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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슬관절의 연골 손상은 정형외과영역 에서 매우 흔한 질환이

며, 저절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이 일생 동안 지속되며 결국 
퇴행성관절염이 속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한 현재까지의 어

떠한 치료법으로도 손상된 연골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연골손상에 속발되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시행되는 인공 관절 치환

물의 수명 및 기능의 제한이 있고, 의료비 상승의 주 원인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재생 치료법이 필수적인 치료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포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

고 있는 중이나, 아직 임상적으로 사용될 만큼 확실한 치료방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생물학적인 치료법으로서 대표적인 방법은 줄

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세포 배양, 연골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

한 성장인자의 주입, 재생 중인 연골 세포를 손상부위에 수용시키기 
위한 지지체의 개발 등의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물학적 치료법을 최소 침습적인 방법인 관

절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세 골절을 형성하고 재생유도 물질을 
주입하는 방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토의 슬관절의 연골 결손부에 미세 천공술과 혈소판 농축 혈장 
(PRP) gel을 정착시켜서 연골 재생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가토의 슬관절 활차에 4mm 직경의 수동 드릴을 이용하여 인

위적인 전층 연골 손상을 만들었고, 0.9mm 지름의 강선으로 미세천

공술을 시행하였다. 60마리 가토를 3개 군으로 나누어 미세천공술만 
시행한 군, 미세천공술 후 섬유소(fibrin) gel 을 이용한 정착을 시행

한 군, 미세천공술 후 혈소판 농축 혈장(PRP) gel을 이용한 정착을 
시행한 군으로 분류하여 시행하였다. 동종 가토의 혈액을 혈소판 농

축 혈장을 제조하는 키트에 넣어서 원심분리를 통하여 혈장을 분리

한다. 조직학적 검사로 육안 소견과 광학 현미경 소견, 1형 교원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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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교원질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고 연골 재생 정도

를 측정하였고, 생화학적 검사로 수분 함량, 점질다당류 
(glycosaminoglycan) 함량을 DMB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24 주에 재생된 연골 결손부의 육안 소견 상, 국제 연골 
연구회 (ICRS: Internatioanl Cartilage Research Society) 점수는 각각 9.5, 
10.2, 12.2 로 차이가 있었다 ( p = 0.044 ). 조직학적 소견에서도, 24 주 
째 O’Driscoll score 가 28.3, 28.5, 35.0 로 미세천공술만 시행한 군에 
비하여 연골재생 상태가 우수하였다 (p=0.043).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도 24 주에 2.3, 3.3, 4.5 로 세 군 간에 차이가 있었다 
(p=0.045). 생화학적 검사 상, 24 주에 미세천공술 군, 섬유소 gel 군, 
PRP gel 군에서, 점질다당류 함량은 각각 2.1, 1.8, 4.49 μg/mg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PRP gel 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p=0.066).  

 

결론: 관절 연골의 손상에 대하여 미세천공술을 시행할 때 PRP 
gel 을 병용함으로써 연골 재생 능력이 증가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섬유소 gel 의 연골재생 효과를 비교하여 PRP gel 이 더 
우수한 연골 재생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더 많은 
연구와 기술적 개선을 통해, gel 의 부착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재료의 확보를 통하여 미세천공술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주요어: 관절 연골 재생, 미세천공술, 혈소판 농축 혈장 
학  번: 2005-31184 
 

  



iii 

 

 

목   차 

 

초록 .................................................................................. i 

목차 ................................................................................ iii 

표 및 그림 목록 ............................................................. iv 

약어설명 ......................................................................... vi 

서론 ................................................................................. 1 

연구목적 .......................................................................... 5 

연구재료 및 방법 ............................................................. 2 

결과 .............................................................................. 16 

고찰 .............................................................................. 34 

요약 .............................................................................. 38 

결론 .............................................................................. 38 

참고문헌 ....................................................................... 39 

부록(appendix) ............................................................ 46 

초록 (영문) .................................................................. 49 



iv 

 

표 및 그림목록 

 

List of Tables 

 

Table 1. Grouping of rabbits ................................................. 11 

Table 2. Evaluation of articular cartilage of femoral condyle by 

ICRS macroscopic score ...................................................... 18 

Table 3. Evaluation of articular cartilage of femoral condyle by 

modified O’Driscoll score ..................................................... 23 

Table 4. Evaluation of articular cartilage of femoral condyle b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score in ICRS microscopic score .... 27 

Table 5. Biochemical measuring of glycosaminoglycan content of 

regeneration cartilage ......................................................... 32 



v 

 

List of Figures 
 

Figure 1. Platelet-rich plasma preparation kit ............................. 7 

Figure 2. Full thickness chondral defect with microfracture 

procedure, and PRP gel pasting.  ........................................... 10 

Figure 3. Macroscopic results of the articular cartilage 

regeneration ..................................................................... 17 

Figure 4. Bar graph of macroscopic results of the articular 

cartilage regeneration by ICRS score ...................................... 19 

Figure 5. Microscopic results of the articular cartilage 

regeneration ..................................................................... 21 

Figure 6. High power field microscopic results of the articular 

cartilage regeneration in 24 weeks ......................................... 22 

Figure 7. Bar graph of microscopic results of the cartilage 

regeneration by O’Driscoll score ........................................... 24 

Figure 8.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type 1 and 2 collagen 

in 24 weeks ...................................................................... 26 

Figure 9. Bar graph of immunohistochemical results of the 

cartilage regeneration by ICRS score ...................................... 28 

Figure 10. Bar graph of water content of the regenerated 

cartilage .......................................................................... 30 

Figure 11. Bar graph of glycosaminoglycan content of the 

regenerated cartilage .......................................................... 33  



vi 

 

약어설명 

 

BMP :bone morphogenic protein  

CDPA : citrate phosphate dextrose adenine 

DAB : diaminobenzidine 

DMB: dimethylmethylene blue 

EDTA: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FGF: fibroblast growth factor 

GAG: Glycosaminoglycan 

H & E: hematoxylin and eosin 

ICRS: International Cartilage Research Society 

IGF :insulin-like growth factor  

PDGF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PFA: paraformaldehyde 

PRP: platelet-rich plasma 

TGF:transforming growth factor  



1 

 

1. 서 론 

 

관절 연골은 손상을 받은 후 자연 치유되지 않고 결국 
관절염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아직도 정형외과적 치료 영역에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연골 손상에 대한 
임상적인 치료는 보존적인 것부터 수술적 변연절제술, 미세천공술, 
모자이크성형술 등 침습적인 것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 모두 확실한 방법으로 자리 잡지 
못했고, 불완전한 결과만 보여준다. 연골막 이식술은 고정 방법이 
쉽지 않고, 미세천공술과 같은 골수 자극 치료방법들은 치유 조직이 
섬유 연골로 종결되어 완벽한 재생이 되지 않고 마모되어 버린다.  
골연골 이식술은 공여부 연골에 손상을 주며 이식 면적에 제한이 
있고, 자가 연골 배양 이식술은 최초로 재생 의학 (regenerative 
medicine)의 원칙을 따른 치료법인데, 배양시킬 연골 모세포의 
공여부를 확보하는데 수술이 한번 더 필요하고, 재생 조직도 완벽한 
유리 연골이 아닌 유리 연골 유사체나 섬유연골 복합체도 
생성된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배양하면서도 증식율이 낮고 탈분화 
(de-differentiation) 되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제안되고 있는 방법이 생물학적인 치료법인데, 이것은 
원래의 조직을 유지할 세포, 세포를 손상부위에 고정시켜줄 지지체 
(scaffold), 세포가 조직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성장 및 
성숙시킬 환경 영향인자의 3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러한 
생물학적 치료는 연골 재생을 위한 세포로는 자가 또는 동종 연골 
세포 (chondrocyte), 골수 줄기 세포 등이 있고, 지지체로는 천연 
고분자 화합물로 연골외막 (perichondrium), 소장의 점막 (porcine 
small intestinal submucosa) 등과, 합성 지지체로서 폴리락틱산  
(polylactic acid), 폴리글리콜산 (polyglycolic acid) 등이 있으며, 환경적 
영향인자로서 fibroblast growth factor (FGF),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PDGF),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 bone morphogenic protein (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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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in-like growth factor (IGF) 등의 다양한 성장 인자들이 궁극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실험되었다.  

몇몇 연구에서 골수기원 줄기세포는 연골로 분화가 잘되며, 
연골하 골에서 기원한 세포도 골수기원 줄기세포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in vivo 연구 결과에서는 골수기원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주입한 실험도, 지지체에 포획하여 결손부에 
정착시킨 실험도, 결과적으로 섬유 연골로 종결되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미세천공술을 시행한 연구 결과도 정상 유리 연골로 
분화되지는 않았으며, 일부 제 2 형 교원질 섬유가 풍부한 혼합 연골 
조직을 얻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물리적 
생화학적으로 보다 나은 연골 조직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세천공술 후 배출되는 골수 줄기세포가 잘 
분화될 수 유도하는 합성 지지체를 장착하기도 한다. In vitro 
실험에서 TGF-β, BMP 2,4,6,7, FGF 2,18 와 같은 성장 인자가 연골 
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혈소판 농축 혈장 (platelet-rich plasma:PRP) 은 이러한 연골 
분화에 기여하는 성장인자가 많다는 잠재적인 장점이 있다. 
PRP 에는 TGF-β, PDGF, IGF-1 등이 함유되어있다. 특히 TGF-β 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TGF-β1 은 골수내 줄기세포를 연골모세포로 
분화시키는 작용을 주로 하고, TGF-β3 는 연골모세포의 증식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TGF-β 자체가 IL-1β 와 TNF-α 와 길항작용을 
하여 염증반응을 억제하여 연골 세포의 성숙과 성장에 도움을 준다. 
PDGF 는 유리 연골의 형태 (phenotype)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초기에 골수내 줄기세포가 유입되도록하는 역할을 한다. 

많은 in vitro 실험이 이를 지지하는데, Gaissmaier 등은 연골세포 
단층배양에 혈소판 부유액을 주입하니 연골 분화가 잘 되었는데, 
결국 섬유세포의 형태로 탈분화되어 버렸다는 보고를 하였다. Akeda 
등은 10% 자가 PRP 로 배양하여 증식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골수 줄기세포의 연골 분화와 증식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도 있다. 
Drengk 등은 PRP 가 골수 줄기세포의 연골 분화 후 그 특성을 계속 
유지하는데 조금씩이지만 장기간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in 
vivo 실험 결과는 Wu 등의 실험처럼 피하지방에 연골세포와 함께 
주입하여 연골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주입 가능한 지지체로서의 



3 

 

역할을 확인한 실험은 있으나 관절내 주입 실험은 보고된 것이 
많지 않다.  

지지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연골 형성의 효과가 
증가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Hoemann 등은 키토산-글리세롤 
gel 을 지지체로 사용하여 미세천공술 후 아무 처치를 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더 많은 연골 조직을 유도하였다고 하였고, 
하이알유론산 gel 을 사용한 경우도 대조군에 비하여 연골 형성이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물학적 치료법 중, 최소 침습적인 
방법인 관절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세천공술을 시행하고 
재생유도와 지지체의 역할을 하는 물질을 주입하는 방법을 
실험적으로 시도해 보고자 한다. 자가 줄기세포를 유도하기 위한 
미세천공술 (microfracture)과 재생 촉진의 성장인자로서 현재 
임상적으로 많이 시도되고 있는 혈소판 농축 혈장을 사용하고, 
지지체 (scaffold)의 수단으로 PRP 를 gel 화 시켜서 연골 결손부에 
정착시킴으로써 상기의 세가지 수단을 모두 적용하면서 가장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새로운 치료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세천공술은 임상적으로 연골 결손부에 시행되

고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유리연골을 형성하지 못하고 섬유연골에서 
종결되며 퇴행성 관절염으로의 이행을 막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PRP를 주입함으로써 성장인자를 보충하는 장점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동물 실험에서 증명했던 선행실

험도 있었다 (Milano et al, 2010). 그러나 이 실험은 한 번만 시행되었

으며, 액상 형태(liquid) 보다는 gel 형태일 때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단지 지지체로서 gel의 역할만으로도 미세천공술로 유도된 
자가 줄기세포를 포획하여 유리연골로 분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미세천공술 후 섬유소 gel (fibrin gel) 로만 지

지체 역할을 하도록 하는 대조군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

렸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천공술 후 재생유도 물질을 주입하는 방법을 완

성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토의 슬관절의 
연골 결손부에 미세 천공술과 혈소판 농축 혈장 gel을 침착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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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미세천공술만 시행한 대조군과 미세천공술 후 섬유소 gel을 정

착시킨 대조군과 비교하여, PRP gel이 연골 재생의 효과를 극대화시

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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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 가토 슬관절에서 지지체와 성장인자로서 
PRP gel 을 이용한 미세천공술을 실시하여 관절 연골의 연골 재생을 
도모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2) 연골의 재생 과정을 6 개월까지 
관찰하여, 형태학적, 생화학적으로 평가하여 재생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가정은, PRP gel 을 이용한 미세천공술은 
관절 연골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고, fibrin gel 을 이용한 
미세천공술이나 미세천공술만 시행한 것에 비하여 연골 재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것이다.   

 

 

3. 연구 재료 및 방법 

 

A. 실험의 개요 

가토의 양측 슬관절의 대퇴골 원위부 활차 (trochlear) 부위에 
연골 결손을 만들었다. 한쪽은 결손부 내에 미세천공술 후 fibrin 
gel 을 지지체로 결손부를 정착한 대조군으로 하고, 반대쪽은 
미세천공술 후 PRP gel 을 지지체로 결손부를 정착한 실험군으로 
하였다. 또 다른 군에서는 한쪽에 fibrin gel 정착을 시행하였고, 
반대쪽에 미세천공술만 시행한 비 정착 대조군을 하나 더 만들었고, 
또 다른 군에서는 한쪽에 PRP gel 정착을 시행하고 반대쪽에 
미세천공술만 시행하도록 하였다. 동물을 희생하여 조직을 추출한 
후 미세천공술만 시행한 군, 미세천공술 후 fibrin gel 을 정착한 군, 
미세천공술 후 PRP gel 을 정착한 군으로 모아서 분류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수술 후 1, 4, 12, 24 주에 관절 연골의 재생된 연골에 
대하여, 조직학적, 생화학적 성질을 확인하였다. 각 시기의 각 
항목에 대하여 10 개의 개체에 대해서 실험을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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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혈소판 농축 혈장 ( PRP ) 제조와 gel의 생성 

18cc 의 동종 가토의 혈액에 CPDA-1 (Citrate phosphate dextrose 
adenine-1) 2cc를 혼합하여 응고를 방지하고, 혈소판 농축 혈장을 제

조하는 키트 (PROSYS kit (Korea)) 에 넣어서 원심분리를 통하여 혈

장을 제조한다. 먼저 5분간 2300rpm으로 1차 원심분리하여 하층에 
붉은색으로 가라앉은 혈병 (blood clot)은 버리고 부유층 (supernatant)
을 회수한다. 회수된 부유층을 다시 5분간 3000rpm으로 2차 원심분

리를 하여 이번에는 부유층을 따라내고 침전층에 가라앉은 주황색

의 침전물을 회수한다. 이렇게 회수된 침전물은 일반 혈액의 5배에 
해당하는 혈소판이 농축되어 있다 (Figure 1).  
추출된 PRP에는 섬유소원 (fibrinogen)이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것을 결손부에서 트롬빈 (thrombin)과 반응시키면 gel 로 굳으면서 
결손부를 충전하게 된다. 대조군으로 사용할 fibrin gel은 상용화된 
섬유소원과 트롬빈을 결손부 속에서 혼합하여 gel을 형성하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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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latelet-rich plasma preparation kit. Photographs show the ready-
made plate-rich plasma preparation kit. Initial centrifuge makes precipitate of 
large cells including RBCs and WBCs. The supernatant is collected and 
centrifuged again to make concentrated platelet precipitate, known as platelet-
rich plasma (PRP). This precipitate consists of 5 to 10 time concentrated 
content of platelet compared to normal se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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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동물 실험 

검역을 통해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된, 생후 12 주 
가량 된, 체중 2.6 - 3 kg 의 뉴질랜드산 흰토끼 (New Zealand White 
Rabbit)을 이용하였다.  

청결한 환경에서 수술 준비를 하고, Ketamine hydrochloride 와 
Xylazine hydrochloride 를 근주 또는 정주 하여 가토를 마취시켰다. 
슬관절의 피부 및 피하 조직에 전방 정중 종 절개를 실시하여, 대퇴 
사두근 및, 슬개골, 근위 경골 부위를 노출하였다. 내측 관절낭 
절개를 실시하여, 슬개골을 외측으로 탈구 시키고, 슬관절을 
굴곡하여 관절 내부에 접근하였다. 슬개골과 맞닿는 대퇴 활차면의 
중앙에 4mm 수동 드릴을 이용하여 관절 연골에 원형의 결손부를 
생성하였다. 연골하 골의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골면의 
마찰감이 소실되는 순간까지 드릴을 사용하였고 끌을 사용하여 
다듬었다. 미세천공술은 0.9mm K 강선을 이용하여 결손부의 중심과 
사방에 각각 1 개씩 총 5 개의 구멍을 수동으로 만들고 출혈을 
확인하여 골수내 줄기세포가 유도될 통로를 확보하였다. 출혈된 후 
충분한 지혈을 한 후에 준비된 혈소판 농축 혈장과 트롬빈 
(thrombin)을 결손부 내에서 섞어서 gel 을 만들어 굳혔다 (Figure 2).  

gel 이 형성되어 굳은 것을 확인한 후, 슬개골을 포함한 
슬관절을 원래의 위치로 정복하고, 관절낭을 Vicryl 3-0 를 이용하여 
봉합한 후, 피부를 Nylon 3-0 를 이용하여 봉합하였다. 술 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gentamicin (Kyung Dong Pharm. Co., Seoul, Korea) 을 
3 일간 근주하였다. 부목 등을 이용한 관절 고정은 실시하지 않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였고, 봉합사 제거는 
실시하지 않았다.  

한쪽 슬관절의 결손부 내에 미세천공술 후 fibrin gel 을 
지지체로 결손부에 정착한 대조군으로 하고, 반대쪽은 미세천공술 
후 PRP gel 을 지지체로 결손부에 정착한 실험군으로 하였다. 또 
다른 군에서는 한쪽에 fibrin gel 정착을 시행하였고, 반대쪽에 
미세천공술만 시행한 비 정착 대조군을 하나 더 만들었고, 또 다른 
군에서는 한쪽에 PRP gel 정착을 시행하고 반대쪽에 미세천공술만 
시행하도록 하여 전체를 3 개의 군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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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검사의 결과를 수치화 시켜서 통계분석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유사한 연구를 참고하여 필요한 실험동물의 최소 수를 
계산하였고, 최소한 6 개 조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화학적 분석을 위해 4 개의 조직을 할당하였다.  

이러한 3 개 군에서 1 주, 4 주, 12 주, 24 주에 연골 생성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총 12 개의 군이 필요하게 되므로, 각 시기별, 각 
항목별로 10 개 조직씩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총 120 개 
조직,  60 개체에서 결과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Table 1).  

미세천공술과 지지체 정착 후, 1, 4, 12, 24 주에 마취제를 
과량으로 사용하여 안락사 시킨 후 재생된 관절 연골을 관찰하고 
조직학적 검사, 생화학적 검사를 위한 검체를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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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ull thickness chondral defect with microfracture procedure, and 
PRP gel pasting. The figures show full thickness chondral defect with 
microfracture procedure, and PRP gel pasting. (A) The native femoral trochlea 
of the rabbit knee was exposed by medial parapatellar arthrotomy. The round 
chondral defect was made with 4mm diameter hand drill, followed by making 
5 holes of microfracture with 0.9mm K-wire. (B) And then, PRP gel was 
pasted on the defect through mixing syringe of rabbit PRP and thrombin. On 
the same way, fibrin gel was pasted on the defect on other knees by mixing 
commercially usable fibrinogen and throm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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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ouping of rabbits. The rabbits were grouped as microfracture only 
– fibrin gel pasting, microfracture only – PRP gel pasting, and fibrin gel 
pasting - PRP gel pasting group, respectively. And the analysis were 
performed in grouping as microfracture only, fibrin gel pasting after 
microfracture, and PRP gel pasting after microfracture, respectively. One 
block in the table consisted of 5 knees, making 120 knees of 60 rabbits, totally. 

 

 1week 4week 12week 24week 

Side Rt Lt Rt Lt Rt Lt Rt Lt 

 Fibrin Microfx Fibrin Microfx Fibrin Microfx Fibrin Microfx 

 PRP Microfx PRP Microfx PRP Microfx PRP Microfx 

 Fibrin PRP Fibrin PRP Fibrin PRP Fibrin PRP 

Microfx : microfracture without gel pasting group   

Fibrin : microfracture with fibrin gel pasting group 

PRP : microfracture with PRP gel past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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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생된 관절 연골 평가 

I. 조직학적 평가 

i. 육안 소견 

채취된 원위 대퇴골은 10% PFA (paraformaldehyde)에 담가 냉장 
보관하였으며, 재생된 관절 연골의 평가를 위하여 국제 연골 연구회 
(International Cartilage Research Society:ICRS)의 방법 (Appendix 1)을 
이용하여 2 명의 관찰자가 평가한 수치를 평균을 내었다. 

ii. H & E staining 

H&E staining 은 조직의 기본적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고정액으로 10% PFA (paraformaldehyde)를 사용하였다. 파라핀 
포매하여 poly-l-lysine-coated slide 에 부착하고, 자일렌 (xylene)으로 5 
분에 걸쳐 2 회 탈파라핀하였다. 재수화 과정으로 100% 에탄올 
(5min x 2) -> 90% 에탄올 (5min x 1) -> 80% 에탄올 (5min x 1) -> 70% 
에탄올 (5min x 1) -> 증류수 수세 (4min)하였다. 실온에서 
hematolxylin 으로 6 분 염색하고, 증류수에 담가 5 분간 발색 후 
수세하였다. 1% 아세트산으로 2-3 회 담그고, 증류수로 4 분간 
수세하였다. 에오신 (Eosin)으로 15 초 간 염색하고 증류수로 4 분 
동안 수세하였다. 탈수 과정으로 70% 에탄올 (1 min x 1) -> 80% 
에탄올 (1 min x 1) -> 90% 에탄올 (1 min x 1)   -> 100% 에탄올 (1 min 
x 1) -> 자일렌 처리 하였고, 슬라이드 제작을 하였다.  

iii. Safranin-O & Fast-green staining 

Safranin-O staining 은 주로 황화 당단백 (sulfated 
glycosaminoglycan) 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기질 (ground 
substance) 이 있는 부분으로 주로 단백다당 (proteoglycan) 이 
Safranin-O 에 의해서 붉게 (red) 로 염색되었으며, 대조 염색 
(counter-staining) 은 녹색 (green) 의 fast green 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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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액으로 10% paraformaldehyde (PFA)를 사용하였다. 파라핀 
포매하여 poly-l-lysine-coated slide 에 부착하고, 자일렌 (xylene)으로 5 
분에 걸쳐 2 회 탈파라핀하였다. 재수화 과정으로 100%  에탄올 (5 
min x 2) -> 90% 에탄올 (5min x 1) -> 80% 에탄올 (5min x 1) -> 70% 
에탄올 (5min x 1) -> 증류수 수세 (4min)하였다. 1% 아세트산으로 2-
3 회 담그고, 증류수로 4 분간 수세하였다. fast green 으로 3 분간 
염색하고, 증류수에 담가 5 분간 발색 후 수세하였다. safranin-O 로 
15 분 간 염색하고, 증류수로 4 분간 수세하였다. 탈수 과정으로 70% 
에탄올 (1 min x 1) -> 80% 에탄올 (1 min x 1) -> 90% 에탄올 (1 min x 1)   
-> 100% 에탄올 (1 min x 1) -> xylene 처리하였고, 슬라이드 제작을 
하였다.  

Safranin O 염색한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O’Driscoll score 등급 
(Appendix 2)을 측정하였고 2 명의 관찰자가 측정한 평균을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iv.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고정액으로 10% 포르말린을 사용하였다. 파라핀 포매하여 
poly-l-lysine-coated slide 에 부착 (4 μm) 하고, fresh xylene 으로 5 
분에 걸쳐 2 회 탈파라핀하였다. 재수화 과정으로 100% 에탄올 (5 
min x 2) -> 90% 에탄올 (5min x 1) -> 80% 에탄올 (5min x 1) -> 70% 
에탄올  (5min x 1) -> 증류수 수세 (4min)하였다. 내인성 perosidase 
block 을 위해 3% H2O2 를 반응시키고 세척 후 Hyaluronidase 로 
처리한다 그리고 비특이적 반응의 block 을 위해 10% FBS 로 
반응시킨다 그리고난 후 1 차 항체 (collagen type I:abcom, Cambridge, 
UK & collagen type II: neo Markers, Fremont, CA, USA)를 희석하여 
냉장에서 하룻밤을 반응시킨다 

다음날 2 차 항체 (EnVision kit, DAKO) 반응 후 DAB 
(diaminobenzidine)로 발색한다 대조 염색을 위해 Hematoxylin 으로 
염색 후 탈수 과정으로 70% 에탄올 (1 min x 1) -> 80% 에탄올 (1 min 
x 1) -> 90% 에탄올 (1 min x 1) -> 100% 에탄올 (1 min x 1) -> 자일렌 
처리하였고, 슬라이드를 제작하였다.  

슬라이드에서 면역조직화학 염색의 평가는 국제 연골 연구회 
(ICRS)의 조직 관찰 등급 평가표에서 면역화학 염색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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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1 형 교원질 염색 정도, 2 형 교원질 염색 정도)을 합산한 
6 점을 만점으로 하는 척도를 사용하였고, 2 명의 관찰자가 평가하여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II. 생화학적 검사 

재생된 연골에 대해서 수분 함량 (water content), 점질다당 함량 
(proteoglycan; GAG content) 를 측정하였다.  

i. 수분 함량 (Water content) 

필터 용지 (Whatman filter paper)로 검체의 표면에 있는 잉여의 
수분을 제거한 후, 무게를 재고, 냉동 건조기 (freeze-dryer) 에 
검체를 넣고, 밤새 (over-night) 숙성하였다. 건조된 후의 무게를 재서, 
건조시키기 전과의 무게 차이를 이용해 수분의 양을 계산하였다.  

ii. 점질다당 함량 (Glycosaminoglycan; GAG content) 

DMB (dimethylmethylene blue) assay 를 이용하여 추출된 세포와 
모아진 배양 배지에서 합성된 점질다당을 측정하였다. 0.1M sodium 
formate, 0.005M EDTA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0.005M L-
cystein 으로 구성된 papain buffer 를 사용하여 papain 100 μg/ml (배지: 8 
μl/ml, scaffold: 4ul/ml)의 농도로 첨가된 papain solution 을 만들고 이를 
추출된 세포에 500 μl (배지: 200, scaffold: 500ul/ml) 첨가한 후 
55℃에서 12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배양 기간 동안 모은 배지와 
세포 추출 시 확보된 부유액에는 200 μg/ml 농도의 papain 용액을 
100 μl 첨가한 후 역시 55℃에서 12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나고 난 뒤에는 6000 rpm 에서 5 분간 원심분리하여 반응된 
상층액을 취하여 실험하였다. 반응된 상층액을 50 μl 씩 96 well 
plate 에 정량하고 각 well 당 DMB reagent 를 250ul 씩 첨가한 후, 
표준 용액을 만들어 chondroitin sulfate stock(1mg/ml) 100 μl 에 900 μl 
희석 버퍼액을 첨가하고, voltexing 후, 미세 원심 분리기 시험관 
(microcentrifuge tube) 7 개에 희석 버퍼액 500 μl 씩 담고, 1/2 씩 덜어 
희석하여 낮은 농도부터 50 μl 씩 넣고, DMB 용액을 250 μl 넣었다  
(sample dilution buffer: 0.05 M Sodium Formate, 0.05% Tween 20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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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3.0 by formic acid). 즉시 샘플과 표준 용액을 microplate reader 를 
이용하여 530 nm 와 590 nm 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한 후 그 비율을 
분석하였다.  
 

E. 통계적 분석 

각 평가 항목에 대하여 각 군에 3 개체에 대해서 실험을 실시하였

으므로,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없어, 비모수적 분석을 시행하였고, 
SPSS version 11.0 (SPSS Corp., Chicago, USA) 를 이용하였다. 미세천공

술 군, fibrin gel 정착군, PRP gel 정착군 세 군간의 비교에 Kruskal-
Wallis test 를 사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사후 검정 (post hoc test) 을 
하기 위하여 Bonferroni correction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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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과 

 

I. 육안 소견 

3 가지 군 모두 연골의 재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되었고, 
관절 막의 비후, 섬유화 등의 주변 조직의 염증 (inflammation)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였다. 육안 관찰 상, 그 정도는 미세천공술 
군, fibrin gel 정착군, PRP gel 정착군 사이에 현저한 차이는 없었다 
(Figure 3). Kruskal-Wallis 검사 상, 1 주 (p = 0.529), 1 개월 (p = 0.963), 3 
개월 (p = 0.210)에서는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6 개월 (p = 0.045)에서는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Bonferroni correction 을 이용한 사후 검사 (post-hoc test) 상, PRP gel 
정착군과 fibrin gel 정착군 (p = 0.147),  fibrin gel 정착군과 
미세천공술 군(p = 0.787)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RP 
gel 정착군과 미세천공술 군 사이에는 (p = 0.044)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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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acroscopic results of the articular cartilage regeneration. 
Microfracture without gel pasting (Microfx), microfracture with fibrin gel 
pasting (Fibrin), microfracture with PRP gel pasting (PRP) groups shows 
gradual cartilaginous filling with time. On the final result, the PRP gel group 
shows more hyaline-like regenerating tissue compared with other groups with 
some defective regen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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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valuation of articular cartilage of femoral condyle by ICRS 
macroscopic score. Table shows the articular cartilage regeneration by ICRS 
macroscopic grading (Appendix 1). Generally the grading is rough and there 
are nearly no differences except the 24week results; the PRP gel pasting group 
made more cartilage-like tissue than microfracture only group. 

 

 1 week 4 week 12 week 24 week 
Microfracture only (Microfx) 2.33±0.82 7.67±1.21 8.17±1.60 9.50±1.38 

Fibrin gel pasting (Fibrin) 3.67±1.37 7.50±1.52 9.17±1.60 10.17±2.23 
PRP gel pasting(PRP) 3.17±3.13 7.33±3.01 10.33±2.66 12.17±1.47 

p 0.529 0.963 0.21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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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Bar graph of macroscopic results of the articular cartilage 
regeneration by ICRS score. The PRP gel pasting group got more score than 
microfracture only group statistically ( p=0.045*). See Appendix 1. 

 

Microfx : microfracture without gel pasting group   

Fibrin : microfracture with fibrin gel pasting group 

PRP : microfracture with PRP gel pasting group 



20 

 

II. 현미경 소견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 재생의 양은 증가하고 연골의 형태가 
성숙하였다. 그러나 미세천공술만 시행한 비정착 군에서 3 개월 
이후 6 개월까지 연골 세포의 변화가 적은 반면, PRP gel 정착 
군에서는 꾸준히 성숙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fibrin 
gel 정착군은 비정착 군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Figure 5, 6). 미세천공술 군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재생 
조직의 두께는 두꺼워지나 신생 조직면이 섬유소가 갈라지고 
(fibrillation) 주변 조직과 분리되며, 조직내 연골 세포가 감소하고 
기질 (matrix) 염색에서도 연골의 특성을 잃는 특징을 보였고, PRP 
gel 이나 fibrin gel 을 정착한 군은 신생 조직의 두께는 얇으나, 주변 
조직과 결합은 단단한 특징을 보였다. PRP gel 정착군은 신생 조직 
내에 연골 세포 형성이 많고 기질 염색도 연골의 특성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O’Driscoll score 를 이용하여 관절 연골의 재생 정도를 
평가하였다 (Table 3, Figure 7). 1 주 (p = 0.060), 4 주 (p = 0.543), 12 주  
(p = 0.402)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24 주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p = 0.043). 24 주 평가에서 사후 검증으로 시행한 Bonferroni 
correction 에서, PRP 정착군과 fibrin 정착군 (p = 0.227), fibrin 
정착군과 미세천공술 군(p = 0.566)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PRP 
정착군과 비 정착 군을 비교한 것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p=0.036). 즉, PRP gel 을 정착한 군이 비정착 군보다 
연골 재생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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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icroscopic results of the articular cartilage regeneration. Gradual 
cartilaginous filling take place with time. In Microfx group the regenerate is 
thick but doesn’t adhere to adjacent cartilage and basement subchondral bone, 
and the matrix loses the color of cartilage. On the contrary the pasting groups 
show more tight adhesion to adjacent tissue in thin regenerate (Safranin O 
staining, X 12.5). 

 

Microfx : microfracture without gel pasting group   

Fibrin : microfracture with fibrin gel pasting group 

PRP : microfracture with PRP gel past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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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High power field microscopic results of the articular cartilage 
regeneration in 24 weeks. In microfracture only group the regenerate shows 
rare cartilage cell with irregular cartilage surface. In the fibrin gel pasting 
group the cells are small with lower height of cartilage, and PRP gel pasting 
group shows abundant cartilage cell in ray with cartilage matrix staining.  
(upper row, H & E staining ; lower row, Safranin O staining) (X100)  
 

 
Microfx : microfracture without gel pasting group   

Fibrin : microfracture with fibrin gel pasting group 

PRP : microfracture with PRP gel past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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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valuation of articular cartilage of femoral condyle by modified 
O’Driscoll score (Appendix 2). PRP gel pasting group got statistically more 
cartilaginous regenerate than microfracture only group.   
 

 1 week 4 week 12 week 24 week 
Microfracture only (Microfx) 13.33±1.86 23.00±6.99 26.83±2.64 28.33±3.98 

Fibrin gel pasting (Fibrin) 12.17±1.33 24.00±7.46 27.33±5.92 28.50±5.78 
PRP gel pasting(PRP) 13.33±1.03 19.33±6.31 28.16±4.79 35.00±4.46 

p 0.060 0.543 0.402 0.043* 
*Bonferroni correction  Microfracture only – PRP gel pasting : p=0.036 
                    Microfracture only – Fibrin gel pasting : p=0.566 
                    PRP gel pasting – Fibrin gel pasting : p=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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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Bar graph of microscopic results of the cartilage regeneration by 
O’Driscoll score. In 24 weeks, there was statistical difference (*p=0.043) that 
the PRP gel pasting group made more hyaline cartilage than microfracture 
only group (p=0.036) in Bonferroni correction. See Appendix 2.  

 

 
Microfx : microfracture without gel pasting group   

Fibrin : microfracture with fibrin gel pasting group 

PRP : microfracture with PRP gel past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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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면역조직화학 염색 
제 1형 교원질의 생성을 확인하기 위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에

서 24주의 결과 3군 모두 골조직 보다는 약하지만 주변 연골 조직

보다 진하게 염색되는 소견을 보였다.  
제 2형 교원질의 생성을 확인하기 위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에

서는 PRP gel 충전군에서는 세포내 염색을 보였고, 연골 기질에서의 
염색은 주변 정상 연골 조직과 유사했으나 일부 진하게 염색되는 
부위가 있었다. fibrin gel 군은 세포가 많이 보였지만 염색이 약했으

며, 비 충전군에서는 기질이 두껍지만 세포가 적고 염색이 부족한 
특징을 보였다 (Figure 8). 

ICRS 점수 (Appendix 3)에서 제1, 2형 교원질 염색만을 평가하

는 2개 항목 총 6점의 등급에서는 24주에 비 충전군, fibrin gel 군, 
PRP gel 군에서 2.33, 3.33, 4.50 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0.045) 사후 분석에서 비 충전군과 PRP gel 충전군 사이에서 차이

를 보였다(p=0.030) (Table 4, 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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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type 1 and 2 collagen in 24 
weeks. In type 2 collagen staining, the PRP group shows broad brown color 
staining area with hyaline cartilaginous regenerate while Micrfx group shows 
pale matrix with partly focused dots in the regenerate. 
(1st row) type 1 collagen  (2nd row) type 2 collagen  (X 100) 
  

 
Microfx : microfracture without gel pasting group   

Fibrin : microfracture with fibrin gel pasting group 

PRP : microfracture with PRP gel past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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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valuation of articular cartilage of femoral condyle b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score in ICRS microscopic score (Appendix 3). 
In 24 weeks, the PRP gel pasting group shows more cartilage staining than 
other groups especially than microfracture only group. 

 
 1 week 4 week 12 week 24 week 

Microfracture only (Microfx) 0 1.33±1.21 2.33±1.03 2.33±1.03 
Fibrin gel pasting (Fibrin) 0 1.67±0.52 2.67±0.82 3.33±1.75 

PRP gel pasting(PRP) 0 2.67±1.03 3.33±1.03 4.50±1.67 
p - 0.094 0.206 0.045* 

*Bonferroni correction Microfx – PRP : p=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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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Bar graph of immunohistochemical results of the cartilage 
regeneration by ICRS score (Appendix 3). PRP gel pasting group shows more 
cartilage staining than microfracture only group (*p=0.045, post hoc by 
Bonferroni p=0.030). 

Microfx : microfracture without gel pasting group   

Fibrin : microfracture with fibrin gel pasting group 

PRP : microfracture with PRP gel past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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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생화학적 검사 

i. 수분 함량 (Water content) 

정상 연골의 수분 함량은 전체 무게 (wet weight) 의 
55.2%이었고, PRP gel 정착군에서는 1 주에 66.7 %, 4 주에 57.9%, 
12 주에 62.8 %, 24 주에 51.9 %였다. Fibrin gel 정착군에서는 연골의 
수분 함량은 전체 무게 (wet weight) 의 1 주에 48.9%, 4 주에 53.4%, 
12 주에 52.3%, 24 주에 49.4% 였고, 미세천공술 군에서는 1 주에 
45.9 %, 4 주에 46.1%, 12 주에 62.5 %, 24 주에 66.0 % 였다 (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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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Bar graph of water content of the regenerated cartilage. The 
percentage of water content is not different statistically. 
 

 

Microfx : microfracture without gel pasting group   

Fibrin : microfracture with fibrin gel pasting group 

PRP : microfracture with PRP gel past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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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점질다당 함량 (Glycosaminoglycan (GAG) content) 

정상 연골의 점질다당 함량은 6.87 μg/mg 로 측정되었고, PRP 
gel 정착군에서 연골의 점질다당 함량은 1 주에 1.14, 4 주에 4.69, 
12 주에 4.51, 24 주에 4.48 μg/mg 으로 측정되었다. 반면 fibrin gel 
군에서는 1.38 , 1.25, 1.52, 1.80 μg/mg, 미세천공술 군에서는 1.32, 2.45, 
2.23, 2.10 μg/mg 로 측정되었다 (Table 5, Figure 11).  

점질다당 함량은 PRP 군에서만 4 주 이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다른 군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PRP 군에서 
다른 군에 비해 점질다당 함량이 많은 경향을 볼 수 있었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p=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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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iochemical measuring of glycosaminoglycan content of 
regeneration cartilage. PRP gel group make more glycosaminoglycan contents 
after 4 weeks but the number was too small to make statistical differences 
(n=3). 
 

 1 week 4 week 12 week 24 week 
Microfracture only (Microfx) 1.32±0.40 2.45±0.73 2.23±0.20 2.10±0.37 

Fibrin gel pasting (Fibrin) 1.38±0.38 1.25±0.47 1.52±0.77 1.80±0.69 
PRP gel pasting(PRP) 1.14±0.38 4.69±0.63 4.51±0.54 4.49±0.06 

p 0.875 0.044 0.066 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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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Bar graph of glycosaminoglycan content of the regenerated 
cartilage. The graph shows a tendency that the PRP gel pasting group makes 
more cartilage than microfracture only group, but the number of experiment is 
too small to show the difference (p=0.066). 
 

 

Microfx : microfracture without gel pasting group   

Fibrin : microfracture with fibrin gel pasting group 

PRP : microfracture with PRP gel past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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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  찰 

 

본 연구에서 PRP gel 은 미세천공술과 함께 시행할 때 fibrin gel 
이나 정착물을 덮지 않고 미세천공술만 시행한 경우보다 연골 
형성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관절 연골은 치유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손상을 입고 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치료법이 없다. 이 때문에 자가 연골막 이식술, 
미세천공술, 변연절제술, 연골세포 배양 이식술, 골연골 이식술 등 
다양한 연골 재생 방법이 고안되고 시행되어 왔으며, 성공률과 비용, 
시술의 난이도 면에서 단점과 결과 면에서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천공술을 치료의 표준으로 삼으면서 그 
결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미세천공술의 결과로 
출현되는 골수 줄기세포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를 연골 
결손부에 포획하여 증식시키기 위한 가장 간단한 지지체로서 gel 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그 지지체의 성분으로 많은 종류의 성장 
인자들이 함유되어 있는 혈소판 농축 혈장 (platelet-rich plasma) 을 
선택하여, 재생의 결과물이 정상 연골에 가까운 유리 연골로 
분화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치료 방법의 표준으로 미세천공술을 삼은 
이유는 이것이 관절경을 이용하면서 가장 간단한 수술 방법이며, 
여타 공여부나 다른 수술의 필요가 없고, 줄기세포 배양에 따른 
세포주의 암 발병 가능성 및 감염 가능성 등 잠재적인 위험성이 
없어서 환자에게 쉽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연골 
결손부에 대한 치료 중 제일선의 치료 방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주요한 가설은 미세천공술 후 PRP gel 을 주입한 
결과가 fibrin gel 을 주입한 경우나 미세천공술 만을 시행한 
경우보다 좋은 결과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PRP 는 쉽고 빨리 
비용부담 없이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고, gel 의 형태로 사용할 경우 
미세천공술로 관절 내로 유입되는 자가 줄기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포배양의 많은 과정이나 비용이 필요 없고, 관절 내에 
지지체를 제작하여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염증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결과에서 PRP gel 을 사용한 군과 
미세천공술만 시행한 군에서는 육안소견, 조직소견, 면역조직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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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PRP gel 을 사용한 군과 fibrin 
gel 을 사용한 군에서는 조직소견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개체수가 
작아서 통계적 의미가 없었지만 점질다당 (glycosaminoglycan) 
함량에서는 PRP gel 을 사용한 군이 다른 군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함량을 보여서 PRP gel 을 사용할 경우 연골 생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미세천공술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토 대퇴골의 
활차에 연골 결손을 가능한 한 둥근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4mm 
수동 드릴을 사용하였다. 드릴은 연골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중앙에 침이 달려 있었고, 그 크기는 미세천공술을 시행할 K-강선과 
동일한 0.9mm 였다. 가능한 한 많은 천공술을 시행해야 골수 
줄기세포에 노출될 기회가 많겠으나, 4mm 의 내경 속에 0.9mm 
두께의 천공을 시행하는데 중간 간격이 너무 좁으면 구멍사이의 
연골하 골이 파손되어 골절될 수 있으며, 연골하 골이 파손되는 
경우 국소적 무혈성괴사로 재생과정이 좋지 않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천공의 개수는 5 개로 정하였다.  

Fibrin gel 은 여러 연구에서 배양된 연골세포나 골수 
줄기세포를 연골 결손부에 정착시키는데 사용되었다. In vitro 
실험에서는 연골 세포의 지지체로서 좋은 효과를 보여준데 비해, in 
vivo 실험에서는 골수 줄기세포와 함께 사용되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이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종 (xenogenic) 물질 사용에 
의한 면역반응으로 추정하였다 (Shao et al, 2007).  

과거의 연구에서 미세천공술 후에 PRP gel 과 액상 PRP 주입을 
시행하여 비교한 연구가 있으며, 그 결과에서는 gel 이 액상보다 
결과가 좋다고 하였다(Milano et al, 2010). 본 연구에서 사용된 PRP 
gel 은 PRP 내에 내재되어 있는 섬유소원 (fibrinogen)의 자연적인 
응고 과정에 트롬빈 (thrombin)을 혼합하여 만들었고, 섬유소 (fibrin) 
gel 은 상용화된 섬유소원과 트롬빈의 혼합 주사기를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면역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상기의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는 액상 PRP 와 gel PRP 를 비교한 것과, 섬유소 gel 과 PRP 
gel 을 비교한 차이이다. 즉 기존에 사용된 정착물 들 중에서 키토산 
gel, 섬유소 gel, 하이알유론산 gel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정착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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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만으로 줄기세포를 포집할 능력이 있는 gel 형태의 대조군을 
설정해 두어 PRP 의 효과를 비교해 보려 연구를 계획한 것이었다. 

생화학적 분석에 4 개의 조직을 사용한 것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생화학적 분석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 실험 개체수를 계산할 경우 한 군에 최소 30 마리 
이상의 토끼를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실험적인 
한계 때문에 예비 실험의 형태로서 소량의 조직만을 실험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면역조직염색 결과의 수치화를 위하여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을 저술한 참고문헌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4 단계로 점수화한 논문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참고문헌도 없으며, 그 연구 자체에서 최고 
등급은 3 단계에 국한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국제 연골 연구회 (ICRS)의 등급에서 면역조직 화학 염색에 
해당하는 항목 2 가지를 차용하였다. 이 등급표는 재생 조직에 
제 1 형 교원질 염색을 하여 주변 골조직에 유사하게 염색되면 0 점, 
주변 연골 조직에 유사하게 염색이 잘 되지 않으면 3 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4 단계의 점수부여를 하였고, 제 2 형 교원질 염색에서는 
주변 연골 조직과 유사하게 염색되면 3 점, 염색이 되지 않으면 
0 점으로 4 단계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2 항목을 
합산하여 0 점에서 6 점에 이르는 점수 체계를 사용하였고, PRP gel 
군에서 미세천공술만 시행한 군보다 연골 형성이 많다는 소견을 
관찰하였다.  

재생된 연골 조직을 채취하여 물리학적 특성과 강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장비와 기술적인 문제로 본 연구에서는 시행하지 
못하였다. 정상 연골과 같은 강도를 가져야 재생연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검증했어야 하지 못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생각된다. 또한 PRP 에 함유된 성장 인자 농도가 아직 
일관성 있게 측정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성상을 보여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저자들은 가토의 슬관절에서 PRP gel 과 섬유소 gel 을 이용한 
미세천공술을 실시한 후 6 개월까지 추시 관찰하여 재생된 관절 
연골의 조직학적, 생화학적 성숙을 평가하였다. PRP gel 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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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천공술로 관절 연골의 재생을 도모할 수 있었으며, 섬유소 
gel 을 정착한 경우보다 긍정적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완전히 유리 연골을 형성하지는 못하여 전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세천공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리 연골의 재생 및 퇴행성 
변화의 방지이다. 본 연구 결과 PRP gel 을 이용한 군에서 연골 재생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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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  약  

 

가토 슬관절에서 실험적으로 관절 연골 결손을 만든 후, 
미세천공술을 실시하고 혈소판 농축 혈장 gel 을 정착하여 6 
개월까지 추시 관찰하였으며, 대조군으로는 미세천공술을 실시한 후 
섬유소 gel 을 정착한 군과 미세천공술만 시행하고 정착을 시행하지 
않은 군을 설정하였다.  
 
1. 관절 연골은 세 군 모두에서 재생의 소견을 보였으나, 혈소판 

농축 혈장 gel (PRP gel) 을 정착한 군이 미세천공술만 시행한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많은 연골 재생의 소견을 보였고, 일부 
결과에서는 섬유소 gel (fibrin gel)을 정착한 군에 비해서도 많은 
연골 재생의 소견을 보여, 혈소판 농축 혈장 gel 의 연골 재생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생화학적 검사 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분 함량은 감소하고, 
점질다당 함량은 증가하였다. 점질다당은 PRP gel 정착군에서 
유의하게 많이 생성되었다.  

3. 생역학적 분석을 시행하지 못한 점이 이 실험의 한계점이다.  
 

7. 결  론  

 
미세천공술 후 혈소판 농축 혈장 gel 을 정착한 경우가 정착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연골 재생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섬유소 gel 을 정착하는 경우에는 연골의 재생 및 
성숙에 부분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더 많은 
연구와 기술적 개선을 통해, 혈소판 농축 혈장 gel 이 
미세천공술의 연골 재생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혈장내 성장인자 농도를 일정하게 확립하고 gel 을 
빨리 굳게 함으로써 효과를 증대하고 실제 사용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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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록(Appendix) 
1. Macroscopic evaluation of cartilage repair 

 (ICRS macroscopic grading, Mainil-Varlet et al, 2003) 
 

Categories Score 

Coverage  

 >75% repair of defect depth 4 
 50-75% repair of defect depth 3 

25-50% repair of defect depth 2 
<25% repair of defect depth 1 
no repair of defect depth 0 

Neocartilage color  

 Normal 4 

 25% yellow/brown 3 
50% yellow/brown 2 
75% yellow/brown 1 
100% yellow/brown 0 

Defect margins  

 Invisible 4 
 25% circumference visible 3 

50% circumference visible 2 
75% circumference visible 1 
Entire circumference visible 0 

Surface  

 Smooth/ level with normal cartilage 4 
 Smooth but raised 3 

Irregular 25-50% 2 
Irregular 50-75% 1 
Irregular >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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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croscopic evaluation of cartilage repair  
(modified O’Driscoll score: Brehm et al, 2006) 

Variable Comment Score 

Tissue Morphology Exclusively non-cartilage 1 

 
Mostly non-cartilage 2 

 
Mostly fibrocartilage 3 

 
Mostly hyaline cartilage 4 

Matrix staining None 1 

 
Slight 2 

 
Moderate 3 

 
Strong 4 

Structureal integrity Severe disintegration 1 

 
Cysts or disruption 2 

 
No organization of chondrocytes 3 

 
Beginning of columnar organization of chondrocytes 4 

 
Normal, similar to healthy mature cartilage 5 

Chondrocyte clustering 25-100% of the cells clustered 1 
   in implant <25%  of the cells clustered 2 

 
No clusters 3 

Intactness of the calcified <25% of the calcified layer intact 1 
 layer, formation of tidemark 25-49% of the calcified layer intact 2 

 
50-75% of the calcified layer intact 3 

 
76-90% of the calcified layer intact 4 

 
Complete intactness of the calcified layer  5 

Subchondral bone formation No formation 1 

 
Slight 2 

 
Strong 3 

Histologic appraisal of  Severe fibrillation of disruption 1 
   surface architecture Moderate fibrillation of disruption 2 

 
Slight fibrillation of disruption 3 

 
Normal  4 

Histologic appraisal of  <25% 1 
   defect filling 25-50% 2 

 
51-75% 3 

 
76-90% 4 

 
91-100% 5 

Lateral integration of Not bonded 1 
   implanted material Bonded at one hand/partially both ends 2 

 
Bonded at both ends 3 

Basal integration of <50% 1 
   implanted material 50-70% 2 

 
71-90% 3 

 
91-100% 4 

Inflammation No inflammation 1 

 
Slight inflammation 3 

 
Strong inflamma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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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croscopic evaluation of cartilage repair (ICRS 
microscopic grading an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evaluation: Mainil-Varlet et al, 2003) 

Categories Score 
Surface  
 Smooth/continuous 3 
 Discontinuous/irregular 0 
Matrix  

Hyaline 3 
Mixture: hyaline/fibrocartilage 2 
Fibrocartilage 1 
Fibrous tissue 0 

Cell distribution  
 Columnar 3 
 Mixed/ columnar-clusters 2 

Clusters 1 
Individual cell/disorganized 0 

Cell population viability  
 Predominantly viable 3 
 Partially viable 1 
 <10% viable 0 
Subchondral bone  
 Normal 3 
 Increased remodeling 2 

Bone necrosis/granulation tissue 1 
Detached/fracture/callus at base 0 

Cartilage mineralization(calcified cartilage)  
Normal 3 

 Abnormal/inappropriate location 0 
Type I collagen staining of the matrix  
 Normal or nearly normal 3 
 Slight 2 

Moderate 1 
Abundant 0 

Type II collagen staining of the matrix  
 Normal or nearly normal 3 
 Moderate 2 

Slight 1 
Non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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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bstract 
 

The Regenerative Effect of Platelet-Rich Plasma(PRP) Gel combined with 

Microfracture on Healing in Rabbit Chondral Defect 

 

Yong-Woon Shin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cartilage damages on knee joint is very common in orthopedic 
field. This lesion is not healed spontaneously, which results in secondary 
degenerative arthritis. However, complete recovery by current treatment is not 
possible.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ere have been studies including 
cartilage cell culture using stem cell, injection of growth factors for cartilage 
cell regeneration, and development of scaffolds for homing of regenerating 
cartilage cells. This study was aimed to evaluate that microfracture procedure 
combined with platelet-rich plasma (PRP) gel pasting can stimulate cartilage 
regeneration on knee joint of rabbit.  
Methods: Knee chondral defect models were artificially made using hand-
drill, which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PRP group underwent PRP gel 
pasting on damaged cartilage after microfracture procedure. As controls, one 
group underwent only microfracture on the defect (microfracture group) and 
another was treated with fibrin gel pasting after microfracture (fibrin group). 
Rabbits were sacrificed at 1,4,12 and 24 weeks, and obtained tissues were 
graded using International Cartilage Research Society (ICRS) and modified 
O’Driscoll scores. Regenerated cartilage was evaluated biochemically by 
measuring water content and glycosaminoglycan content. 
Results: Macroscopically the ICRS scores for microfracture, fibrin gel, and 
PRP gel groups were 9.5, 10.2 and 12.2, respectively in 24 weeks, being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microfracture and PRP groups (P=0.044). 
Modified O’Driscoll scores were 28.3, 28.5, and 35.0, respectively, being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microfracture and PRP groups (P=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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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l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scores for Collagen I and II were 
different between microfracture and PRP groups (P=0.030). 
Glycosaminoglycan content was the highest in the PRP group, but it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P=0.066). Water content was not different among 
the 3 groups.  
Conclusions: PRP gel pasting with microfracture on damaged cartilage is 
beneficial for cartilage regeneration compared with microfracture alone. PRP 
gel may be an effective scaffold for cartilage regeneration. 
 

-------------------------------------------------- 

Keywords: : Cartilage regeneration, Platelet-rich plasma gel, Microfracture  
Student number: 2005-3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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