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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s  Presbyphonia is characterized by hoarse, breathy, weak vocal 
intensity. Extracellular matrix (ECM) in lamina propria (LP) of the vocal folds play an important 
role in voice production, and change of ECM according to the aging leads to the presbyphoni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histologic analysis of aging vocal fold of rat.
Materials and Method  Six and twenty two months old Sprague-Dawley rats (n=8, each group) 
were used and classified into young (six months old rats) and old (twenty two months old rats) 
group. Histologic analysis an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ECM of LP were performed.
Results  Overall cellular density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old rat group. Elastin fibers of LP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old rat group. Type I collage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old 
rat group. Type III collagen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Hyaluronic acid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in Alcian blue staining an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Conclusion  Decreased general cellular density and elastin fiber and increased type I collagen 
were observed in the LP of vocal folds of aging rats. These ECM changes might to contribute the 
aging voice.

Keywords   Aging; Vocal folds; Extracellular matrix; Histology.

서      론

대한민국은 200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2%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

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8%로 전망되어, 이른바 초

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1) 갈수록 늘어가는 노인 인

구들은 이전 노인들에 비해 건강에 관심이 많으며, 노년의 삶의 질 또한 사회적으로 중요

한 문제이다. 

노인성 음성은 기식성, 진전, 음성 강도의 약화, 최대 발성 시간의 감소 등을 특징으로 

하며,2) 노인성 음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성대 근육의 위축, 성대 고유층의 조직학적 

변화, 폐활량의 저하, 호흡 근육의 약화, 구강 및 성도의 구조적인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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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이 중 성대 진동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고유층의 조직학적 변화는 노인성 음성을 이해하

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쥐는 유전적으로 인간과 유사한 점이 많고, 20개월 이상만 

되어도 인간의 노년에 해당하므로, 노화 연구에 좋은 동물이

고,4) 노화 성대의 조직학적 변화가 인간 노화 성대의 조직학

적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므로, 노화 쥐는 노인성 음성 

변화 연구에 적합한 모델로 생각된다.5-8) 본 연구의 목적은 

노화 쥐에서 성대 고유층의 조직학적 변화를 분석하여, 노인

성 음성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대상 및 방법

동물 모델 및 표본 제작

본 연구를 위한 동물조직은 부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

인(PNU-2017-1428) 획득 후,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노화조직

은행(Aging Tissue Bank)으로부터 후두 조직을 제공받아서 

사용하였다. 생후 6개월의 수컷 쥐(Sprague DawleyⓇ, Sam-

tako Bio lnc., Osan, Korea)와 생후 22개월의 수컷 쥐를 각

각 8마리씩 사용하였다. Sprague Dawley종의 쥐는 평균 수명

이 30개월 정도로 보고되며, 6개월 쥐는 사람으로 치면 성년

에 해당하고, 22개월 쥐는 인체 나이 60세 정도에 해당되어, 

6개월 쥐와 22개월 쥐를 젊은 쥐와 노화 쥐 그룹으로 설정하

였다.4) 성대를 포함하는 후두 조직은 4% formaldehyde 용액

에 보관 후 탈수하였고 파라핀 임베딩(Leica TP1020, Semi-

enclosed benchtop tissue processor, Leica Wetzlar, Ger-

many) 및 디스 펜싱(Leica EG1150H, Heated paraffin em-

bedding module, Leica)을 위해 자동 티슈 프로세서를 사용

하여 paraffin block을 4 μm 두께로 절편을 만들어 슬라이

드로 제작하였다. 

조직 표본 염색

염색 분석을 위해 슬라이드를 자일렌으로 탈파라핀화한 

다음 100% 에탄올, 85% 에탄올, 75% 에탄올, 50% 에탄올 및 

마지막으로 물로 일련의 세척을 통해 수화하였다. 각 성대 조

직의 전체 양상 비교를 위해 haematoxylin and eosin(H&E) 

염색을 하였고, 엘라스틴 섬유 밀도를 비교하기 위해 Verhoeff’s 

elastin 염색을 하였으며,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변화

를 비교하기 위해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하였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탈파라핀화된 섹션을 phosphate buffered saline(PBS)로 

세척하고 PBS 중 0.3% Triton X-100을 함유하는 2% bovine 

serum albumin(BSA)로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차단하였다. 일

차 항체는 anti-hyaluronic acid, anti-collagen I, anti-col-

lagen III(1:400)(Abcam, Cambridge, U.K.)을 사용하여 각각 

4°C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일차 항체를 세척한 후, 섹

션을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이차 항체에 반응시켰다. Goat-

anti rabbit secondary antibodies(1:1,000)(ENZO Biochem, 

Farmingdale, NY, USA)를 3,3-diaminobenzidine(DAB) 

염색을 사용한 이중 염색 목적에 사용하였고, 일차 항체 대신 

1% BSA로 보충된 PBS를 사용한 배양은 음성대조군으로 사

용하였다. 

관찰 방법 및 통계 분석 

조직 분석을 위해 각 군별로 고유층의 중심부에서 200배 

배율하에 광학 현미경(versatile upright microscope for ma-

terials analysis, Leica DM4000/600M, Leica)으로 사진을 

획득한 후 염색된 부분을 정량 분석하였다. 고유층 조직의 중

간 부분을 선택하여 대표 사진을 획득하였다. 염색 후 정량 분

석을 위해 광학 현미경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미

지 분석을 통해 양성으로 염색된 영역의 측정을 수행하였다. 

형태 측정은 광학 현미경으로 구성된 이미지 분석 시스템 프

로그램(Leica Basic LAS V3.8 software, Leica)을 사용하여 

40배 배율로 획득한 고유층의 현미경 사진을 이용하였다. 성

대 고유층의 면역 조직 화학적 분석을 위해 400배 배율에서 

3개의 비중첩 영역의 사진을 획득하여, 각 섹션에서 총 9개의 

영역을 분석했다. 결과는 총 면적당 염색 면적(μm2)으로 표현

되었다. 데이터는 중앙값과 범위로 표현되었다. 통계 측정은 

GraphPad (GraphPad Software version 5.0 Inc., San Diego, 

CA,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Mann-Whitney U test로 통

계 분석하였으며,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      과

H&E 염색에서 전체적인 세포의 밀도는 노화 쥐군에서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100.00±16.02 μm2/pixel2 vs. 86.19±8.33 

μm2/pixel2, p＜0.05)(Fig. 1). 엘라스틴 역시 노화 쥐군에서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100.00±34.7 μm2/pixel2 vs. 62.81±31.80 

μm2/pixel2, p＜0.05)(Fig. 2).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1형 콜라

겐은 노화 쥐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100.00±25.61 μm2/ 

pixel2 vs. 136.34±40.50 μm2/pixel2, p＜0.05) (Fig. 3). 3형 콜

라겐은 젊은 쥐군과 노화 쥐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100.00±23.82 μm2/pixel2 vs. 94.15±17.92 μm2/pixel2)(Fig. 

4), Alcian blue 염색과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히알루론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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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젊은 쥐와 노화 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3.51±2.50 

μm2/pixel2 vs. 3.43±3.90 μm2/pixel2)(Fig. 5). 

고      찰

노화에 따른 후두의 변화는 대사성, 영양학적, 유전학적, 

내분비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구조적으로

는 후두의 연골부터 후두 근육, 성대의 고유층까지 다양한 부

분에 걸쳐 발생한다. 후두의 근육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듦에 

따라 점차 위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따라 성대는 

얇아지고, 휘어지게(bowing) 되어, 성문폐쇄부전(glottal in-

competency)을 발생시킨다.9) 또한 근육의 약화에 의해 성문

하압(subglottic pressure)이 감소하여, 목소리의 크기(vocal 

loudness)가 감소하며, 여성에서는 음도가 낮아지고, 남성에서

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3,10)

성대의 진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성대의 고유층이며, 성대 고유층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외 기질

(extracellular matrix)은 노화에 따라 양적, 질적 변화를 수반

한다. 성대의 고유층은 상층(superficial layer), 중층(interme-

diate layer), 심층(deep layer)으로 구분되며, 콜라겐, 엘라스

틴, 히알루론산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세포외 기질로 구성되

어 있다. 고유층의 상층은 상대적으로 콜라겐, 엘라스틴의 분

Fig. 3. Type I collagen of LP. A: The expression of type I collagen of old rat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young rat group in immunohis-
tochemical staining (×40). B: Old rat group showed significantly decreased type I collagen in LP in quantitative analysis. LP: lamina propri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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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lastin of LP. A: Elastin was decreased in old rat group compared to young rat group in Verhoeff’s staining (×40). B: Old rat group 
showed decreased elastin in LP in quantitative analysis. LP: lamina propri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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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neral morphologic analysis. A: General cellular density was decreased in old rat group compared to young rat group in haematoxy-
lin and eosin staining (×40). B: Old rat group showed decreased general cellular density in quantitative analysi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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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가 적어 다소 유연하여, 콜라겐, 엘라스틴의 분포가 높아 상

대적으로 단단한 중층과 심층 위에서 유연하게 움직여 성대의 

진동을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다(body-cover theory).3) 따라

서 성대의 진동에 중요한 고유층의 세포외 기질의 노화에 따

른 변화는 노인성 음성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노화에 따른 성대 고유층의 세

포외기질은 1형 콜라겐은 증가, 3형 콜라겐은 감소하고, 엘라

스틴과 히알루론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성대 

고유층의 세 층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1형 콜라겐은 고유층 

전체에서 전반적인 증가를 보이며, 엘라스틴은 심층에서는 밀

도가 증가하나, 상층에서는 분포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히알루론산은 고유층 전체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7) 

이러한 세포외 기질 조성 변화는 성대 반흔에서 관찰되는 변

화와 유사하며,12) 고유층의 점도(viscoelasticity)가 감소하고, 

강직도(stiffness)가 증가하여 양질의 성대 진동을 저해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화 성대에서 1형 콜라

겐 증가와 엘라스틴 감소는 관찰되었지만, 3형 콜라겐과 히알

루론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는 기존의 연구 결

과(고유층의 콜라겐 증가, 히알루론산 감소)와 다소 상반된

다.11) 이러한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 수가 영향을 주

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Kim 등12)은 노화에 따른 성대의 변화는 폐경 같은 성

호르몬에 의한 변화가 중요할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 실

험 쥐에서 고환과 난소를 제거하여 성대 고유층의 변화를 관

찰하였다. 실험 쥐에서 고환을 제거한 후 3개월에 남성 호르몬

의 수치는 감소하였지만, 성대 고유층의 세포외 기질의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난소를 제거한 실험 쥐의 세포외 기질에서는 히

알루론산의 감소, 엘라스틴의 감소, 1형 콜라겐의 증가가 관찰

되었다.12) 그리고 이러한 폐경에 의한 성대고유층의 조직 변화

는 echinochrome A라는 성게에서 추출한 해양 유래 물질의 

항산화 작용에 의해 예방되는 것을 보고하였다.13) 이처럼 노

화 성대의 세포외 기질 변화는 폐경 같은 호르몬 변화 및 노

화에 따른 조직의 활성산소 생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화 성대의 세포외 기질의 변화들이 초래되는 원인이 

성대 고유층내 섬유아세포(fibroblast)의 기능 변화로 설명되

기도 한다. Chen과 Thibeault5)는 노인성대에서 분리 배양한 

섬유아세포의 세포외 기질 생성 능력이 젊은 연령에 비해 감

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화 성대 내부의 콜라겐의 배열

은 젊은 연령에 비해 불규칙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태(disor-

ganization)로 변화되며, 콜라겐의 분해능이 저하(decreased 

remodeling)되어 점차적으로 콜라겐이 축적되어, 고유층의 

강직도는 증가하고, 유연성은 감소하게 된다.14,15) 최근에는 노

화 쥐의 성대 고유층의 섬유아세포에서 칼슘 채널이 증가하

는 것이 보고되어, 성대 고유층의 노화 기전으로 칼슘 채널 변

화의 가능성을 제시되었다.16)

Fig. 5. Hyaluronic acids of lamina propria. A: The expression of hyaluronic acid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old and young rat 
group in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40). B: In quantitative analysis, both two group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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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ype III collagen of lamina propria. A: The expression of type I collagen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old and young rat 
group in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40). B: In quantitative analysis, both two group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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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음성은 성대 근육 약화에 따른 성문폐쇄부전과 더

불어 성대 고유층의 세포외 기질의 변화에 의한 성대 진동 양

상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노화 성

대의 세포외 기질 변화는 노화 과정 자체로 설명하는 것 이외

에도 폐경 같은 호르몬 변화나 노화 과정에 따른 활성산소 생

성으로 인한 조직 손상도 주요 요인으로 생각된다. 향후 성대 

노화에 의한 성대 고유층의 세포외 기질 변화를 예방하는 여

러 가지 약물(성장인자, 항산화 물질)이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이 기대된다.13,17-20)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노화 성대 연구를 위해 동물 성대 

조직 분석은 기존의 여러 보고들이 존재한다는 점과, 조직학

적 변화를 초래한 기전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

이다. 그러나 Lim 등11)이 보고한 이전 연구에서 조금 더 나아

가 본 연구에서는 세포외 기질을 1형, 3형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으로 나눠 H&E 염색, Verhoeff’s elastin 염색 및 

immunohistochemical 염색을 시행하여 세분화해서 조직 분

석을 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조직학적 변화

를 초래하는 mRNA, 단백 및 섬유아세포 수준에 대한 연구

와 노화 성대의 진동과 점탄성이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기능

적 분석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쥐는 유전적으로 인간과 유사한 점이 많고, 20개월 이상

만 되어도 인간의 노년에 해당하므로, 노화 연구에 좋은 동물

이고, 노화 성대의 조직학적 변화가 인간 노화 성대의 조직학

적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므로, 노화 쥐는 노인성 음성 

변화 연구에 적합한 모델로 생각되며,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기능적 변화 및 세포, 단백질 수준의 분석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노화 쥐 성대에서 1형 콜라겐은 증가되었고, 엘라스틴은 감

소하였다. 3형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성대 고유층의 세포외 기질 조성 변화는 노인

성 음성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 노화, 성대, 세포외 기질,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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