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대한화상학회지 제 22 권 제 2 호
Journal of Korean Burn Society
Vol. 22, No. 2, 30-33, 2019

ORIGINAL ARTICLE

화상 재건을 위한 식피술 공여부의 반흔 관리에 있어 TRPM8 Agonist 제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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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sibility of TRPM8 Agonist Agent for Management of Skin Graft Donor Site
Jangyoun Choi, M.D., Ph.D., Ee Room Jung, M.D., Jin Tae Cho, M.D., Bommie Florence Seo, M.D., Ph.D.,
Jong Yun Choi, M.D., Ho Kwon, M.D., Ph.D. and Sung-No Jung, M.D., Ph.D.
Department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Uijeongbu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Uijeongbu, Korea
Purpose: Wound healing and scar management of donor site after skin graft should not be overlooked. Patients continue to
complain of dryness, itching sensation. Such discomfort can cause irritation to the patients and lead to delayed healing or secondary infection. Thus, the author predicted Eucalyptus Oil, which acts on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Melastatin 8 would be
effective in regulating scar by reducing itching sensation in donor site when combining conventional silicone materials.
M ethods: The study was performed on 30 patients who underwent split thickness skin graft with lateral thigh as donor site between January 2017 and August 2018. First, primary evaluation of fully epithelized donor site scar three weeks after surgery
was conducted. Control group (n=15) applied silicone gel (Kelo-cote, USA) solely two times a day. study group (n=15) applied
Eucalyptus oil, combined with silicone gel. After 3 months of follow up, donor scar was evaluated using Vancouver scar scale
and VAS scores of subjective patient reports regarding pain and itching sensation.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both groups showed stable scar improvement comparing scar quality for 3 months. After 3
months, scar quality in study group showed superiority in pigmentation, pliability and pruritus compared to control group.
Conclusion: Application of Eucalyptus Oil combined with conventional silicone gel is favorable to scar management and may
give additional benefit of alleviating pruritis symptoms. (J Korean Burn Soc 2019;22:3 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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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환자에게 불편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지하지 못

서

하는 사이에 긁는 행위를 통해 상처 치유의 지연 혹은 2차

론

감염을 야기시킨다. 게다가 이러한 치유의 지연은 미용적
넓은 부위의 표피 및 진피의 손실이 동반되는 부분층 식
피술 공여부의 창상치유 및 흉터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창

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흔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
한 적절한 증상 조절은 필수적이다.

상 치유가 일어나는 동안 환자들은 통증뿐만 아니라 피부

저자들은 피부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온도 수용체

의 건조함과 가려움을 항상 호소한다1). 가려움증(소양증,

(Thermoreceptor)인 TRPM8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itching, pruritus)은 긁고자 하는 욕망을 유발시키는 피부

Melastatin 8)에 작용하여 한랭감을 유발하는 유칼립투스오

2)

의 독특하고 불쾌한 감각을 의미한다 . 가려움증은 지속적

일(Eucalyptus Oil)이 식피술 공여부의 반흔 조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Eucalyptus Oil을 실리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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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혼합하여 식피술 공여부에 적용하였을 때 실리콘 제
재 단독 사용에 비해 유의한 통증 완화 및 흉터 개선의 효
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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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을 가진 환자는 제외하였
다. 공여부의 위치는 모두 대퇴 외측이었으며, 부분층 식피

대상 및 방법

의 두께는 0.3 mm로 동일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 사이의 대퇴 외측

먼저 모든 환자들에 대해 식피술 공여부에 대한 추적 관

을 공여부로 한 부분층 식피술 시행 환자 30명(남성 19명,

찰을 시행하여, 수술 후 3주 경과 시점에 공여부의 완전 상

여성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반흔에 대한 주관적 평가

피화 여부를 확인하고 흉터의 1차 평가를 시행하였다. 대조

능력이 부족한 소아는 제외하였고, 당뇨 등으로 인해 말초

군(n=15)의 경우 실리콘 제재 (Kelo-cote, USA)를 하루 2회

신경병증을 갖고 있거나, 아토피, 자가면역질환 등 피부의

적용하게 하였다. 실험군(n=15)의 경우 실리콘 제재와 함께
Eucalyptus oil을 1:1의 비율로 섞어 2회 병용 도포하게 하
였다(Fig. 1). 3개월의 추적 관찰 후 Vancouver Scar Scale을
이용하여 의료인이 흉터를 평가하였고, 동시에 5점 VAS 척
도를 통해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과 소양감을 평가하였다.
통계 분석은 R statistical software를 이용하여 Student
T-test를 시행하였다.

결

과

각 군 내에서 3개월 사이의 흉터 양상을 비교한 결과, 두
군 모두 안정적인 흉터 호전 양상을 보여, 반흔 성숙을 저해
하는 요인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Fig. 2).
약물 도포 시작 전에 평가한 Scar quality는 혈관화, 색소

Fig. 1. Photograph showing the fluidity and texture of both
Eucalyptus Oil (left) and silicone gel (right).

침착, 흉터높이, 유연성, 통증, 소양감 항목에 대해 모두 유

Fig. 2. Intra-group analysis of scar quality shows that there was no disturbance in scar maturation in both groups.

Table 1. Initial Scar Scale Values after Healing of Donor Site (T-test,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Vascularity

Mean
SD
P-value

Pigmentation

Height

Pliability

Pain

Itching

Control

Study

Control

Study

Control

Study

Control

Study

Control

Study

Control

Study

1.53
0.52

1.60
0.51

1.73
0.80

2.07
0.70

1.53
0.64

1.53
0.64

2.53
0.52

2.47
0.64

2.80
0.77

2.33
0.98

3.80
0.77

4.13
0.74

0.36

0.07

0.50

0.36

0.06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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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Scar Scale Values after 3 Months of Follow Up (T-test,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Vascularity

Mean
SD
P-value

Pigmentation

Height

Pliability

Pain

Itching

Control

Study

Control

Study

Control

Study

Control

Study

Control Study

Control

Study

1.20
0.41

1.47
0.52

1.53
0.74

0.76
0.74

0.80
0.77

0.93
0.88

0.80
0.41

0.40
0.51

1.47
1.53
0.52
0.52
0.38

3.07
0.96

2.40
0.74

0.08

0.01

0.34

0.01

0.02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약물 도포 시작 전부터 존재하였
던 흉터 특성의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을 먼저 확인
하였다(Table 1). 도포 3개월 이후 평가한 Scar quality의 경
우, 색소침착(대조군 1.53±0.74, 실험군 0.76±0.74, P=0.01),
유연성(대조군 0.80±0.41, 실험군 0.40±0.51, P=0.01), 소양
감(대조군 3.07±0.96, 실험군 2.40±0.74, P=0.02)에서 실험군
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육안 검사 상으로도 피
부의 유연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고

찰

식피술 공여부의 소양감은 환자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는
증상이지만 소양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특
히 넓은 면적의 식피술을 시행받았을 경우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긁음으로 인해 환부의 2차 감염을 유발할 뿐 만 아

Fig. 3. Clinical photograph of donor site after three months
(left:control group, right:experimental group). Experimental
group using both Eucalyptus Oil and silicone gel showed
superiorty in pigmentation, pilability and pruritus compared to
control group.

니라 수면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삶의 질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중요도 높은 증상이다3). 일반적인 수준의 보

afferents)로의 신경전달속도(nerve conduction velocity) 를

습,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등의 경구 투여를 처방할 수 있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5).

으나 약물의 경우 장기 복용이 어렵고 보습만으로 소양감

동 연구의 대조군 및 실험군에 동시 사용된 실리콘 제재

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화상으로 인한 식피술 시

는 반흔 관리에 있어 표준 치료로 여겨지는 방법이다. 실리

행 환자의 소양감 해결 방법이 절실하다4). 이에 본 연구에

콘제재의 반흔개선에 대한 주요 기전으로는 (i) 밀폐를 통

서는 일반적으로 식피수술후 반흔 관리를 위해 널리 사용

해 각질층의 수분을 공급하고 조절하여 상처 또는 흉터를

되는 실리콘 제재의 사용에 더하여 한랭감각을 유발하여

부드럽고 연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ii) 흉터 부분을 세균

소양감에 호전을 주는 Eucalyptus Oil을 병용하였을 때 환

으로 보호하여 추가적인 감염의 위험을 방지하며, (iii) FGF

자의 불편감이 호전될 수 있고, 소양증으로 인해 무의식적

(fibroblast growth factor)-β 및 TGF (tumor growth factor)-β

으로 반흔에 가해지는 긁음상처의 예방으로 반흔의 질 또

등의 성장인자들을 조절하여 섬유모세포에서 콜라겐의 과

한 개선할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증식을 억제하고, (iv) 가려움증 및 다른 불편한 증상을 개

일상 생활에서 가려움증을 해소하기 위해 한랭 감각을
이용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행해지는 매우 일반적이

선하여 추가적으로 상처 또는 흉터 부위의 증상을 악화시
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고 오래된 조치이다. 하지만 한랭 감각과 소양감각 사이의

실험군에 적용한 Eucalyptus Oil 은 한랭 감각 부여의 기

분자적 생리기전의 규명은 최근에 이루어졌다. Palka 등의

능을 할 수 있는 물질 중, 피부에 적용하기에 가장 유리한

연구에 의하면 소양증 백서 모델에서, TRPM8 녹아웃 군에

성상을 지니고 있다. 피부에 차가운 느낌을 부여하는 수단

서는 한랭감각을 유발하여도 피부긁기, 핥기 등의 행동빈

은 증발, 신경 감각 성분, 또는 상 변화 물질과 같은 물질을

도가 감소되지 않은 반면, TRPM8 발현 군에서는 한랭감각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증발 및 상 변화 물질과 같은 물리

부여 시 소양감을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행동 빈도가 통계

적 제제의 사용은 피부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증

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함을 입증하였다. 이는 한랭감각이

발은 실질적으로 축축한 제품 또는 제제를 요하고 공기 중

TRPM8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소양수용체(pruriceptive

에 노출을 시켜야 하므로 반흔관리에 있어 부적절하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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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물질은 극적인 온도 변화를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있

CONFLICTS OF INETEREST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Eucalyptus Oil은 쉽게
넓은 면적에 도포할 수 있고 증발하지 않는 유체 성상을
None.

띄고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ucalyptus Oil이 한랭감각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전은 신
경세포 내 수용체와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5,8). 한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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