면, 우선 ASC를 주입한 그룹에서 비만세

포의 개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던 것에 주목할 수 있다. 비만세포는 

섬유아세포를 증식시키고 이로 인해 교원질을 과도하게 합성하여 비

후성 반흔 등의 병적인(pathologic) 창상 치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trichrome 염색으로 교원질의 배열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수술 후 100일에 실험군에서는 교원질의 배열이 성숙

한 다발 형태로 관찰되었으나 대조군에서는 불규칙한 배열로 아직 교

원질의 합성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T-PCR을 이용한 정량 분석 결과 실험군에서는 반흔의 구축을 

일으키는 근섬유아세포의 α-SMA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반흔의 유연성 또한 개선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섬유아세포의 활동을 촉진하는 TGF-ß1의 차이는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이와 길항 

작용을 하는 TGF-ß3가 ASC 1차 주입 후에 실험군에서 높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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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흔 형성 과정에서 ASC가 TGF-ß에 의한 섬유아세포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반흔의 세포외 기질을 

재형성하는 MMP1이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ASC가 과도한 교원질의 합성을 억제하고 정상적인 배열로 

재형성(remodeling)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특히 ASC 1차 주입 3일 후에 실시한 RT-PCR 결과와 3차 주입 

3일 후에 시행한 RT-PCR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α-SMA는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MMP1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ASC의 주기적인 주입이 반흔에 대한 

근섬유아세포의 작용을 억제하고, 교원질의 재형성 및 재배열을 

촉진하여 반흔의 색이나 유연성 등 임상 양상을 개선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돼지의 등에 전층 피부 결손을 유발하여 반흔 모델

을 제작하였다. 일반 다른 동물이 창상이 치유되어도 눈에 띄는 반흔

의 형성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돼지는 어느 정도 

사람과 유사한 반흔이 형성되고, 기존의 연구에서도 전층 피부 화상 

등을 이용해 돼지의 피부에 반흔을 유발한 모델이 보고된 바 있

다.2,18-20 그러나 화상으로 반흔을 유발한 경우 본 연구에서처럼 일정

하게 창상의 깊이를 조절하기 어렵고 주위 조직들의 동반 손상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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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층 피부 결손으로 돼지

의 등에 36개의 임상적으로 유사한 반흔의 모델을 제작할 수 있었으

며, 이러한 모델은 추후의 반흔 연구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생각해보면, 첫째로 정량분석을 위해서 

RT-PCR을 이용한 실험만 진행하였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다. 이와 

같은 PCR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인자들에 대한 RNA 양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인자들이 얼마만큼 발현 되었는지를 정

량분석 하기 위해서는 Western blot이나 면역조직화학염색 등의 단백

질을 정량하는 방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RT-PCR을 이용한 정량분석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각 반흔 

당 3차례 반복 측정을 시행하였다. 추가 연구 시에는 이러한 반복 측

정 외에도 RT-PCR의 시발인자(primer)를 변경하여 측정하는 방법도 

고려한다면 더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돼지는 다른 동물에 비하여 크기가 크고 사육 공간이 상대적

으로 많이 필요하여 개체 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실험에는 적당치 못

한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마리의 돼지에 36개의 반흔을 제

작하여 2마리의 돼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2마리의 돼지 에서는 

반흔이 임상적 또는 조직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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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많은 수의 개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체간에 반

흔 형성의 정도 및 ASC에 대한 반응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

으로 ASC를 실제 임상 환자의 반흔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

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PKH26을 표지한 ASC를 통하여 반흔에서 ASC의 생존을 확

인하였지만, 실험 마지막까지 ASC의 생존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그

러나 ASC 주입 후 23일까지 생존한 것을 관찰하였고, 다른 반흔에는 

10일 간격으로 3차례 ASC를 주입하였기 때문에 실험 종료 시까지 

ASC가 생존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ASC가 여러가지 성

장인자 등을 분비하여 작용하는 측분비(paracrine)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생존한 ASC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ASC의 생존율과 반흔의 형성 정도를 비교하였다면 더욱 의미있는 결

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돼지 1마리당 

PKH26 표지한 ASC를 2개의 반흔에만 주입하였기 때문에 ASC의 생

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추후 더 

많은 개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ASC의 주입으로 반흔이 개선되는 

기전을 밝혀내기 위하여 비만세포의 수를 비교하고, α-SMA, TGF-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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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 TIMP 등의 정량분석 및 교원질의 배열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ASC에 의한 비만세포 감소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도 ASC는 근섬유아세포의 활성을 감소시키고 반흔 

재형성(remodeling) 과정에 TGF-β 및 MMP 활성에 영향을 미쳐 

교원질의 재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ASC가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ASC의 직접적인 작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측분비 효과에 의한 것인지는 밝혀내지 못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ASC를 직접 투여한 군과 ASC를 배양한 

적응용배지(conditioned medium)를 투여한 군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실험을 

진행한다면 ASC가 반흔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을 더욱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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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돼지의 등에 전층 피부결손 창상을 생성하여 반흔 연구 모델을 

제작하고 이에 ASC를 주입하여 인체 지방줄기세포가 반흔 성숙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반흔의 면적은 ASC 주입 

후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036), 반흔의 색깔이 

정상 피부색에 가깝게 호전되었고, 반흔의 유연성도 대조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p<0.0001). 또한 조직학적으로도 ASC 주입 후에 

비만세포의 개수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1), 

교원질의 배열이 대조군 보다 성숙한 형태로 관찰되었다. 정량분석 

결과 실험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α-SMA의 발현이 의미 있게 

감소하였고(ASC 3차 주입 후, p=0.0084), MMP1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366). TGF-ß1에 길항작용을 하는 TGF-ß3의 경우 

ASC 1차 주입 후에 대조군보다 증가하였다(p=0.0043). 결론적으로 

ASC 주입군에서는 반흔의 면적이 감소하였고, 반흔의 색은 대조군에 

비해 정상 피부색에 가깝게 개선되었으며, 반흔의 유연성 또한 

호전되었다. 조직학 검사 결과를 통해 ASC가 반흔을 임상적으로 

개선시킨 원인을 생각해 보면, ASC는 비만세포와 근섬유아세포의 

활성화를 낮추어 TGF-ß의 섬유아세포에 대한 작용을 억제하고, 반면 

MMP를 통해서는 반흔의 재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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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 documented the effect of adipose derived stem 

cells (ASCs) on scar remodeling process in a full thickness 

open wound model developed on the back of pigs. The author 

studied if the ASC positively mitigates scar formation in a 

wound healing process. If so, postulated its possible 

mechanism and related mediators. 

Rectangular 3×3 cm2 sized full thickness skin defects were 

created on the dorsal skin of two male Yorkshire pigs. Total 

36 rectangular skin defects were created on each animal 

dorsum: 18 defects in three rows on left and right respectively. 

The cephalo-caudal distance between each defect was 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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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ach row is apart 3 cm. 

When the defects were totally re-epithelized and 

transformed into early stage of scar, namely 50 days after 

wound creation, the following procedures were carried out. 

The scars on the left side were used as control group, and 

those on the right side as experimental group. In experimental 

group 1×106 ASCs were injected into the scar subcutaneously, 

three times with a 10 days interval. While in control group 

same amount of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was injected 

subcutaneously.   

Characteristics of the scars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cluding area of cicatrix, color change, and degree of 

pliability were analyzed comparatively. Histological 

examination and tissue biopsy were also carried out for a 

further quantitative analysis of wound healing mediators. The 

biopsy specimens were stained with Toluidine blue to count 

the number of mast cells. In addition, collagen arrangements 

were documented after trichrome staining. Expres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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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SMA, TGF-β1, TGF-β3, MMP1 and TIMP1 were quantified 

using RT-PCR.  

As time passes, the total area of scar diminished in bot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However, scar areas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less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In experimental group, the color of scar became similar to the 

surrounding normal tissue earlier than in control group. Scar 

pliability was impro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faster than 

in control group.  

The number of mast cells decreased after the injection of 

ASCs. Experimental group revealed more matured collagen 

arrangement. Results of RT-PCR after first injection of ASC 

showed increased expression of TGF-ß3 and MMP1 in 

experimental group. The level of α-SMA and TIMP1, which 

were measured by RT-PCR after third injection of ASCs, 

dramatically decreased. Meanwhile, the level of MMP1 was 

increased in experimental group.   

Through this experimental study which was carried out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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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 model, the author confirmed that ASCs decrease the scar 

size, provide better color index, and also enhance pliability of 

the scars. The ASCs also accelerate activities of TGF-ß3 and 

MMP1, and suppress activities of α-SMA and TIMP1. Based 

on these results, we can conceive that ASCs decrease the 

activity of mast cells, inhibit the activity of TGF-ß against 

fibroblasts, and positively stimulate scar remodeling through 

increased expression of the MMP molec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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