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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리피판술 시행시 허혈상태에서 조직손상이 일어나는 것

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허혈조직에 재관류가 이루

어지면서 조직손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재관류 손상’

의 개념은 최근에서야 정립되기 시작하 다1,2). 허혈-재관류

손상의 기전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연관되어 있는데 그 중

에서 중성구는 유리산소기의 중요한 근원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재관류손상에 한 중성구의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피판의 손상범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3-5).

Lee 등은 cyclophosphamide에 의해 유도된 중성구감소증

에서 근피부 피판의 생존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하 고6),

Vedder 등은 백혈구-내피 유착분자인 CD18에 한 항체

를 사용하여 중성구에 의해 유도된 조직 손상의 감소를 보

고하 다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 사용된 약물들이 부

분 실험적이고 고가이면서 임상적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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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야기할 수 있다. 독성이 없고 저렴하며 임상적으로 적용

할 수 있으면서 중성구에 의해 매개되는 허혈-재관류손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약물로서 L-arginine이 광

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L-arginine은 일산화질소 합성효소에 의해 일산화질소로

전환된다. 혈관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내피의존성 이완인

자인 일산화질소는 여러 생리 기관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

고 있으며8-10), 허혈-재관류 조직에서 혈관내막과 중성구의

유착을 억제하여 피판의 생존에 유용한 효과를 미친다고 보

고되고 있다9-12).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허혈성 피판에서 백혈구뿐만 아니

라 비만세포의 수도 역시 증가한다13). 허혈-재관류 손상에

서 이 비만세포의 역할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비만세포에

서 분비되는 주요물질 중 하나인 histamine의 작용을 차단

하 을 때 비만세포의 수와 피판 괴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관류전에 일산화질소의 전구물질

인 L-arginine의 투여가 피판생존을 개선시키는지, 또한

antihistamines를 투여하여 histamine의 작용을 차단시키

는 것이 피판 생존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양 실

험군간의 효과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피판생존율을 향상시

키기 위해 어떤 경로로의 접근이 보다 효과적인지를 알아보

고자 하 다. 

Ⅱ.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방법

동일 조건하에서 사육된 체중 200-250g 정도의

Sprague-Dawley계 수컷 백서 15마리를 사용하 다. ket-

amine chloride (Ketalar�, Yuhan, Korea) 100mg/kg과

xylazine hydrochloride (Rompun�, Bayer, Korea)

10mg/kg을 혼합하여 백서의 퇴부에 근육주사하여 전신

마취한후 복부와 서혜부를 삭모하고 베타딘 용액을 도포하

여 소독하 다. 복부에 양측으로 정중선을 내측경계로 하는

5×3cm 크기의 피판을 작도한 후 하복부동맥 및 정맥을 혈

관경으로 하는 복부 도서형 피판을 거상하 다. 수술현미경

을 이용하여 하복부 동, 정맥의 기시부에서 원위쪽으로

1cm되는 지점까지 퇴 동, 정맥을 서혜인 로부터 박리한

다음 하복부 동, 정맥을 미세혈관 겸자(2-3Gm/㎟, S&T

Co., Switzerland)로 잡아 피판을 허혈상태로 만들었다.

혈장 흡수(plasmatic imbibition)에 의한 피판의 양공급

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술용 장갑을 피판크기로 잘라 피판

아래에 삽입한 후 피판을 다시 원위치시켜 봉합하 다. 하

복부피판을 시행하 던 과거의 연구들14,15)을 토 로 하여

피판의 괴사와 생존의 분기점을 8-10시간으로 잡았으며,

본 실험에서는 이를 참조하여 10시간동안 허혈상태를 유지

하 다. 10시간 허혈상태 유지 후 동물을 다시 마취하고 피

판 일부의 봉합사를 제거한 후 미세혈관 겸자를 제거하여

재관류시킨 다음 다시 봉합하 다. 

실험동물은 다음과 같이 5군으로 분류하 다. 

1군(n=6) : 허혈상태를 만들지 않음.

2군(n=6) : 10시간 허혈상태를 유지한 후 재관류시킴.

재관류 30분 전에 생리식염수 1ml를 복강내

투여

3군(n=6) : 10시간 허혈상태를 유지한 후 재관류시킴.

재관류 30분 전에 H1 수용체 봉쇄약물인

diphenhydramine(50mg/kg, Sigma,

U.S.A.)을 복강내 투여

4군(n=6) : 10시간 허혈상태를 유지한 후 재관류시킴.

재관류 30분 전에 H2 수용체 봉쇄약물인

cimetidine(250mg/kg, Tagma�, Sams-

ung, Korea)을 복강내 투여

5군(n=6) : 10시간 허혈상태를 유지한 후 재관류시킴.

재관류 30분 전에 일산화질소의 전구물질인

L-arginine(300mg/kg, Sigma, U.S.A.)

을 복강내 투여

2. 조직 생검 및 세포 수 측정

재관류 개시 10시간 후에 동물을 다시 마취한 후 각 피판

의 중앙으로부터 직경 6mm의 조직생검을 시행하 다. 생

검조직을 10% formalin에 고정한 후 각 조직에 해 4㎛

두께의 절편을 작성하여, 중성구를 관찰하기 위한 hema-

toxyline and eosin (HE)염색과 비만세포를 관찰하기 위

한 toluidine blue염색을 시행하 다. 비만세포와 중성구의

수를 400배율에서 20회씩 측정하여 그 합을 기록하 다. 

3. 피판 괴사율 측정

재관류후 7일째 동물을 다시 마취시킨 후 괴사된 조직의

면적을 셀로판용지에 옮겨 그려 측정하 고, 구분구적법을

이용해 괴사범위를 계산하 다. 원래의 피판면적에 한 괴

사된 피판 면적의 비를 백분율로 표시하 다. 

4. 통계적 분석

모든 측정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각 군 사이

의 통계적 유의성은 Kruskall-Wallis test와 Mann-

Whitney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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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성적

1. 피판 괴사율

허혈에 노출되지 않은 1군에서 피판 괴사율은 0.57 ±

0.96%로 괴사는 거의 일어나지 않은 반면 10시간의 허혈

후 재관류시킨 2군은 61.28 ± 19.58%의 괴사율을 보

다. 재관류 30분전에 diphenhydramine, cimetidine, L-

arginine을 투여한 군에서는 각각 21.35 ± 7.24%, 24.56

± 23.14%, 13.55 ± 6.23%를 나타내었다 (Table 1).

Kruskall-Wallis test에서 각 군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p=0.000), Mann-Whitney test를 시행한 결과 3,

4, 5군 모두 조군으로서 식염수만 투여한 2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p < .05) (Table 2). 또한 약물투여군 중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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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rcentage of flap necrosis on the seventh day
after reperfusion.

Fig. 2. Group 1 at 7 days after the reperfusion. Fig. 3. Group 2 (control group) at 7 days after the reperfu-
sion.

Fig. 4. Group 3 at 7 days after the reperfusion. Fig. 5. Group 4 at 7days after the reperfusion. 



판 괴사율은 5군, 3군, 4군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각 5군, 4

군, 3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ig. 1-6).

2. 중성구 수 측정

중성구 수는 1군에서 가장 낮고 조군인 2군에서 가장

높았다 (Table 1). 약물 투여군 중에서는 5군, 3군, 4군의

순으로 나타났고, 모두 조군인 2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3가지 약물이 모두 중성구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Table 2). 중성구 감소효과는 L-argi-

nine, diphenhydramine, cimetidine의 순서로 나타났으

나 L-arginine과 cimetidine 사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

었을 뿐, diphenhydramine과 cimetidine 사이,  L-argi-

nine과 diphenhydramine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Fig. 7).  

3. 비만세포 수 측정

비만세포 수는 1군, 3군, 4군, 5군, 2군의 순으로 낮게 나

타났다 (Table 1). Mann-Whitney 비모수검정법으로 두

군 간의 유의성을 통계 처리한 결과, 약물 투여군 중 3군과

4군은 조군과 비교하여 비만세포 수가 유의한 감소를 보

으나(p< .05), 5군은 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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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roup 5 at 7days after the reperfusion. 

Fig. 7. Neutrophil counts after 10 hours of reperfusion. Fig. 8. Mast cell counts after 10 hours of reperfusion.

Table 1. Neutrophil Counts, Mast Cell Counts and Flap Necrosis(%) after 10 hours of Reperfusion

Group Neutrophil count Mast cell count Flap necrosis(%)

Group 1
110.17 ± 20.35 35.17 ± 8.40 0.57 ± 0.96

(non-ischemic)

Group 2
320.33 ± 56.56 107.67 ± 27.35 61.28 ± 19.58

(ischemic+saline)

Group 3
225.17 ± 51.75 63.83 ± 14.26 21.35 ± 7.24

(ischemic+dyphenhydramine)

Group 4
232.17 ± 29.29 67.00 ± 15.97 26.05 ± 12.62

(ischemic+cimetidine)

Group 5
167.50 ± 47.94 86.17 ± 11.79 13.55 ± 6.23

(ischemic+L-arginine)



았다(p >.05). 또한 3군과 4군의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아(p >.05) 비만세포 수의 감소에 있어 diphen-

hydramine과 cimetidine의 효과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Fig. 8). 

Ⅳ. 총괄 및 고찰

미세수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리피판의 성공률이 상당히

증가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전형성과 허혈성 괴사

는 유리피판의 성공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허혈과 관련된 미세혈관 손상의 상당부분이

허혈성 조직에 혈류가 재개되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이러한‘허혈-재관류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14,15). 허혈과 재관류에 노출된 조직

에 한 연구들을 통해 후모세관정맥에서 단백질 유출 및

백혈구의 유착과 유주의 증가로 특징지워지는 급성염증반

응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6,17). 백혈구와 혈관내피 사

이의 유착은 생체의 정상 자가방어기전에 중요한 현상이지

만 허혈-재관류로 인한 조직손상의 기전에서는 재관류시 발

생된 산소유리기, peptide, protease 및 혈관작용물질 등의

여러 독성물질에 의해 자극된 중성구가 미세혈관 내벽에 유

착되고 protease와 oxidants를 유리하여 정상 내피를 파괴

하여 부종, 출혈, 혈전, 조직괴사 등을 유발하게 되고, 중성

구들 사이에도 서로 유착이 일어나 미세혈관을 폐쇄하여 허

혈상태를 더욱 조장하게 된다. 또 혈관내벽에 유착된 호중

구와 혈관내피 사이에는 보호 미세환경(protected

microenvironment)이 형성되어 순환하는 antiprotease나

antioxidant가 유착부에 작용할 수 없어 손상을 억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착단계를 차단함으로써 조직손상

을 줄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18,19). 

Furchghott 등20)이 혈관내피로부터 혈관 이완 인자

(endothelium-derived relaxing factor: EDRF)가 분비

되어 혈관의 경축 (vessel spasm)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보

고한 이후, 1987년 Moncada 등8)의 연구에 의하여 EDRF

의 본체가 일산화질소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산화질소는

일산화질소 합성효소에 의해 기질물질인 L-arginine이 L-

citrulline으로 변환되면서 부산물로 생성되고, 이는 심장혈

관계를 포함하여 신경계, 면역계 등 다른 기관에서도 이루

어지며, 생리적 조건하에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21). 재관

류 손상기에 내피세포로부터의 일산화질소 유리가 훼손되

며11,22), 이 시기에 투여된 일산화질소는 혈관내피의 기능을

보존하고 심근 손상의 범위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23).

이것은 중성구에 한 일산화질소의 효과, 특히 유착을 방

해하는 효과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9,24). 믿을만

한 일산화질소의 투여는 그것의 상당히 짧은 반감기와 휘발

성, 그리고 자유라디칼로서의 잠재적인 독성 때문에 기술적

인 어려움이 있다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산화질소 신

에 L-arginine을 사용하 는데, L-arginine이 일산화질소

합성효소의 주된 기질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L-arginine을

투여해주면 일산화질소의 생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11,26).  

일산화질소가 혈류를 유지시켜 조직손상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뇌조직 및 분리된 심근에서 량생산된

일산화질소가 조직손상을 야기시켰다는 보고들27,28)도 나오

고 있고 실제로 일산화질소 억제제가 현재 임상적으로 시험

되어 허혈성 뇌경색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산화질소 합성효소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

나는 구조형 일산화질소 합성효소로서 내피세포 및 신경원

에 존재하고, 이는 세포질내 칼슘이온 유입의 증가에 의해

일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생성된 일산화질소는

cyclic AMP를 증가시켜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혈소판 응집

을 억제하며 혈관내피와 중성구의 유착 및 응집을 억제시킴

으로써 생체의 생리학적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1). 그러나 식세포에 존재하는 칼슘이온 비의존

성 일산화질소합성효소는 몇몇 종류의 화학주성인자가 생

체내에서 분비된 경우, 세포내 칼슘이온과 상관없이

mRNA가 발현되어 활성화되고, 이때 생성되는 일산화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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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tistical significance by Mann-Whitney test (p-value)

Group Neutrophil count Mast cell count Flap necrosis

1 vs 2 0.004 0.004 0.003

1 vs 3 0.004 0.004 0.003

1 vs 4 0.004 0.006 0.003

1 vs 5 0.030 0.004 0.003

2 vs 3 0.025 0.010 0.004

2 vs 4 0.010 0.016 0.016

2 vs 5 0.004 0.200 0.004

3 vs 4 0.522 0.747 0.631

3 vs 5 0.150 0.025 0.078

4 vs 5 0.025 0.055 0.078



는 직접 자유라디칼로 작용하든지 혹은 활성산소와 반응하

여 peroxynitrite를 생성함으로써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유

발한다21). 생체에 한 일산화질소의 이러한 상반된 작용으

로 인해, 허혈-재관류와 같은 조건에서 일산화질소가 어떻

게 작용하는지에 해 논란의 상이 되고 있다. 본 실험결

과 L-arginine을 재관류 직전에 투여했을 때 중성구의 수가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조군인 2군에 비해 320.33±56.56

에서 167.50±47.94로 유의하게 감소하 고, 피판의 괴사

도 61.28±19.58%에서 13.55±6.23%로 유의하게 감소

하 다. 따라서 L-arginine이 일산화질소로 전환되고 이것

이 피판내 허혈 후 중성구의 유착을 방해하여 재관류손상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Corderio 등은 L-arginine의

이러한 효과가 일산화질소에 의해 매개되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일산화질소의 선택적 길항제인 N-nitro-L-argi-

nine methylester(N-NAME)를 L-arginine과 함께 투여

했을 때 L-arginine의 보호효과는 상쇄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13). 이것은 L-arginine에 의한 보호효과의 기전이 실제

로 일산화질소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L-arginine의 보호효과가 전적으로 일산화질소 공

여효과에 의한 중성구 유착의 억제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

성도 제시되고 있다. 즉, 활성화된 혈소판과 비만세포로부

터 유래한 물질들도 혈관유출에 기여할 수 있고 일산화질소

전구물질이 이러한 세포들을 안정화 혹은 불활성화시킴으

로써 조직을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29,30).

예를 들어 비만세포는 허혈-재관류손상과 관련하여 혈소판

활성인자(PAF), histamine, leukotriene, superoxide

anion 등을 유리하며 백혈구 유착, 혈소판 응집 및 혈관투

과성 증가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33). 일산화질소

공여물질들이 후모세관정맥에 축적되는 비만세포의 세포막

을 안정화한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34-36). 본 실험에서도

L-arginine 투여군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조군

에 비해서 비만세포의 수가 감소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

하고 있다. 

비만세포, histamine, 중성구에 의해 매개되는 조직손상

의 복잡한 기전은 다른 실험들의 결과에서도 제시되고 있

다. 사람의 결막 상피모델에서 Weimer 등37)은 히스타민이

상피세포의 H1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염증성 화학주성인자

를 유리시킨다고 하 고, 다른 저자들은 antihistamines를

투여함으로써 전신적인 비만세포형성과, 상피세포로부터의

염증성 화학주성인자의 유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38).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염증반응과 조직손상에

서의 histamine매개의 역할을 지지하고 있고 백서의 임의

형 피부피판에서 피판의 생존을 향상시켰다는 보고가 있었

으나 허혈-재관류손상에서의 histamine의 역할에 한 연

구는 없었다. Histamine은 비만세포에서 유래한 주요 매개

물질로서, 급성염증반응시 혈관투과성을 증가시키고, 특히

혈관내피의 결합자인 P-selectin을 상향조절하여 백혈구의

rolling을 개시하도록 한다39,40). Yamaki 등41)은 histamine

을 복강내 투여했을 때 세정맥의 백혈구 농도가 전신적인

백혈구 농도보다 최고 50배까지 용량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더구나 histamine에 의해 유도된 백혈구

침윤이 거의 전적으로 백혈구의 rolling에 의존한다는 사실

도 확인하 다. 본 실험결과에서는 antihistamines를 재관

류전에 투여한 3군 (H1 수용체 봉쇄약물), 4군 (H2 수용

체 봉쇄약물)에서 조직내 비만세포의 수 뿐만 아니라 중성

구의 수도 유의하게 감소하 고 피판의 생존율도 역시 유의

하게 증가되었다. 따라서 허혈-재관류손상시 비만세포로부

터 유리된 histamine이 백혈구의 침윤을 야기하여 조직손

상을 심화시킨다는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항히스타민제

를 재관류 전에 투여함으로써 이러한 조직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또한 주목할만한 점은 허혈-재관류손상에서 각 히스타민

수용체 봉쇄약물의 상 적인 기여도로서, 이와 관련해

Asako 등40)은 histamine에 의한 백혈구의 rolling은 H1

수용체 봉쇄약물에 의해 차단되지만, H2 수용체봉쇄약물에

의해서는 향받지 않았다고 하 고, 반 로 Ley 등42)은

H2 수용체 봉쇄에 의해 상당히 감소한 반면 H1 수용체 봉

쇄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하 다. 본 실험을 통해서는

H1 수용체 봉쇄약물로 diphenhydramine 50mg/kg, H2

수용체 봉쇄약물로 cimetidine 250mg/kg을 복강내 투여

하 으며, 그 결과 양 군에서 모두 조군에 비해 비만세포

와 중성구 수의 유의한 감소를 보 으며, H1과 H2 수용체

봉쇄약물의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관찰할수 없었다(p

>.05).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투여용량과 경로, 실험모델에

서의 차이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아직 이에 한

명확한 기전의 이해는 부족한 편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인체에 독성이 적으면서도 허

혈-재관류손상을 적절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약물 중 실제 임상적용 가능성이 높은 L-arginine과 anti-

histamines를 선택하여 피판 생존율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

하 으며, 비록 이런 약물들이 피판의 괴사를 억제하는 기

전을 밝히는 데 있어서 실험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선학들

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성구와 비만세포의 수를 측정함

으로써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실험결과를 토

로 이후의 실험은 그 정확한 기전을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백서의 복부에 도상피판을 형성한 후 미세

혈관겸자를 이용해 혈류를 차단하고 이를 재관류시킴으로

써 미세혈관문합에 의한 유리피판술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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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재관류 30분전에 L-arginine과 diphenhy-

dramine, cimetidine을 각각 투여하여 각 약물이 조직의

허혈-재관류손상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L-arginine 투여시 조직내 중성구의 수, 피판괴사율이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다. 비만세포의 수도

조군에 비해 감소하 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2. H1, H2 수용체 봉쇄약물 투여시 중성구의 수, 비만세포

의 수 및 피판괴사율이 모두 조군에 비해 감소하 고,

그 효과에 있어 H1과 H2 수용체 봉쇄약물 사이에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3. 피판의 생존율의 개선효과는 L-arginie, diphenhy-

dramine, cimetidine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세혈관문합에 의한 유리 피판술시 재관

류전에 L-arginine과 H1, H2 수용체 봉쇄약물을 전신투

여 함으로써 피판의 허혈 및 재관류기전을 개선하여 피판

생존율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향후 약물기

전연구 및 많은 개체수의 동물로서 실험 등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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