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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 볼주머니를 이용한 구강점막 자극평가 조건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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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optimum conditions for oral mucosal irritation testing

using the buccal pouch of hamsters.

Methods: Test materials were applied to the buccal pouch of seven-week old male Syrian hamsters (SLC, Japan)

four times at one-hour intervals and macroscopic changes were examined at 24 hours after final treatment. After

sacrifice, the buccal pouches were removed and prepared for histopathological evaluation. In order to set the

exposure time, we performed exposure tests of 5, 12, 18 and 23 minutes using sodium lauryl sulfate (SLS) 1%

and set the treatment volume from the test results at 2, 3, or 4 ml treatment using SLS 1%, Triton X-100 1%

and ethanol. After setting the experimental conditions, seven groups of materials [sodium lauryl sulfate (SLS)

(1%), Triton X-100 (1%), hydrogen peroxide (3%), ethanol (100%), chlorhexidine (0.2%, 2%), phosphate buffer

saline (PBS)] were assessed.

Results: Experimental conditions of material exposure time were fixed as 18 minutes from the exposure tests

of 5, 12, 18 or 23 min using sodium lauryl sulfate (SLS) 1%. Treated volume was set as 4 ml per each pouch

from the test results of 2, 3, or 4 ml treatments using SLS 1%, Triton X-100 1% and ethanol. The results in terms

of irritation degree were in the order of sodium lauryl sulfate (SLS) (1%) > Triton X-100 (1%) ≒ hydrogen

peroxide (3%) > ethanol (100%) ≒ chlorhexidine (0.2%, 2%) > phosphate buffer saline (PBS).

Conclusion: From this study, suitable conditions for hamster mucosal irritation testing were suggested and this

method was verified through materials commonly used on oral mucosal membranes.

Keywords: Buccal pouch, hamster, oral mucosal irritation

I. 서 론

현대인은 개인위생 관리를 위해 치약, 마우스워시

등 여러 가지의 구강 제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제품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과거 동물

시험과 임상시험 등을 통해 구강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구강 자극 유발여부 결과가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구강 점막자극 안전성 평

가법 제시는 필수 불가결 하다.1-3) 현재 구강에 사용

하는 제품의 점막자극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실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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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

용되는 자극평가법은 햄스터의 볼주머니를 이용하여

시험물질을 적용하여 자극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4,5).

햄스터의 볼주머니는 넓은 면적의 점막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질의 적용도 용이하여 적용된 물질에 의

한 점막 내 자극 등의 이상 변화를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또한 점막 상피세포를 통해 흡수된 물질이 타

장기로 이동하여 간과 신장 등에 축적 되는지 여부

도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어 구강점막 자극실험에

아주 적합한 부위라고 볼 수 있다6).

햄스터 볼주머니를 이용한 실험하는 방법에는 볼

주머니에 실험물질을 노출한 후 봉합하여 1주~2주

가량 지속적으로 물질의 자극정도를 알아보는 방법

이 가장 보편적이나 이 시험법은 햄스터의 고통이

상당히 높으며, 실험 중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

까지 한다. 또한, 봉합에 의해 염증 등이 발생할 확

률도 굉장히 높아 순수한 시험물질의 자극정도를 알

아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방법은

햄스터의 볼주머니에 시료를 처치하는 방법 및 처치

시간 등이 실험자마다 일관성이 없고, 그 결과를 해

석하는 방법 또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고 일

관성 있는 시험법의 제시와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햄스터의 볼주머니를 이용하여 시험물

질의 처치시간과 처치량을 달리하면서 가장 적합한

시험방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생활용품에서 사용

되어지는 다양한 물질 중 구강의 접촉빈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물질인 Sodium lauryl sulfate(SLS),

hydrogen peroxide, chlorohexidine과 이 물질의 자

극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물질인 Triton X-100을 이

용하여 시험법의 검증을 실시해 봄으로써 구강점막

자극평가의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시약 및 기기

시약 중 SLS(CAS NO. 151-21-3), Triton X-

100(CAS NO. 9002-93-1), Hydrogen peroxide(CAS

NO. 7722-84-1), Ethanol(CAS NO. 64-17-5),

Chlorhexidine(CAS NO. 55-56-1)는 Sigma-Aldrich

사(St. Louis, MO,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용

매로 사용되어 진 Phosphate buffer saline (PBS)은

Lonza(Cascade, MD,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그

외 일반 시약들은 특급품을 사용하였다.

실험기기는 전자저울(XT220A, Precisa, Swiss), 광

학현미경(TS100, Nikon, Japan), 미세절편기(Leica,

RM 2235, Germany), 전자동 면역 염색기(Benchmark

XT, Roche-Ventana, USA) 및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일반기기를 사용하였다.

2. 실험동물의 사육

중앙실험동물(Central Lab-Animal Inc., Seoul,

Korea)으로 부터 생후 6주령의 수컷 Syrian hamster

를 구입하여 1주간 SPF(specific pathogen free) 사

육실에서 적응시킨 후 일반 상태를 관찰하여 건강한

개체만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육환경은 온도 23±3oC,

습도 50±10%, 12시간 간격의 점등 및 소등 명암주

기를 유지하였고, 실험기간 동안 사료(Purina, 한국)

와 물은 자유급식법(ad libitum feeding method)으로

사육하였다. 실험의 모든 과정은 계명대학교 동물실

험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KM-2013-53)을 얻은

후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진행하였다.

3. 구강자극의 유발

실험은 ISO 10993-10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Part 10: Tests for irritation and skin

sensitization7)의 내용을 참조하여 진행하였다. 모든 실

험군은 3마리씩 평가에 사용되었다. 시험물질을 투여

하기 전 모든 햄스터는 12.5 mg의 Ketamine HCl과

30 μl xylazine을 멸균 saline 0.5 ml에 희석하여 복강

투여 하여 마취시켰다. 마취 후 saline을 이용하여 볼

주머니를 세척하고 이상 여부에 대해 살펴 본 후 시

험물질을 적신 울 모양의 펠렛(0.06 ~0.065 g)을 각각

실험동물의 한쪽 볼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실험동물의

구강점막에 일정시간 노출 시킨 후 울 펠렛을 제거하

고 노출하지 않은 볼주머니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saline을 이용하여 노출한 볼주머니를 세척하였

다. 본 실험은 매시간(1시간)마다 4회 반복하여 실시

하고, 최종 물질처치 24±2 hr 이후 햄스터를 희생하

여 노출한 구강점막 자극부위를 적출하였다.

4. 물질 처치량에 따른 조직의 변화

물질의 처치량에 따른 구강점막 조직의 변화를 관

찰하기 위한 시험물질은 PBS에 희석 된 SLS 1% (고

자극군)가 사용되었으며, 울 모양의 펠렛에 각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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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ml로 설정하여 적신 후 구강점막에 처치하였다.

물질의 노출시간은 15분으로 동일하게 진행하였고,

처치 후 육안적 관찰과 병리학적 관찰을 통해 시험

에 적합한 처치량을 결정하였다.

5. 물질의 처치시간에 따른 조직의 변화

물질의 처치시간에 따른 구강점막 조직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험물질은 PBS에 희석 된 SLS

1% (고 자극군), Triton X-100 1% (고 자극군),

Ethanol (저 자극군)이 사용되었으며, 물질의 처치시

간은 5분, 12분, 18분, 23분으로 설정하여 처치하였

다. 물질 당 처치량은 4 ml로 고정하여 진행하였으

며, 처치 후 육안적 관찰과 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시험물질에 의한 변화를 관찰하여 가장 적합한 물질

의 처치 시간을 결정하였다.

6. 구강점막 자극평가의 조건 검증

자극성 물질과 비자극성 물질로 구성된 총 7종의

물질(SLS 1%, Triton X-100 1%, Hydrogen peroxide

3%, Ethanol, Chlorhexidine 0.2%, Chlorhexidine

2%, PBS)에 대해 예비시험을 통해 결정된 물질처치

량(4 ml)과 처치시간(18분)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

으며, 육안적 관찰과 병리학적 관찰을 통해 조직의

변화를 관찰하여 각 물질의 자극 강도를 나타내었다.

7. 육안적 관찰

실험동물을 희생하기 직전에 구강점막자극이 유

발 된 부위와 대조군의 볼주머니를 비교하였다. 실

험결과에 대한 평가는 ISO 10993-10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Part 10: Tests for

irritation and skin sensitization에 기술되어 있는 육

안적 평가 등급표(Table 1)에 의해 평가하였다.7)

8. 병리학적 관찰

표피의 두께, 염증 세포 침윤 등 조직의 변화를 관

찰하기 위해 hematocylin & eosin (H&E)염색을 실

시하였다. 부검 시 절취한 구강조직을 10% 중성 포

르말린용액에 24시간 고정한 후 조직처리과정에 따

라 수세, 탈수, 투명, 침투과정을 거쳐 파라핀에 포

매 하였다. 포매 된 조직을 두께 4 μm로 절편을 만

들어 조직을 slide glass에 올린 후 수분을 제거하였

다. 이후, hematocylin에 3분 동안 염색한 후 saline

에 씻어내고, eosin에 3분 동안 다시 염색을 실시하

여 400배율 광학현미경으로 표피의 두께, 염증 세포

침윤 등 조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실험결과에 대

한 평가는 ISO 10993-10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Part 10: Tests for irritation and

Table 1. Grading system for macroscopic examination of

oral reactions7)

Reaction (Erythema and eschar formation)
Numerical 

grading 

No erythema 0

Very slight erythema (barely perceptible) 1

Well-defined erythema 2

Moderate erythema 3

Severe erythema (beet-redness) to eschar

formation preventing grading of erythema 
4

Table 2. Grading system for microscopic examination of

oral tissue reaction7)

Reaction
Numerical 

grading 

Epithelium 

Normal, intact 0

Cell degeneration or flatting 1

Metaplasia 2

Focal erosion 3

Generalized erosion 4

Leucocyte infiltration (per high power field) 

Absent 0

Minimal (less than 25) 1

Mild (26 to 50) 2

Moderate (51 to 100) 3

Marked (greater than 100) 4

Vascular congestion

Absent 0

Minimal 1

Mild 2

Moderate 3

Marked, with disruption of vessels 4

Oedema

Absent 0

Minimal 1

Mild 2

Moderate 3

Marke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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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sensitization에 기술되어 있는 병리학적 평가 등

급표(Table 2)에 의해 평가하였다7).

9. 통계처리

SPSS 21.0 for windows (SPSS Inc.,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비모수 검정인 Kruskal-

Wallis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

의 수준은 α=0.05로 설정하였다.

III. 결 과

1. 물질의 처치량에 따른 조직의 육안적 변화

물질의 처치량에 따른 조직의 육안적 변화결과는

Fig. 1과 같다. SLS 1%를 2 ml, 3 ml, 4 ml로 나

누어 실험동물의 볼주머니 점막에 처치 한 후 육

안적인 발적 및 부종을 관찰 하였을 때 처치량에

따른 조직의 변화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Erythema

and eschar formation Numerical grading 또한 2.6

으로 모두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

터 물질의 처치량은 처치하기에 편한 4 ml로 설정

하였다.

2. 물질의 처치시간에 따른 조직의 변화

물질의 처치시간에 따른 조직의 변화결과는 Fig.

2와 같다. SLS 1%, Triton X-100 1% 이 유사한 정

도의 자극을 보였으며, Ethanol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극으로 나타났다. 처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자극

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23분에서는

Fig. 1. Macroscopical changes of mucosal membrane

according to the amount of material treatment. (A)

Picture of macroscopical examination (B) Mean

score of irritation.

Fig. 2. Macroscopical changes of mucosal membrane

according to the treatment time of material. (A)

Picture of macroscopical examination (B) Mean

score of irritation.

Fig 3. Macroscopic evaluation of oral mucosal irritation.

(A) Picture of macroscopical examination (B)

Mean score of irr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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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군에서 자극의 크기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자극의 강도는 SLS 1% ≒ Triton X-100 1% >

Ethanol 순으로 보였고, 가장 적절한 자극을 반영한

시간은 18분으로 판정되었다.

3. 구강점막 자극평가의 조건 검증

1) 육안적 자극평가의 조건 검증

구강점막 자극평가의 조건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

한 육안적 자극평가 결과는 Fig. 3과 같다. 앞의 실

험 결과를 토대로 물질의 처치량은 4 ml, 처치시

간은 18분으로 설정하여 적용하였다. 육안적 홍반

및 부종 등의 병변으로 자극의 정도를 측정한 결

과 물질간의 자극정도는 SLS 1% > Triton X-100

1% ≒ Hydrogen peroxide 3% > Ethanol >

Chlorhexidine 0.2% ≒ Chlorhexidine 2% > PBS

의 순으로 자극의 강도가 나타났다. 

2) 병리학적 자극평가의 조건 검증

구강점막 자극평가의 조건을 검증하기 위한 병리

학적 자극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육

Fig. 4. Microscopical evaluation of oral mucosal irritation. (A) Picture of microscopical examination (B) Mean score of

irr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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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적 자극평가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의 결과가 관

찰되었다. 자극의 강도는 SLS 1% > Triton X-100

1% ≒ Hydrogen peroxide 3% > Ethanol >

Chlorhexidine 0.2% & 2% > PBS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SLS 1% 에서는 강한 자극과 함께 출혈도 관

찰되었다. 

IV. 고 찰

구강조직은 각질층이 매우 얇고 혈관이 잘 발달되

어 있으며, 점막의 투과도가 높아 처치물질이 혈관

에 쉽게 도달할 수 있어 치약 및 구강세정제 등 접

촉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의한 자극평가에 용이하

다.8) 하지만 구강점막 자극 평가 방법은 실시자에

따라 조건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표준화된 시험법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ISO 10993-10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Part 10: Tests for irritation and

skin sensitization7)을 응용한 구강점막 자극평가에서

시험물질의 처치량과 처치시간에 따른 실험조건을

설정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햄스터를 이용한 구강점

막자극시험에서 볼주머니에 시험물질을 처치한 후

봉합을 하였으나 Piliero 등(1979)9)의 연구에서 봉합

에 의한 구강점막 표피각증화(Keratonization) 현상

과 염증세포의 침윤이 나타났다고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점막 자극평가에서 봉합을 하지

않고 시험물질 자체의 자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하였다. 시험물질의 처치량에 따른 구강점

막 자극 평가에서 처치량은 실험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조직에 전체적으로 물질이 충분히

도포될 수 있는 량을 선정하기 위하여 처치량을 4

ml로 선정하였다. 또한, 구강점막의 시험물질의 처

치시간에 따른 자극정도의 비교에서는 처치시간이

길어질수록 구강점막의 자극이 심하게 나타나는 결

과가 보였다. 18분 정도에서는 저 자극군과 고 자극

군의 차이가 명확히 보였으며, 시간이 더 경과되면

저 자극군의 자극도 너무 심해져 고 자극군과 차별

화가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시험물질 처치시간은 18

분으로 결정하였다. Bourrinet 등(1995)4)의 연구에서

는 14일간 1일 2회, 1분 동안 0.5 ml의 시험물질을

노출하여 실험물질간의 자극정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일 4회 18분 동안 4 ml의 시험물질을

노출함으로서 물질 처치량과 처치시간이 늘어났으나

실험기간은 상당히 줄어들어 동물에게 미치는 고통

이 감소되었다고 생각된다. 

결정 된 실험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Triton X-100

1%, SLS 1%, Hydrogen peroxide 3%, Chlorohexidine

0.2%, Chlorohexidine 2%, Ethanol, PBS를 이용하

여 실험을 진행하고 육안적 관찰과 병리학적 관찰을

통해 각 물질의 자극의 강도를 나타내었다. Triton

X-100는 인공구강모델인 EpiOral의 positive control

로 사용되어진 물질이고, Sodium lauryl sulfate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이며 Hydrogen peroxide와

Chlorohexidine는 각각 치아 미백원료, 향균원료로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물질이다. 육안적 관찰과 병

리학적 관찰결과가 모두 유사하며, 특이사항은 없었다.

대부분의 구강점막자극 실험들은 치약, 구강치료

약 등 최종 구강제제를 대상으로 자극을 비교 하는

실험들이 대부분이며,10,11) 그 내부 구성성분들에 대

해 각각 구강점막 자극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한

논문은 SLS나 triclosan 등 몇몇 이슈 성분들의 구

강상피세포의 염증발현여부에 국한되어져 있다.12) 이

번 연구는 점막자극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

한 원료들에 대해 조건 확립된 시험법에 의거하여

자극성을 평가하여 결과를 제시 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가지며, 추후 각 성분들에 대한 자극 비교

자료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햄스터를 이용한 구강점막 자극평

가에서 가장 적합한 처치량과 처치시간 등의 조건을

결정하여 제시하였으며, 이 조건은 추후 다양한 물

질의 자극평가를 통한 추가적인 검증실험 등이 요구

되어지지만, 이후 공식화 된 시험방법으로 구강 점

막 자극 평가가 필요한 다양한 시험물질의 평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연구에

서 수행된 다양한 물질의 구강점막자극 결과는 추후

자극 비교 자료로 활용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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