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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forth state of material, plasma is ionized gas, which generates characteristically various reactive
species. After late of 20

th
century, plasma has been widely used in industry. After nonthermal atmos-

pheric plasma was developed, it has been applied to biomedical fields. Nonthermal atmospheric plas-
ma does not give thermal damages to human tissues, and it shows the high efficiency in cancer treat-
ment, sterilization, tooth bleaching, coagulation, and wound healing. Because the application of plas-
ma to biomedicine has been expanded through interdisciplinary studies, its value of high medical
technology is increasing now. Since nonthermal atmospheric plasma was first applied to the mamma-
lian cells and microorganisms, many valuable studies has been performed for about last 10 years, so
that now the new research area called ‘plasma medicine’ has been formed. This article introduces the
recent data resulted from plasma medicine and helps to understand the plasma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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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플라즈마(plasma)는 세포에서 세포막을 일컬을 때와 혈액

에서 세포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액체성분을 언급할 때 흔히

사용된다. 물리학 또는 전기학에서 일컬어지는 플라즈마는 기

체에 강한 에너지를 공급해서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물질상태

를 말한다. 지구를 제외한 우주의 대부분이 플라즈마 상태로

되어 있으며, 특히 지구의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태양은 100%

플라즈마 상태이다. 이런 플라즈마는 자연에서는 번개나 오로

라로 관찰 되며, 일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형광등 또한 플라즈

마에 해당된다.

플라즈마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30년경 미국의

‘Langmuir’로서, 전기적인 방전으로 인해 생기는 전하를 땐

양이온과 전자들의 집단을 플라즈마라 칭하였다[52]. 플라즈

마는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열에너지를 가할 경우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변화하여 제 4의 상태인 플라즈마가

형성된다[35]. 이때 플라즈마는 초고온에서 음전하를 전자와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 상태인 ‘이온화된 기체’

상태이지만 또한 플라즈마가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집단적 행

동(collective behavior)하는 중성입자’와 ‘전하를 띤 입자들로

서 준중성(quasineutral) 기체’ 등으로 표현된다.

20세기 말부터 플라즈마는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어

왔다. 그 예로 네온싸인, 형광등, 자동차 표면처리, 반도체 공

정, PDP TV (plasma display panel) 등으로 많은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플라즈마가 이용되고 있다. 플라즈마의 대표적 발

생 방법으로는 상당부분 직류방전을 이용하여 만들어져 있으

며, 직류 방전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압을 가해주어 방전을

일으켜 플라즈마를 일으키는 방법이다[20]. 이에 따라 플라즈

마는 저온 플라즈마와 고온 플라즈마로 구별할 수 있고, 두개

의 전극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류-전압 관계에 따라

암방전(어두운방전), 글로우 방전(밝은 방전), 아크(arc) 방전

으로 나누어 진다. 공업적으로 사용하는 아크 방전은 차단기

및 용사장치에서, 코로나 방전은 전기 집진기 및 탈황, 탈질

등의 환경공학 분야에 적용되며, 저온 글로우 방전 플라즈마

는 반도체 공정에서 주로 표면처리를 위한 증착(plasma en-

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 식각(plasma

etch)공정 등이나 금속이나 고분자의 표면처리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성

으로 인해 플라즈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현재 주목 받고

있다.

플라즈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소형화 된 저온

상압 플라즈마 장치가 개발되었고, 21세기에 이르러 네덜란

드,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 다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하여 의생

명 분야에 저온 상압 플라즈마가 적용되기 시작했다(Fig. 1).

네덜란드의 Eva Stoffels는 2000년대에 주사기 형태의 플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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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ous types of plasma were shown. Nonthermal atmospheric plasma device has the advantage of being adjustable depending

on the use. The pictures show a low frequency plasma (A), microwave plasma (B), air plasma (C), and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plasma (D).

마(needle type plasma)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포유세포와 미생물에서 플라즈마에 의한 사멸효과를 보고하

였고[47], 이것은 플라즈마 메디신이란 학문영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부터 선진국을 주축으로 하여 살균, 암

세포사멸, 지혈, 상처치유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가

쏟아져 나왔다[12, 18, 36, 53]. 그러나 플라즈마 메디신의 초창

기 연구결과들은 주로 플라즈마 과학자들에 의해 주관이 되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다소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의생명 과학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보고 되

기 시작해서,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가치가 한결 높아지고 있

다.

저온 상압 플라즈마는 용어가 제시하는 것처럼 저온을 이용

하기 때문에, 조직에 열적 상해를 주지 않는다. 내시경처럼

사용되는 아르곤 플라즈마는 이미 상용화 되었는데, 이것은

고온에 의존하여 조직을 제거하거나 지혈작용을 하므로 저온

상압 플라즈마의 기전과는 상당히 다르다. 플라즈마의 가장

대표적 특징은 다양하게 발생되는 활성종을 들 수 있을 것이

다. 플라즈마가 직접적으로 세포에 작용하여 효과를 나타내기

도 하나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활성종의 효과는 암세포 사멸

이나 박테리아 살균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7, 59].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활성종들이 세균

의 세포벽을 파괴시켜 강한 살균효과를 가지며, 흥미롭게도

같은 조건에서 생체조직은 거의 상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

로, 플라즈마는 세균에 감염된 조직에 매우 뛰어난 효과가 있

으며, 이로 인해 상처치유 과정을 앞당길 수 있다. 플라즈마에

의한 살균 기작은 기존의 항생제가 가지는 내성의 문제점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활성종

은 인체에 무해한 수산화기(hydroxyl radical: OH·), ions,

electrons, photons, 이온화된 가스와 극소량의 UV 등이 방출

된다. 이 중에서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플라즈마를 발생시 ni-

tric oxide (NO)가 발생되며, NO는 세포의 분화를 촉진시키거

나 상처 치유를 유도하고[26], 동물실험결과 조직의 감염과 급

성 및 만성염증에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7, 11, 43].

그리고 OH·은 박테리아 살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최근 플라즈마를 이용한 암 치료

연구와 관련하여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leukemia

cell [50], 흑색종[9]과 같은 암세포 처리에 플라즈마를 조사했

을 때, 암세포의 사멸효과가 높았다. 이러듯 플라즈마는 암세

포 사멸과 박테리아 살균효과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radical은 혈액응

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저온 플라즈마의 응

용범위는 나날이 넓어지고, 이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

원에서 상당한 연구자금을 연구개발에 투여하고 있다. 한국에

서는 비록 몇몇 연구팀에 의해 괄목할 연구성과를 내고 있지

만 그 규모나 응용범위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본 논문은

더 많은 플라즈마 메디신(plasma medicine) 연구팀이 한국에

서 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최근까지 플라즈마 메디신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암 치료

암 치료는 외과적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치료 등의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 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받아지고 있다. 그러나 외과적 수술은

정상조직을 포함하여 넓은 부위의 암조직을 절제해야 하며,

방사선 치료의 경우 면역력의 감소로 다른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 항암제 치료의 경우 암세포에 대한 비특이성과 암

세포들의 항암제 내성으로 인해 치료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이

렇듯 암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현재 활발

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나노기술 및 바이오기술, 전기물리

학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융합기술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 최근 플라즈마를 이용한 암세포 제거에 대한 연

구가 시도되고 있다[10, 22, 27, 53, 60]. 저온 상압 플라즈마는

열로서 암세포를 사멸 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즈마의 다양한

활성종이 암세포의 괴사(necrosis)나 세포자멸사(apoptosis)

등을 유도하여 세포를 사멸시키게 된다[17, 21, 37, 42]. 플라즈

마에서 발생되는 활성종은 세포의 부착(adhesion)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세포부착 단백질들을 불활성화시켜 세포의 탈착

(detachment)을 유도하여 세포자멸사를 유도한다. 세포의 부

착능력 상실로 인해 나타나는 세포자멸사의 양상(anoiki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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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chematic picture of selectively killing cancer cells using gold nanoparticle (gNP) and plasma. Cancer cell specific antibodies

are conjugated to the gNP that can be stimulated by plasma, thereby the stimulated gNP and plasma kill the cancer cells

selectively.

암세포 사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28]. 다른 사멸 기작으

로서 생쥐 흑색종 세포에 플라즈마를 처리 시, DNA의 손상과

사립체의 기능 장애를 통한 세포자멸사가 보고 되었다[24].

Vandamme 등은 동물모델에서 Glioma cell을 주입한 생쥐에

서 플라즈마를 조사했을 때, 암 조직의 크기가 대조군에 비해

30%의 감소되었음을 보고했다[55].

그러나, 플라즈마 또한 암세포만을 구별해서 사멸시키는 암

특이적 죽음을 유도하진 못한다. 그리하여 선택적 암세포 사

멸을 위해, 암세포에서 특이적으로 과잉 발현되는 단백질을

표적 단백질로 삼아, 이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금 나노입자에

부착을 시켰다. 이 중합체는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부착할

수 있으며, 금 나노입자는 플라즈마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때

문에[51] 정상세포가 영향을 받지 않는 세기의 플라즈마를 조

사하게 되면, 정상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중

합체가 부착된 암세포에 강력한 플라즈마 효과를 집중시켜

암세포 특이적 세포사멸 기술이 소개되었다(Fig. 2). 흑색종

세포인 G361 세포주는 focal adhesion kinase (FAK)를 과잉

발현하고 있어서, FAK에 대한 항체를 금 나노입자에 부착시

켰다. 사용된 플라즈마는 사용전력 22 khz의 DBD type의 공

기 플라즈마(air plasma) 형태였다. 흑색종 세포에 금 나노입

자와 FAK를 부착시킨 중합체를 처리한 후 플라즈마를 적용시

킨 결과 대조군들에 비해 중합체와 플라즈마를 처리한 실험군

에서 흑색종 세포의 사멸률은 5배 이상 높았다[23]. 이러한 결

과는 흑색종 세포 뿐만 아니라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OSCC)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OSCC에서는 epi-

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단백질이 과잉 발현되

었으며, EGFR을 표적 단백질로 이용하여 금 나노입자와 플라

즈마를 함께 조사했을 경우, 매우 높은 암 선택적 사멸률을

관찰할 수 있었다[5].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온 상압 플라즈

마를 이용하여 암세포에서 과잉 발현되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정상세포와 구별하여 암세포의 전이, 침윤, 증식을 억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플라즈마가 암세포 제거에 높은

선택적 사멸률을 보이지만, 아직 연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

에, 향후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아 미백

최근 미(美)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심미적 요구가 늘어나면서 더불어 하얀 치아로 만들어 주는

치아미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하얀

치아는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주며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13]. 치아 변색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크게 내인

성과 외인성 요인으로 나뉘어 질 수 있으며, 내인성 변색은

tetracycline 의 복용, 치수충혈, 치수 괴사 등으로 인하여 야기

되며, 외인성 착색으로는 와인, 담배, 커피 등으로 치아의 착색

이 유발되게 된다[56]. 기존 치아미백의 기전은 ‘산화-환원 반

응’이 주된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사용하는 미백제는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이며, 치아미백 과정에서 과

산화수소는 법랑질과 상아질의 유기질 내로 침투하여 작용하

게 되고, 법랑 소주 사이의 축적된 착색물질을 제거하여 미백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치아미백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치과의사의 통제하에 치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

문가 미백과 직접 가정에서 시행하는 자가 미백으로 분류할

수 있다[31]. 전문가 미백은 주로 고농도(30-50%)의 과산화수

소수와 광원을 이용하여 외부적 착색물을 제거하는 생활치

미백과 충격이나 외상 등으로 치수가 괴사가 일어나 내부적

변색을 제거하는 실활치 미백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진에서는 고온의 광원이 아닌 저온 상압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치아 미백에 적용한 결과, 생활치 미백[29, 30] 뿐만

아니라 실활치 미백에 있어서도 높은 미백효과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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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plasma tooth bleaching. The extracted human tooth was treated with 15% carbamideperoxide and plasma for 30 min

(A). The high bleaching efficiency was observed in the tooth treated with plasma for 30 min (B).

것을 확인 하였다[39]. 28%의 과산화수소와 플라즈마 조사는

과산화수소만 처리한 치아에 비해 약 3배 높은 미백효과가

있었으며, 이것은 커피나 와인으로 착색시킨 치아에서도 매우

뛰어난 미백효과를 보였다[29]. 실활치 미백은 광원의 특성상

직접 치아에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의 경우는 4주

이상 미백제를 전치부 치아의 lingual cavity에 넣어 둔다. 그

러나, 본 연구진은 헬륨 가스를 이용한 jet type의 저온 상압

플라즈마 장치를 이용하여 혈액으로 변색시킨 치아의 와동에

과산화수소와 함께 30분 조사한 결과, 미백 효과가 탁월함을

확인 하였다[30]. 헬륨 가스를 이용한 저온 상압 플라즈마를

조사한 과산화수소를 electron spin resonance (ESR) spectrum

측정했을 때, 다량의 ∙OH가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31]. ∙

OH은 치아 미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

즈마에 의해 발생한 풍부한 ∙OH로 인하여 치아 표면과 상아

질에 침착된 유기물을 효과적으로 분해하여 치아미백을 이루

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플라즈마 치아미백의 장점은 발생되는

플라즈마의 온도가 인체와 유사한 37°C을 유지하기 때문에,

치아에 열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39]. 뿐만 아니라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는 치주조직과 치수조직의 괴사를 일으킬 수 있으

며, 시술 중 환자에게 심각한 통증을 유발시켜서 사용에 제한

이 있다. 그러나 플라즈마를 이용한 치아미백에서는 5.4%의

과산화수소만으로도 충분한 미백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30%

과산화수소만 처리한 치아에 비해 약 2배의 치아미백효과를

보여 준다[38]. 그러므로, 치과 임상 분야에서 저온 플라즈마

장치가 치아미백을 위한 대체 에너지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

력을 보여주고 있다(Fig. 3).

살균작용

저온 상압 플라즈마의 의생명분야 적용에 있어서, 가장 많

은 성과를 보여준 부분은 미생물 살균이다. 플라즈마는 다양

한 병원균을 살균하는 능력이 발표되면서, 상처 치료기기 또

는 멸균기 등으로 응용되고 있다. 최근 플라즈마를 이용한 구

강 세균 사멸 연구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8, 36,

40],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구강 내 발생하는 대표적 양대 구강질환은 치아우식증

(dental caries)과 치주질환(periodontal disease)이며[3], 이 질

환들은 구강 내 세균이 원인이 되어 발병된다[41]. 치아우식증

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치료가 끝난다 하더라도 재발 위험이

높아 한국인의 대표적 만성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다. 치아우

식증 치료 시 치아를 삭제하여 보존치료나 보철치료를 실시하

게 되는데, 이때 흔히 정상 치질까지 침범하여 삭제 되는 문제

점이 있다. 그리고 치근단 부위에 발생되는 질병의 경우 치료

기구의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사

멸하기 어렵다. 항생제나 구강 소독액 등이 사용도기도 하나

항생제는 임산부나 전신질환자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

며, 구강 소독액을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 구강 내 정상 세균총

의 불균형으로 인해 균교대증(superinfection)에 의한 2차적인

감염을 유발 시킬 수 있다. 이에 치아 우식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예방치료로서 불소도포나 올바른 치솔질 등의

방법이 추천되고 있으나 치아의 깊은 소와나 열구와 같은 해

부학적인 구조 특성상 칫솔모의 접근이 어려워 한계가 있다

[49].

치주 질환은 치은, 치조골, 치주인대 등의 치아 주위조직에

세균으로 인한 염증이 파급되어 치아주위조직이 파괴된다. 치

주세균을 적절하게 억제시키지 않을 경우 치아 주위조직이

치아를 지지하지 못해 발치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

하게 된다[54].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으로 인한 발치 시 치

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며[3], 이는 결국 가계의

부담을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적 의료비 손실로 이어지게 된

다. 그러므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

해서는 원인 세균을 적절히 사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원인균

을 효과적으로 사멸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Fig.

4). 치아우식증에 있어 가장 주된 원인 균인 Streptococcus mu-

tans (S. mutans) [34, 44, 46, 58] 균과 치근단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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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sterilization of Streptococcus mutans (S. mutans) by plasma. The plasma treatment of the agar plate (A). The microwave

plasma showed the sterilizing effect on S. mutans from 30 sec and a definite clear zone was formed at 300 sec of plasma

treatment (B).

Enterococcus faecalis (E. faecalis) [4, 15], 치주질환 원인균인

Porphyromonas gingivalis (P. gingivalis) [33]의 사멸에 있어서

도 매우 효과적임이 증명되고 있다. S. mutans균은 통성 혐기

성의 그람 양성 균으로 두꺼운 세포벽으로 인해 세포 사멸이

쉽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16]. 치근단 질환의 주요 원인

균인 E. faecalis균은 그람 양성균으로 치아 치근단 부위의 염증

에 관여하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다. E. faecalis

균은 근관 치료시 사용되는 높은 pH의 NaOCl, 항생제 및 칼

슘제재와 같은 약품에 저항성이 강하고[32], 근관치료시 효과

적으로 제거되지 않을 경우 근관치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지속적인 감염을 일으키게 된다[57]. 성공적인 치근단 치

료를 위해서는 E. faecalis 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저온 상압 플라즈마는

E. faecalis를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뿐만 아니라, 치아우식증

원인균인 S. mutans 에서도 효과적으로 사멸시키는 것이 보고

되고 있다[4, 15, 34, 44, 46, 58]. 또한, 사람의 비강과 구강 인후

점막의 상재균으로 화농성 염증을 일으키는 감염증의 주요

원인균인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 [48]나 구강 내에서

기회감염을 일으켜 구강점막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진균

인 Candida albicans (C. albicans) 등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사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25]. 구강 내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은

치아우식증이나 치주병 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구강점막

질환 및 기타 구강내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흔히 구강내 염증

이 발생시 구강소독액인 chlorhexidine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

나,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플라즈마와 chlorhexidine을 함께

사용할 때 그 효과가 증가 하는 것이 보고 되었는데, 이 결과는

플라즈마를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 구강세균의 사멸률이 뛰

어날 뿐만 아니라 구강 소독약등과 함께 사용하였을 때 시너

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구강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5].

물론 열을 가하여 세균을 사멸 시킬 경우 그 효과는 클 수

있으나 조직의 열적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그러나 저온

플라즈마 장치는 체온과 유사하게 그 온도를 유지 시킬 수

있어 조직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안정성

이 뛰어나고,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활성종으로 인해 직접

플라즈마가 조사되지 않더라도 발생되는 플라즈마 주위영역

까지 세균을 사멸 시킬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근관

치료 시 플라즈마를 근관에 접근이 용이하게 제작한다면 접근

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세균들을 사멸 및 불활성화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플라즈마 장비를 구강 내 해부학적 구조에

맞게 디자인하여 적용시킨다면 구강 내 질환 치료에 있어 높

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상처치유

상처치유과정은 지혈, 염증반응, 조직의 재생, 세포외기질

의 재구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가진다. 플라즈마에서 발생

되는 다양한 활성종들이 지혈효과나 상처치유 촉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조직 재생 분야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혈액에 플라즈마를 처리하였을 경우 20초 이내에

지혈이 되었으며, 항 응고제가 포함된 혈액에서도 뛰어나 지

혈효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Kalghatgi 등에 의하면 플라즈마

는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에 영향을 미쳐 피브린 형성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8]. 또한 조직 손상

후 플라즈마 처리 시 살균작용으로 인하여 조직의 2차 감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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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고 빠른 지혈작용으로 상처치유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12]. Heinlin의 보고에 따르면 정맥성 궤양이

발생한 부위에 하루에 2분씩 반복적으로 플라즈마를 처리한

결과 상처치유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라즈마를

반복적으로 11회 처리 후 상처부위에 세균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14].

Collagen type I은 피부를 포함한 많은 조직의 재생 및 재건

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 Fibronectin은 세포

접착, 세포이동, 세포분화조절 등 다양한 생리작용에 관여하

며, 피부의 상처치유나 anti-aging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45]. 피부나 조직 손상 시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의 분비는 모세혈관 생성을 증가시켜 손상된 조

직에서 세포성장을 촉진시켜 조직의 강력한 재생효과를 유도

한다. 저온 마이크로 웨이브 플라즈마를 피부세포에 조사했을

때, metallomatrix proteinase (MMP), collagen, fibronectin,

VEGF 등의 유전인자의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때 플

라즈마로 인한 세포의 열적 손상이나 배지의 pH의 변화는 관

찰되지 않았다[6]. 이러한 결과는 상처치유뿐만 아니라 피부미

용 분야에도 중요한 기초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피부에

플라즈마의 주기적 처리는 피부세포를 자극시켜 진피층의 콜

라겐을 증가시키고, VEGF의 분비 증대로 인해 신생혈관들이

피부세포들의 영양공급을 담당하여 노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플라즈마에 의한 혈액응고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보고된 바는 없으나, 상처 치유와 혈액응고는 밀접한 연관관

계를 가지고 있어, 이와 연관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

면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혈액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상처치유에 있어 플라즈마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보고된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플

라즈마는 피부재생이나 피부미용, 화상이나 전신질환으로 인

한 피부조직 손상 시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뛰어난 재생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러한 목적으로 플라

즈마가 임상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플라즈마의 안정성 및 사용의 편이성이 더 증명되

어야 할 것이다.

결 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의생명분야 연구에서는 엄청난 노력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날이

개발되고 소개되고 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의료기술은 현재

의학적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치료기술을 발전시켜, 미래에 많

은 질병들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의료

기술로서 평가되고 있다.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활성종들은

살균, 상처치유, 암세포 사멸, 혈액응고와 치아미백 등에서 뛰

어난 효과가 입증되었다. 직진성을 가지는 다른 광원들에 플

라즈마의 회절성, 저온성, 장비 제작의 용이성 등은 세포나

불규칙한 구조의 조직에 손상 없이 적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된다. 현재 플라즈마가 갖고 있는 몇몇 단점을 보완하게 된다

면, 임상에서 플라즈마는 차세대 의료기술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플라즈마 메디신 연구는 2005년을 전후로 해서 전세계적으

로 급속히 발전했으며, 1년 6개월의 주기로 개최되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lasma Medicine” 국제학회의

규모도 회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진은 2005년

당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의료용 마이크로 플라즈

마 발생장치 개발 및 세포에 미치는 효과실험”이란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이것이 아마도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플라즈마

메디신 연구였으리라 추정된다. 그 후로도 계속 플라즈마 메

디신 연구를 지금까지 했었기 때문에, 국내․외 플라즈마 메

디신 연구의 발전을 지켜 볼 수 있었다. 비록 국내의 플라즈마

메디신에 관련된 연구집단의 규모는 작기는 하지만, 현재 광

운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에

서 꾸준한 연구를 통해 훌륭한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것 외에, 플라즈마는 줄기세포에 적용되어

줄기세포의 분화 및 세포성장 촉진이 가능하고, 안구에 적용

되어 안 질환에 대한 적용 가능성들이 학회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플라즈마의 응용범위는 의생명 분야에서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이런 미개척 분야들이 국내 연구자

들의 다양한 융합연구를 통해서 선점되어지기를 희망하고, 그

로 통해 플라즈마 메디신 기술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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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플라즈마 메디신; 저온 상압 플라즈마는 어떻게 의학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가?

박상례
1
․ 홍진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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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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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구강해부학 교실, 2부산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 3부산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플라즈마는 물질의 제4의 상태로서 이온화된 가스로 불리며 다양한 활성종 및 수산화기, 하전입자, 이온, 자유

전자, 산소등을 발생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플라즈마는 산업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

며, 최근 저온 상압 플라즈마 장치가 개발되면서 의생명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저온 상압 플라즈마는 인체조

직에 열 손상을 입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 치료, 살균, 치아미백, 지혈, 상처치유 등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이때 발생되는 활성종은 포유세포나 병원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학제간의 연구를

통해 저온 상압 플라즈마의 활용범위는 다양한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첨단 의료기술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저온 상압 플라즈마가 포유세포와 미생물에 적용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급속한 발전을 통해

최근 플라즈마 메디신이란 학문영역으로 성장했다. 본 논문은 저온 플라즈마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소개

하고, 플라즈마 메디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