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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As the wound healing is a multi-factorial process, the anesthetic agent and the duration of its exposure may 

influence the healing process after surger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anesthetic agents and duration of its exposure 

on the wound healing process after operation.

  Methods:  Total 32 rats weighing 200−300 g were randomly allocated to one of eight groups according to the exposure time 

(1, 2, 4, 8 hours) of sevoflurane or propofol (n = 4 each).  After wounding under the each anesthetic, anesthesia was maintained 

for 1, 2, 4 and 8 hours in each group.  We compared the skin blood flow around the wound and the wound size at baseline, 

3 days, and 7 days postoperatively.

  Results:  In sevoflurane group, short exposure group (1, 2 hours) showed higher wound blood flow than long exposure (4, 

8 hours) at 3 days after wounding (P ＜ 0.05), but not at 7 days after wounding.  For the wound size, there was no difference 

at 3 days after wounding in sevoflurane group, but 8 hours exposure group had the largest wound at 7 days after wounding.  

In propofol group, wound blood flow showed no difference at 3 days after wounding, but that of 4, 8 hours exposure group 

was higher than 2 hours exposure group at 7 days after wounding.  There was no difference in wound size in propofol group.

  Conclusions:  This study implicates that sevoflurane might influence the wound healing process more prominently than propofol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exposure time.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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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상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치유되므로 그 과정 

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상처 치유에 작용할 수 있

다. 일반 으로 상처가 성공 으로 치유되기 해서는 조직

에 한 류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산소화가 필수 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처가 형성된 후 기에는 지 을 

하여 이 수축되나 그 이후로는 이 확장되어 상처 

부 의 류를 증가시켜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조직의 산

소화를 제공하여 상처 치유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1]. 이러한 상처 치유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인자가 작

용할 수 있는데, 특히 외과  수술로 인해 발생한 상처 치

유에 있어서는 연령, 기  질환 등의 개체 특성 이외에도 

합 방법, 술  체온, 마취 기법 등의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각각의 요인들과 상처 치유에 한 계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2].

  그러나 수술  사용되는 마취제가 상처 치유 과정에 미

칠 수 있는 향에 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흡입 

마취제나 정맥 마취제가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의 

활동성과 림 구 증식을 억제하여 면역 억제 작용을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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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ound model. Macroscopic appearance of circular excision 

wounds on dorsum of rats.

Fig. 2. Wound surface area. Wound surface areas were calculated 

in square millimeters. 

로 [3] 수술 후의 상처 치유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다.

  이 연구는 마취제의 종류와 마취 시간이 상처 치유 과정

에 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하여 최근 임상

에서 리 사용되는 마취제인 propofol과 sevoflurane을 쥐에

게 투여하고, 각각의 노출 시간을 달리하여 상처 주 의 

류량과 상처의 크기를 비교하 다.

상  방법

  의학연구소의 동물실험 원회 지침을 수하 으며 실험

을 시작할 당시에 무게가 200−300 g인 Sprague-Dawley rat 

수컷 32마리로 실험을 하 다. 실험동물은 일반 으로 사용

되는 라스틱 우리(38 × 23 × 23 cm)안에서 1마리씩 사육

하 으며 사육실 내부의 온도는 24 ± 1°C, 습도는 50 ± 5%

를 유지하 고, 12시간 간격으로 명암을 유지하도록 조명을 

유지하 다. 사육기간 동안의 식이는 일반 으로 사용하는 

실험 소동물용 고형사료를 사용하 고 식이와 수분의 섭취

는 제한하지 않았다. 쥐들을 무작 로 sevoflurane 흡입군(S

군)과 propofol 주입군(P군)으로 나 었으며 각 군에서 마취

제를 투여한 시간을 달리하여 4마리씩 1, 2, 4, 8시간 노출

군으로 세분하 다. Sevoflurane 흡입 농도와 propofol 주입 

농도는 통상 으로 쥐실험에 사용되는 농도를 선택하 고 

[4], sevoflurane의 경우 라스틱 우리에 쥐들을 넣고 마취

제에 노출시키는 방식을 선택하 기 때문에 정확한 흡입 

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  실험에서 라스틱 

우리에 산소 5 L/min 유량으로 sevoflurane 2%를 투여하 더

니 모니터(Datex-Ohmeda Division, Instrumentarium Corp., 

Finland)로 측정되기를 약 1−1.5%로 측정되었고, 이 농도의 

마취가스를 흡입한다는 제하에 본 실험이 계획되었다.

  등쪽 피부에 상처를 만들기 하여 ketamine( 타라, 유한

양행, 한국) 5 mg과 xylazine HCl (Rompun, 바이엘코리아, 

한국) 2.3 mg을 피하 주사하여 쥐를 마취하 다. 우선 쥐의 

등쪽 정 앙으로 길게 5 cm의 개를 하고, 그 개창을 

심으로 양쪽 피부에 문방구용 서류 천공기를 사용하여 지

름 0.8 cm의 동그란 모양의 피부 층 개창(full-thickness 

excision)을 좌 우측에 각각 1개씩 만들었다(Fig. 1). 그 후, S

군은 쥐를 라스틱 우리에 넣고 sevoflurane 기화기에 연결

하여 100% 산소 5 L/min로 2.0 vol % sevoflurane에 각각 1, 

2, 4, 8시간 노출시켰으며, P군은 기 에 쥐들을 노출시킨 

뒤 꼬리정맥에 24 G polyethylene 카테터를 삽입하여 10 

mg/kg/hour의 용량으로 propofol을 1, 2, 4, 8시간 주입하

다. P군에서는 주입시간에 따른 propofol 양의 편차를 이

기 하여 약물을 히 희석하여 투여하 다. 그 후, 쥐

들은 각 라스틱 우리 당 1마리씩 넣어 따로 사육하 고 

상처 발생 3일째와 7일째에 상처 부 의 조직 류량과 상

처 면 을 측정하 다.

  조직 류량은 Laser Doppler Flowmeter (Laser Tissue 

Blood Flowmeter FLO-C1, Omegawave, INC., Japan)로 상처 

경계면으로부터 0.5 cm이내의 피부면에 바늘모양의 탐침을 

직각으로 갖다 어 측정되는 수치를 기록하 다. 각기 서

로 다른 세 곳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계산하 고 상처 모델

의 작성 , 작성 후 3일째, 7일째 측정하여 백분율 변화로 

비교하 다.

  상처 면 의 측정은 모델 작성 직후, 3, 7일째 시행하

으며, 상처 부 를 10 cm 자를 포함하여 촬 한 다음 디지

털 이미지로 만들었다(Fig. 2). 이 게 얻어진 디지털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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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voflurane exposure group. (A) The percent change of blood flow around the wound compared to base blood flow before 

wounding. (B) The percent changes of wound area compared to wound area just after wounding. POD 3, POD 7：3 and 7 days after the 

wounding, respectively. 
a)
P ＜ 0.05 compared with 4 hours exposure group (POD 3), 

b)
P ＜ 0.05 compared with 8 hours exposure group 

(POD 3), 
c)
P ＜ 0.05 compared with 1 hour exposure group (POD 7), 

d)
P ＜ 0.05 compared with 4 hours exposure group (POD 7).

지들은 Image J program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

을 이용하여 처리  분석하 다. 10 cm에 한 1 pixel의 

값을 구하여 상피화되지 않은 역의 면 을 mm2으로 표

하 다. 좌 우의 창상의 면 을 합산하여 값을 구하 으며, 

창상 유도 직후 8시간의 면 을 기본값으로 하여 이후의 

시기의 측정값들은 기본값에 한 백분율로 표시하 다.

  실험 결과의 모든 수치는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고 

통계는 Prism (Graph Pad, USA)을 이용하여 처리하 다. 각 

군당 개체수가 4마리로 어서 비모수  통계방법을 사용

하여야 하나, 실험에서 얻어진 측정값들이 정규분포도 검사

를 (normality test) 시행한 결과 정규분포를 하고 있었기 때

문에 모수  통계방법인 ANOVA를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

하 다. 류랑과 면 에 있어 각 군간의 비교는 two way 

ANOVA를 사용하 으며 Fisher’s PLSD를 이용하여 검증하

되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군 내에서 노출 시간에 따른 비교는 one way ANOVA

를 사용하 으며 Fisher’s PLSD로 검증하되 P값이 0.05 미만

일 때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Sevoflurane 흡입군(S군)

  S군에서 류 변화는, 상처 주  류량을 상처 내기  

류(base)를 100%로 설정하여 각 군별 3, 7일째 류량 변

화를 백분율로 비교한 결과, 3일째 상처 주  류량이 1, 

2시간 노출시킨 경우 4시간  8시간 노출 시에 비해 유의

하게 증가되어 있었고, 4시간 노출시킨 경우에도 8시간 노

출 시에 비하여 유의한 증가를 보 다(Fig. 3A, P ＜ 0.05). 

7일째 류량은 노출 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처 직후의 면 (base)을 100%로 하여 노출 시간에 따라 

비교한 상처 면 의 변화는, 3일째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 상처 7일째 S군의 8시간 노출군이 1시간  4시

간 노출군에 비해 유의하게 면 이 증가되어 있었다(Fig. 3B, 

P ＜ 0.05).

Propofol 주입군(P군)

  P군에서 류변화는, 3일째 투여 시간 별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으나, 7일째 류량에서 4, 8시간 노출시킨 경우 2

시간 노출 시에 비해 유의하게 류량이 증가하 음을 

찰할 수 있었다(Fig. 4A, P ＜ 0.05).

  P군에서는 노출 시간에 따른 면  변화의 차이를 찰할 

수 없었다.

고      찰

  상처 치유 과정은 크게 기 염증기, 세포기, 아교질 합

성기, 리모델링기의 네 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5]. 기 염

증기는 상처 후 5−7일까지  확장이 일어나고 모세

 투과도가 증가되어 여러 염증세포들이 세포 간질로 빠

져나가 세균들을 탐식하고 상처의 재구성에 구조 인 환경

을 제공하는 시기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 염증기의 상

처 변화에 마취제가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보

고자 시행하 다.

  그 결과 상처 치유과정에서 sevoflurane 노출군은 상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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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pofol exposure group. (A) The percent change of blood flow around the wound compared to base blood flow before wounding. 

(B) The percent changes of wound area compared to wound area just after wounding. POD 3, POD 7：3 and 7 days after the wounding, 

respectively. 
a)
P ＜ 0.05 compared with 2 hours exposure group (POD 7).

일째 단시간 노출군이 장시간 노출군에 비해 류량이 증

가되어 있었고 상처 7일째 류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상처 면 에 있어서 장시간 노출군이 단시간 노출군

보다 더 넓었음을 확인한 바 상처 치유가 지연되었음을 

찰할 수 있었다. 즉 sevoflurane 장시간 노출은 상처 치유에 

있어서 기 류 증가 반응을 억제하고 상처 치유를 지연

시킬 수도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Propofol 노출군은 상처 

7일째 장시간 노출군이 단시간 노출군에 비해 류량이 증

가하는 양샹을 보 으나, 상처 면 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propofol 노출이 노출 시간이 길

어짐에 따라 상처 치유 과정에서 류량이 증가할 수도 있

으나 상처 치유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 인 용량으로 투여한 sevoflurane은 노

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처 치유가 지연될 수 있고, propo-

fol은 노출 시간이 길어져도 상처 치유에는 큰 변화가 없음

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마취제 각각이 노출 시간에 

따라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일 뿐, 실험 기법에서부터 

두 마취제 비교를 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두 마

취제간 그 이상의 비교는 힘들다.

  상처 치유 과정은 조직 손상에 해 일어나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학 인 반응으로써 외과  수술 이

후 발생한 상처 치유 과정에서는 여러 인자들이 상처 치유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2]. 특히 이러한 외과  상처 치유 

과정과 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측면으로, 수술  마취 

리와 연 하여 생각할 요소들도 있다. 이에는 수술  마

취제 노출에 의한 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류 

하, 체온증, 흡입 산소 농도 하, 량증, 실 로 인

한 수 , 경막외 마취 등의 마취 기법, 술 후 통증 조  등

이 있다. 수술  량증이 발생하면 자율 신경계 작용으

로 인해서  수축이 일어나고 이는 조직 류를 하시

켜 상처 치유를 지연시킬 수 있다 [6]. 마취제에 의해서 체

온 조  추의 장애로 인해 체열이 심에서 말 로 이동

해가기 때문에 체온 하가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면역 억

제가 일어나 상처 감염의 빈도가 증가 될 수 있다. 한 술 

후 통증은 스트 스 반응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사이토카

인(cytokine)을 방출하고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수축

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조직의 산소 분압이 감소하여 상처 

감염의 빈도가 증가된다 [7]. 따라서 경막외 마취 등의 기법

으로 술후 한 통증 조 을 할 경우 조직 산소 분압이 

증가하여 상처 치유를 진 시킬 수 있고 [8],  모르핀 등의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이 상처 치유와 련될 수 있다는 보

고도 있다 [9].

  이 게 외과  상처 치유에 있어서 마취 리가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러나 재 신마취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sevoflurane 등

의 흡입 마취제나 propofol 등의 정맥 마취제가 실제로 상처 

치유에 있어서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는 아직

까지 많지 않다. 단지 sevoflurane과 isoflurane 등의 흡입 마

취제가 용량과 노출 시간에 비례해서 말  림 구의 세포 

사멸(apoptosis)을 유발하거나 [10] 여러 사이토카인의 분비

를 억제하여 상처 치유와 련될 수 있고 [11],  정맥 마취

제의 경우에도 propofol, diazepam, etomidate 등이 호 구, 호

염기구, 호산구 등의 다핵형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여 술 후 

감염 등을 일으킨다는 일부 면역계와의 련성 정도만이 

보고되고 있다 [12-14].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밝 진 

흡입 마취제나 정맥 마취제들의 노출 당시의 면역 억제 작

용만으로는 노출 이후 상처 치유에 있어서 이러한 마취제

의 향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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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류량 측정을 해 Laser Doppler flowmeter

를 사용하 는데, 이 장치는 Stern 등이 [15] 조직의 실시간 

류량을 평가하는데 이용한 이후 리 사용되어 왔고, 흰

쥐의 상처 치유 과정에서 류 변화를 측정하기 한 이 

장치의 사용도 다른 연구에서 [16,17]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Laser Doppler flowmeter를 통하여 마취제 노출 이후 

상처의 치유 과정 동안 류량을 측정한 바 sevoflurane 노

출군에서 상처 치유 과정  나타나는 기 류 증가반응

이 장시간 노출 시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 을 들 수 있다. 

우선 투여한 마취제에 따라 sevoflurane군에서는 산소를 투

여하 으나 propofol투여군에서는 산소를 투여하지 않았으므

로 상처 치유에 미칠 수 있는 산소의 향을 배제하지 못

하여 이 두 군을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다. 산소 공 은 상

처 치유에 있어서 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창상부 에서 

산소 분압의 증가는 창상 치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산소는 우선 상처의 강도에 향을 끼쳐 아교질의 생성, 

cross-linking, 이로 인해 래되는 상처의 강도에 까지 향

을 미친다 [6]. 산소는 상피조직의 재생에 향을 미치며 

[18] 그 외  신생  감염에 한 항성을 키우는 등 

산소는 상처 치유에 있어 여러 가지 요한 기능을 한다. 

이처럼 산소가 상처 치유에 미치는 향이 크므로, 마취제 

노출 시 상처 치유 과정에 한 효과를 입증하기 해서는 

마취제의 각 노출 시간 별로 산소를 같은 시간만큼 노출시

켜 비교하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처 크기의 정량화를 용이하게 하기 

하여 원형 창상 모델을 상용하 다. 그러나 Montandon 등에 

[19] 따르면 원형 창상에서 창상의 수축이 게 일어나 창

상의 치유가 느리다고 하 으며 부분 임상에서의 수술창

이 거의 선형임을 감안하면 이에 한 보충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본 연구에서는 상처 치유 과정을 상

처 부  류와 면 만으로 비교하 는데 이것으로는 상처

의 질 인 면에 한 평가가 힘들 것이다. 따라서 상처 부

의 강도 측정이나 분자생물학 인 분석을 통한 아교질 

발   성장 인자 등에 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반

인 상처 치유 과정에 미치는 향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통계 방법에 있어서 개체수가 었기 때문에 비모

수  통계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나 실험에서는 ANOVA 등

의 모수 인 방법을 사용하 다. 물론 측정값들이 정규 분

포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었지만 군당 개

체수를 더 늘려 모수 인 방법을 사용하 더라면 통계 으

로도 더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이 연구를 통하여 sevoflurane의 노출은 노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상처 주  류량  상처 치유에 

차이를 보일 수 있고, propofol 노출은 노출 시간이 길어져

도 상처 치유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처 조직의 질 인 면에 한 평가와 함께 다른 추가 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상처 치유 과정에 미치는 마취제 노

출의 향을 더욱 명확히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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