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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만성창상(족부궤양, 화상)은 우리 주변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질병중 하나가 되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다양
한 창상피복재 및 성장인자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치료 기간이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으로, 이 부분을 보안
하기 위해 미세전류를 통한 세포 재생 및 성장인자의 효과 증진
의 가능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1. 서

론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삶은 윤택해지고 수명은
연장되었다. 하지만 특수질환의 증가나 안전사고 등으로 조직
및 장기 의 기능 상실 혹은 손상이 증가되었다. 그중에서 피부
결손은 인간에게 발생되는 가장 흔한 질병 중의 하나이다. 피부
결손 질환의 치료법으로, 원인 과 질환에 따라 보존적인 상처
치유로부터 피부 이식 혹은 절단 등 다양한 치료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피부 만성창상의 경우 치료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 이는 환자에게 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는 부분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치료효율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검토 되고 있다. 그중 한 방법인 미세전류 제어를 활용하여 세
포 재생을 촉진 시키고, 이를 통하여 피부 만성창상 치료의 효
율 증진 가능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미세전류(uA) 구현 및 시험환경 구축

기존의 미세전류(uA)통한 피부 및 세포 재생관련 실험 및 논
문들이 100 ~ 800 uA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전류에 노
출되는 시간 또한 비교적 짧고 자주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
되고 이를 통하여 미세전류에 치료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하
지만 본 원고 에서는 더 낮은 전류 1 ~ 100 uA 대역의 미세전
류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하며, 전류 파형도 direct current,
pulsed current 두 가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회로를 구현 하
였다. 그리고 정 전압 방식이 아닌 정 전류 방식으로 구현하여,
부하가 변동하여도 출력 전류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전류 제어
는 1uA , 100us 단위로 제어함으로 다양한 조건의 출력 전류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 Square wave current (1~200uA)

<그림 1> Direct current 는 구현 회로의 출력전류를 측정한
사진으로, 오실로스코프 전류 프로브로는 측정에 어려움이 있어
LabVIEW DAQ 에 저 전류 측정모듈을 활용하여 측정한 사진
이다. <그림 2> Square wave current 는 동일한 회로로 구형파
를 측정한 사진으로 출력전압, Duty, 주파수, 동작시간 및 휴식
시간 등을 설정 출력 여부를 검증한 사진이다.
2.2.1 미세전류를 통한 세포재생 실험

미세전류 1 ~ 100 uA가 세포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공통으로 적용될
기본적인 세포 실험 환경을 설정 후 전류의 실험조건 만 변경하
여 실험을 반복하였다. 공통으로 적용될 실험조건은 세포 및 세
포재생 관련 환경 조건이다. 변경 조건은 출력 전류 및 전류 자
극 시간 혹은 기간에 관련된 조건이다.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실험 시 공통 및 변경 조건

공통 조건
변경 조건

<그림 1> Direct current (1~500uA)

분류
Materials
Terms of
experiment

상세 조건

HaCa T cell , FBS,
DMEM medium, DPBS,
T-75 flask, 1ml steril tip
Cell seeding cons : 1×10⁶
Parameters of incuator :
5% CO₂, 37°C

output current, pulsed.
frequency,
Electrical options Duty,
Operating time,
Operation period

<표 1>과 같은 조건으로 direct current 와 pulsed current
(Square wave current) 의 세포 재생 성능비교는 pulsed
current가 더 좋게 나왔다. 오히려 direct current의 경우 세포
재생의 성능향상 효과가 미비하였다. pulsed current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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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current, Duty, frequency, Operating time,
Operation period 의 조건들을 각 cell 마다 변경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그중 세포재생 결과가 좋은 조건은 다시
5회 반복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2> 세포재생 성능 결과 및 실험조건
실험조건
Materials - HaCa T cell, DMEM medium, Trypsin, FBS, DPBS, T-75 flask,
1ml sterile tip
Terms of experiment - cell seeding cons : 1 X 106,
Parameters of incubator : 5% CO2 at 37 ˚C
Electrical stimulation options - Control(0 uA),10,50,100,200 uA pulsed current
Duty cycle : 90 %, frequency : 2 Hz, 3 hours per day stimulation

3. 결

<표 2>의 0uA는 어떠한 전류 자극도 없는 비교군 으로
이 결과 보다 좋은 결과의 전류 자극 조건을 찾는 것
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
듯 필요 이상의 전류에서는 오히려 세포재생을 억제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특정 전류 조건 즉 10uA,
Duty 90%, 2Hz, 하루에 동작시간 3시간 에서는 비교군보
다 빠르게 세포가 재생되어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참고하여 성장인자와 함께 사용 시 세포재생의
성능 실험을 진행 하였다.
써

2.2.2 성장인자 와 미세전류를 통한 세포 재생 실험

<표 3> A0실험은 비교군인 외부적 요소가 없는 세포 재생의
실험 결과이다. D0은 성장인자(FGF7)를 세포재생 실험에 사용
했을 때 실험 결과이다. 같은 조건의 3일후 재생된 세포의 분포
나 밀도가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를 보면
가장 좋은 실험 결과를 보여준 10uA 기준의 square wave
current를 입력 후 125 ng/ml의 성장인자(FGF7)를 처리한 실험
군에서 세포 재생 결과가 가장 좋았으며, 그 결과는 <표 3>의
D10 실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이상의 전류입력은
오히려 세포 재생을 억제하는 것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다.

성장인자는 피부 만성창상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전류의 자극이 성장인자의 세포재생에 효과
를 증대시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미세전류 자극의 효용성
을 검증해볼 가치가 있다. <표 3>은 성장인자(FGF7)와 미세전
류의 효용성을 실험해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표 2>의 외부적
요소가 없는 세포재생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다양한 조건의 외
부적 요소를 추가 변경하여, 세포 재생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
의 환경조건과 미세전류의 실험조건은 이전 <표 2>의 조건과
동일하다.

피부 만성창상(족부궤양, 화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중 하나가 되었다. 만성창상을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창상 치료제 및 인공피복재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치료 기
간이나 효과가 환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
다. 치료기간 및 치료효과를 보안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치료를 검토해 보았으며, 그 중 미세전류를
통한 세포재생의 효과증진의 가능성을 검증해 보았다. 이전의
미세전류를 활용한 세포재생 혹은 만성창상관련 실험 및 논문들
은 주로 100 ~ 800 uA를 기준으로 이루어 졌다. 그리고 그보다
낮은 전류에서 세포재생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이전의 방식
보다 더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00uA 이
하의 전류에서 세포재생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건들을
변경하며 실험하였으며, <표 2>에서 보여 지듯이 특정 조건에
서 세포재생의 효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특정 조건
이상의 전류 충격은 세포재생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표 2>의 실험을 토대로 만성창상 치료에 사용되는 성장인자와
의 효용성을 검증해 보았다. <표 3>의 D0실험 결과에서 보여
지듯이 성장인자를 추가하면 외부적 요소가 없는 A0보다 재생
된 세포의수가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10uA의 미세전류 추가 시 더 많은 세포가 재생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실험 결과는 세포재생이라는 한 부분
이 아닌 만성창상치료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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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장인자 와 미세전류의 효용성 실험
실험조건
Materials - HaCa T cell, DMEM medium +FBS 1%
Terms of experiment - cell seeding cons : 1 X 106,
Parameters of incubator : 5% CO2 at 37 ˚C
FGF7 treatment concentration : speedbio-system ( 각 125 ng/ml )
Electrical stimulation options
0, 10, 20, 30 uA pulsed current
Duty cycle : 90 %, frequency : 2 Hz, 3 hours per day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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