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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흔(scar)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상치유 과

정의 어느 한 부분 이상의 변형 또는 결핍으로 발생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반흔 없는 창상 치유는 산모

의 태아에서 이루어지는 태아 창상 치유(fetal 
wound healing)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반흔

을 정의해 보면, 정상 피부 구조의 구조나 기능의 

macrospopic distrubance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

는 외상이나, 손상, 수술로 인해 흔히 발생하며, 이

로 인해 fibronectin, collagen 등으로 구성된 세포외 

기질 (extracellular matrix) 등의 창상 치유 기전으로 

인한 조직 재생의 결핍이 수반된다. 창상치유의 기

전에 작용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조절할 수는 없지

만, 최근까지 많은 연구로 인해 이러한 기전에 도움

이 되는 성장인자, 조직 세포 등이 이미 사용되고 있

다. 물론 이를 이용한 치료의 효과에 아직 한계가 있

는 것이 사실이다. 
  반흔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반흔을 만

드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에는 크게 3가지 요소가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다. 
  1. Medical staff
  2. Patient's factors
  3. Biotechnology products

  Surgeon's factors에는 evaluation, surgical skill, 
postoperative management 등이 포함되며, 
  Patient's factors에는 postoperative cooperation, 
skin characteristics 등이, 마지막으로 

  Biotechnology 요소는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 

각종 postoperative scar management products 등을 

어떻게 구분해서 알맞은 창상에 사용하는지에 영향

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1. 우선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반흔 최소화를 위한 

요소들을 살펴 보면, 수술 시 창상의 변연을 조작하

는 것을 최소화 하고, 봉합시 interdermal suture 등

을 좀 더 세심하게 함으로써 skin suture의 장력을 

최대한 오래 유지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일반

외과 수술의 특성상, 복압의 증가 등으로 인해 ten-
sion suture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많은 경우 

interdermal suture 등을 잘 활용하면 피부 봉합을 

좀 더 오래 유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절개선

의 방향도 중요한데, 환자의 원래 최소장력 주름선 

(RSTL: rrelaxed skin tension line, minimal tension 
line)을 고려하여 절개선을 도안하면, 수술후 반흔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2. 환자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환자의 나이, 부위, 피부색, 비후성 반흔 경향 등이

다. 대체로 환자의 나이가 많을 수록 장력이 줄어들

어 반흔이 적게 나타나며, 얼굴 등과 같이 장력이 조

금 작용하는 부위가 체간이나 사지처럼 많은 장력이 

작용하는 부위에 비해 반흔이 적다. 또한, 피부색이 

옅은 경우가 반흔이 비교적 적으며, 비후성 반흔의 

경향도 적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전에 환자에게 주

지시키고, 술후 반흔 관리에 이용하면, 좀 더 예측 

가능한 술후 반흔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3. Biotechnologic products: 창상 치유 및 반흔 관

리를 위한 수많은 제품이 개발되어 왔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제품이 출시 되고 있다. 과거 거즈

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최근에는 다양한 폼 드레싱, 
film dressing, impregnated dressing, adhesive gel 
등 이를 대체하거나, 더욱 우수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 하지만, 비용 측면에서 이러한 제품

들이 무조건 우수하다고 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따라 기존의 거즈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푸는 데 일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소한 어떠

한 제품이 어떠한 창상 및 반흔에 효과가 있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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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흔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수많

은 시도가 적용되어왔지만, 현재까지의 치료법에 한

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환자에게 있어 

수술 후 반흔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어 지고 있다. 반흔

을 구분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분류가 흔히 사용

되며, 의료진은 환자의 현재 반흔이 어떠한 상태인

지를 아는 것이 우선 환자의 반흔 관리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반흔의 분류

법은 다음과 같다. Mature scar, Immature scar, 
Linear hypertrophic scar, Wide spread hypertrophic 
scar, Minor keloid, Major keloid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치료법이 조금씩 다르다. 각각의 

치료법을 대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Mature scar: silicone gel, laser, scar revision
  Immature scar: observation, laser
  Linear hypertrophic scar: Scar revision
  Wide spread hypertrophic scar: Re-skin graft 
  Minor keloid : Core extirpation 
  Major keloid : Intralesional excision

  치료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Surgery
  - Corticosteroid injections
  - Silicone gel sheeting
  - Pressure therapy
  - Radiotherapy
  - Laser therapy
  - Cryotherapy
  - Adhesive microporous hypoallergic paper tape

  1. 반흔 성형수술(scar revision) : 현재 까지 모든 

치료법 중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나, 비후성 반흔 

경향이 있는 환자나 체간이나 사지의 흉터에는 한계

가 있다. 술후 장력으로 인해 다시 반흔이 넓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비후성 반흔이 재발되는 경우도 흔

하므로, 술전에 환자에게 이에 대해 주지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2. Steroid injection : 흉터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치료법의 하나이나, 과량 사용시 dermal 
thinning 등이 수반되므로, 적절한 용량을 주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넓어진 흉터에는 효과가 적어 

비후성 반흔 경향을 보이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Silicone gel sheeting: steroid injection 과 함께 

효과가 인정된 치료법이나, 치료 효과에 있어 한계

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40-50여년 전부터 사용

되어온 방법으로 최근 지속적인 연구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흉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 
흉터 자체를 없애거나 하기는 어렵다. 
  4. pressure therapy: surgical garmet 등을 이용하

여 wound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술후 수개월간 사용

하면 비후성 반흔 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환자 compliance면에서 환자가 장기간 사용하기 어

려워서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5. radiotherapy: 일부 심한 켈로이드경우에 드믈

게 사용되나 부작용 등의 문제가 있다. 
  6. Laser therapy: 최근 괄목한 만한 발전이 이루어 

지고 있는 치료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가 소개

되고 있다. 각각의 반흔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어 지

는 레이저가 각각 다르며, 어떠한 종류의 반흔에 어

떤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색소가 문제인 반흔에는 

Dye laser와 같은 색소 레이저를, 문신 등으로 인한 

반흔에는 Alexandrite laser, 수술후 반흔에는 일반적

으로 CO2 laser를 사용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frac-
tional laser, fractional CO2 laser 등도 개발되어 이

미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반흔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scarless wound healing 이 가능한 그날까지 이를 위

한 노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

져 있는 여러 사실들을 환자들에게 잘 적용하면 반

흔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이러

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