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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측두하악 관절원반은 측두골과 하악골의 골성 구조물 사이에 위치한

섬유연골조직이며, 측두하악장애 시 관절원반의 형태학적 변이와 손상이

일어난다. 조직공학기법을 통한 관절원반 재생은 측두하악 관절의 생리

적환경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재생

의 대상이 되는 관절원반을 구성하는 세포외기질을 고찰해 봄으로써 조

직공학적 접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관절원반의

세포외기질은 교원질, 탄력소, GAG, proteoglycan 등으로 구성되며, 세

포외기질의 함량과 분포가 관절원반의 기계적 특성을 결정짓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절원반의 조직공학적 재생을 위하여 세포원, 성장인자, 지지

체, 세포적용법, 물리적 환경에 관하여 이해해야 한다. 세포원은 자가 관

절원반세포, 과두연골세포, 줄기세포 등이 실험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며,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성장인자의 경우 TGF-β가 세포외

기질의 합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다른

성장인자와 동시에 사용하였을 경우 혹은 이차원배양과 삼차원배양의 경

우 나타나는 성장인자의 효과는 연구마다 상이하였다. 지지체는 생체친

화성과 생분해성이 가장 중요하며, 관절원반의 재생속도와 지지체의 분

해속도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시 되었다. 현재 여러 가지 합성물질이 지

지체 제작에 사용되고 있으며, 지지체에 세포를 분주하는 방법과 배양

시 적절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밀도가 높게 세

포를 적용하였을 때 세포활성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세포와

지지체를 이식한 결과 정상적인 기능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측두하악 관절원반의 재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라고 생각된

다. 줄기세포로부터 관절원반세포로의 분화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며, 향

후 줄기세포 분화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

제 측두하악 관절의 생리적 환경과 유사하게 실험을 설계하여 성장인자

의 효과를 입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종합적으로 관절원반 재생을 위

해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일부 인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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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실험에서 일관성 있는 효과를 보였다.

주요어 : 측두하악 관절원반, 조직공학, 세포원, 성장인자, 지지체

학 번 : 2010-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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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측두하악 관절(Temporomandibular joint)은 타원형인 하악골의 하악두

와 오목한 형태인 측두골의 하악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양측성 가동관

절이다. 이 두 개의 골성 구조는 섬유성 관절낭과 그 내부에 개재된 관

절원반을 통해 인접한다. 측두하악 관절의 운동은 개폐구 운동 및 하악

의 전진 운동, 측방 운동을 기본운동으로 한다. 이러한 측두하악 관절의

운동을 통해 구강의 개구, 저작, 발음, 연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좌․우의 턱관절이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운동하므로 측두하악 관절은

그 형태와 운동이 매우 복잡하고, 사람마다 다른 구조를 나타낸다. 저작

계를 구성하는 측두하악 관절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저작계의 생리

적 평형을 저해하게 되고, 이는 앞에서 말한 구강의 개구, 저작, 발음, 연

하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동성의 저하를 야기한다.

측두하악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는 구강악안면영역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으로서 구강악안면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치성동통의 가장 흔한 원인의 하나이다. 측두하악장애는 측두하악 관

절과 저작근 및 주위 조직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동통, 하악 운동범

위의 감소나 관절잡음을 주요한 임상 특징으로 한다.1

관절원반은 두 개의 골성구조물 사이에서 충격 흡수, 하중 분산, 두 개

의 측두하악 관절에서 발생하는 운동 부조화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측

두하악장애는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기여하며, 관절원반의 변위

및 형태이상과 측두하악 관절의 기능이상은 큰 연관성을 지닌다.2 측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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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장애를 겪는 환자들 중 70%에서 관절원반변위가 관찰되며, 이는 관

절원반의 병리와 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대변한다.3

측두하악장애를 겪는 많은 수의 환자들은 물리치료, 부드러운 식이, 진

통제, 교합장치(occlusal appliance)로 성공적인 치료결과를 나타낸다. 하

지만 일부 환자들은 이러한 치료법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

하고, 결국 관절원반 회복술(disc repair)을 동반한 수술치료를 필요로 한

다.4 크고 회복이 불가능한 천공이 있거나 형태이상, 크기이상, 경직성

증가 등의 경우 관절원반 제거의 적응증이 된다. 대부분의 관절원반 변

위의 치료를 위한 수술적 접근은 관절원반과 과두 사이의 관계개선에 초

점을 둔다. 이러한 술식으로는 과두절단술(condylotomy), 관절원반성형

술(discoplasty), 관절원반 재위치 수술(disc repositioning) 등이 있다. 제

거된 관절원반의 대체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디스크절제술

(discectomy) 또한 이들 술식에 포함된다. 디스크절제술은 관절원반 내

장증으로 인한 물리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증 감소 및 기능 개선의

장점이 있다.5

관절원반은 무혈관성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운동과 기능으로 인해 손상

에 대한 자기회복능력이 저해된다. 손상된 관절원반을 위한 수술 치료에

는 봉합(suture), 자가진피이식(autogenous dermis grafts), 자가이개연골

이식(autogenous ear cartilage grafts), 동결건조 연골이식(lyophilized

cartilage grafts), 디스크절제술, 동종이식편의 개제(placement of

interpositional allografts) 등이 있다.6

비록 관절원반의 대체를 동반하지 않은 디스크절제술에서도 장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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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결과 만족할 만한 경우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연조직의 유착과 골의 퇴행성변

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인공재료와 자가재료를 디스크절제술 이후의

교체물질로 사용한다.7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인공재료는

Silicone rubber (Silastic, Dow Corning), Vitreous carbon 강화 Porous

polytetrafluoroethylene(PTFE) (Proplast Ⅰ, Vitek, Inc), Aluminum

oxide (Proplast Ⅱ, Vitek, Inc) 접합 PTFE (Teflon) 등이 많이 쓰였다.

Proplast-Teflon 재료는 초기에 만족할 만한 기능과 환자의 증상개선의

이점을 보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방사선학적 관찰에서 이러한 재료들은

하악과두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부 환자들은 이러

한 골변화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으나 다른 경우에서는

과두 흡수, 심한 통증, 부정교합, 이물거대세포반응(foreign body giant

cell reaction, FBGCR), 두통이 보고되었다. 그 외에도 천공, 균열, 불안

정한 교합, 림프절증, 심한 골관절염 등이 발생하였다.8 자가조직으로는

이개연골, 진피, 측두근을 사용한다. 관절원반 유래 세포 및 다양한 자가

세포로부터 in vitro에서 조직을 재생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는

면역학적, 조직학적 친화성을 가지는 자가조직을 통한 질병조직의 치료

를 가능하게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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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론

제 1 절 측두하악 관절과 관절원반의 해부학적 구조

측두하악 관절은 하악골의 과두와 측두골의 하악와(glenoid fossa)와

관절융기(articular disc)로 구성된 양측성 윤활관절이다. 섬유연골 원반

은 하악골의 과두와 측두골의 하악와 및 관절융기 사이에 위치하여, 원

반 위·아래의 면이 조화를 이루게 한다. 이 구조는 하중을 접촉 영역으

로 분산시키고 충격을 흡수하며 관절의 윤활을 돕는 역할을 한다. 측두

골에서 하악와의 전방부는 관절융기의 후방부와 연결된다.

관절원반은 양측성으로 오목한 구조이며, 적혈구의 형태와 유사한 면

이 있다. 그러나 적혈구와 달리 관절원반은 원형이 아니며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가면서 일정하지 않은 두께를 나타낸다. 관절원반은 전후방으

로 3개 영역으로 나뉜다: 전방띠(anterior band), 중간대(intermediate

zone), 후방띠(posterior band).3 대략적인 두께는 1∼4 mm 정도이며, 중

간대가 가장 얇고 후방띠가 전방띠에 비해 다소 두껍다. 관절와와 과두

처럼 인간의 관절원반은 내외측으로 길다. 수치상으로는 내외측으로 약

19 mm, 전후방으로 13 mm를 보인다.9

관절원반의 전방부는 관절융기의 전방부와 하악골 과두의 전방부에 부

착된다. 후방부는 원반후부조직(retrodiscal tissue, vascular bilaminar

zone)과 연결되며, 이는 측두골과 하악골 과두경부의 후방부에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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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원반은 주변 조직과 부착되어 관절을 관절원반의 상부와 하부로 나

눈다. 상부 관절강(upper compartment, upper joint cavity)은 하악와 관

절원반 사이의 공간이고, 하부 관절강은 관절원반과 하악골 과두 사이의

공간이다.1 관절강의 부피는 상부 관절강의 경우 약 1.0 ml, 하부 관절강

의 경우 약 0.5 ml이다. 상부 관절강은 직선운동, 하부 관절강은 회전운

동을 주로 담당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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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두하악 관절원반의 병리

증령과 물리적 자극으로 인해 관절원반을 구성하는 세포의 변화가 일

어난다. 어금니를 상실한 후 보철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절원반의

중간부분의 두께가 감소하거나 구멍이 나게 된다. 관절원반은 하악와의

관절융기와 하악골 과두 사이에 위치하며, 하악운동시 관절원반은 하악

두, 하악와 및 관절결절의 후방사면과 접촉하여 관절의 안정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접촉관계가 상실되면 측두하악장애가 야기되기도

한다. 관절원반의 장애를 유발 가능한 원인으로는 관절융기 뒤경사면의

심한 경사, 비정상적인 하악운동 속도, 압력, 운동범위, 이측 측두하악 관

절의 이상 운동, 관절면의 구조적 이상, 교합 부조화, 원반인대(discal

ligament)의 손상, 원반후부조직 손상 등이다. 해부학적 요인으로는 관절

원반의 앞부위 및 뒤부위가 다른 구조와의 연결이 파괴된 경우, 관절원

반의 천공 등이다.10 Milam과 Schmitz는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 저산소증

-재관류(hypoxia-reperfusion), 신경학적 염증(neurologic inflamation)이

측두하악 관절의 퇴행성 진행과 연관된다고 말했다.11 Mew는 교합부조

화(occlusal disharmony), 부정교합(mal occlusioin), 과두의 위치이상 또

는 형성이상, 하악와의 비정상적인 형태 또는 위치, 외상(trauma), 교정

치료의 영향, 이갈이(bruxism), 식이(diet), 스트레스, 근육 이상 기능

(muscle parafunction), 구강자세(oral posture) 등이 측두하악장애의 원

인이 될 수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12

측두하악 관절에 가해지는 물리적 하중은 관절의 표면과 접촉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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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다. 만약 하중이 관절원반에 의해 분산되지 못한다면, 물리적인 스

트레스가 관절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절원반은 부

위에 따라 다른 세포외기질의 조성을 지닌다. 이러한 조성의 차이는 물

리적 하중에 대한 각기 다른 변형을 나타낸다. 변형은 하악의 운동에 따

른 물리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관절원반의 적응이다.13 변위된 관절원반의

상면보다 하면에서 혈관화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형태학적 변

화는 관절원반의 하면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14 만약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스트레스가 관절원반에서 흡수되지 않는다면, 이

것은 측두하악 관절의 생역학적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5 병리학적

인자가 측두하악 관절의 연골의 분자조성을 변화시키거나, 비특이적 특

성의 유도, 관절표면 조도(roughness)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16 높은

수준의 전단스트레스(shear stress)는 국소적으로 관절원반의 점탄성을

변화시킨다. 이것은 새로운 물리적 환경에서 부하에 적응하는 모습을 뜻

한다. 그러나 물리적 스트레스가 관절원반의 적응력을 넘어서게 된다면

측두하악 관절을 구성하는 골 구조물에 대해 퇴행성 변화를 초래한다.17

골면이나 외측익돌근의 상복(superior belly of the lateral pterygoid

muscle)에 부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관절원반에는 신경말단이 존재하

지 않는다.18 통각 신경의 말단은 관절낭(joint capsule)에서 자주 발견되

며, 관절낭의 염전(twisting) 또는 신장(stretching)시 활성화된다. 건강한

상태에서 활액조직(synovial tissue)은 일반적으로 통각을 유발하는 유해

자극에 둔감하다.17 관절의 통증은 전형적으로 미만성이며, 국소적이지

않다. 이러한 통증은 혈압의 변화, 맥박 변화, 오심, 구토 등의 자율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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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과 함께 나타난다. 관절의 통증은 주로 굴근 수축의 전파로 이어진

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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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측두하악 관절원반의 구성

1. 교원질

교원질(collagen)은 결합조직의 주성분이자 포유동물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이다. 전체 단백질 중 약 1/4∼1/3이 교원질로 구성되어있다. 교원

질은 거의 모든 조직에 존재하며, 피부, 골, 힘줄, 연골 및 치아 등 결합

조직 이외에도 존재한다.19 관절원반에서 교원질은 평균적으로 75%의 건

조중량을 나타낸다.20 교원질은 물리적, 화학적으로 물에 거의 녹지 않는

섬유이다.19

인간 측두하악 관절의 관절원반은 다른 관절에서 발견되는 유리연골과

달리 섬유연골로 구성되어있다. 이 섬유연골은 유리연골에서 우세한 Ⅱ

형 교원질이 아닌 Ⅰ형 교원질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Ⅰ형 교원질은 Ⅱ

형에 교원질에 비해 더 큰 섬유로 구성되며 더 밀도가 높고, 팽창성이

낮은 조직에서 많이 발견된다.21 관절원반의 세포는 섬유모세포와 연골세

포의 특성을 모두 나타내며, 섬유모세포는 Ⅰ형 교원질을 생산하고 연골

세포는 Ⅱ형 교원질을 생산한다.22

Ⅰ형 교원질은 피부, 골, 힘줄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교원질로서,

측두하악 관절에서는 관절의 연골, 연골하방의 과부 부분 골조직, 측두하

악 관절을 구성하는 측두골, 골 사이에 개재된 관절원반에서 나타난다.

또한 원반후부조직, 활막(synovium), 피막(capsule)에서도 발견된다. Ⅰ

형 교원질에 대한 면역염색법에서 섬유모세포 유사세포가 존재하는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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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반의 전·후방 부착부위의 세포외기질에서도 Ⅰ형 교원질이 발견되었

다. 연골세포 유사세포가 발견되는 관절원반에서도 Ⅰ형 교원질이 발견

된다.23

Ⅱ형 교원질의 경우 하악골의 과두와 측두골의 관절면에 위치하는 연

골성 세포외기질의 교원질에서 우세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관절원반의

연골세포 유사세포를 둘러싸는 세포외기질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것

이 독특하며, 주로 Ⅰ형 교원질의 사이에서 관절원반 세포를 둘러싼 모

양으로 발견된다.23 Ⅱ형 교원질은 인간, 영장류, 소, 쥐의 관절원반에서

발견된다. 인간의 관절원반을 시상면으로 절단하여 관찰한 결과 관절원

반의 표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Ⅱ형 교원질이 발견되었다. Ⅱ형 교

원질의 합성을 의미하는 Ⅱ형 전교원질 또한 같은 분포로 발견되었다.24

Ⅲ형 교원질은 관절원반의 후방 부착부에서 주로 발견된다. 인간의 관

절원반 후방 부착부에서 Ⅲ형 교원질이 발견된다는 점은 이 부위가 팽창

성이 크고,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관절 기능이상을 가져올 가능

성 가능성이 큰 부위라는 점을 알려준다.21

소의 관절원반에서는 Ⅻ형 교원질이 발견 된 바 있다. 비록 이 교원질

의 기능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아마도 인대성 조직의 기능에 관

여하여 관절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22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본다면 Ⅰ, Ⅱ, Ⅲ, Ⅵ, Ⅸ, Ⅻ형 교원질이 측두

하악 관절원반에서 발견되며, Ⅰ형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질은 소량으로

검출된다. 또한 Ⅱ형과 Ⅲ형 교원질은 연구에 따라 발견된 경우도 있고,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22 관절원반의 조직공학에는 Ⅰ형 교원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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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절원반을 주로 구성하는 Ⅰ형 교원질의 경우 층상구조를 이루며 관

절원반의 중앙부를 시상면으로, 횡행으로, 사선으로 주행한다. 두꺼운 후

방띠의 경우 횡행하는 섬유가 주를 이루며, 전방띠의 경우 섬유는 시상

면을 따르거나 사선으로 놓여져있다. Ⅲ형 교원질의 경우 Ⅰ형 교원질과

혼재되어 나타난다.25 시상면에서 사선으로 주행하는 교원질은 전방띠의

평행하게 지나는 교원질과 만난다. 관절원반에서 피막으로 이행되는 부

분에는 느슨하게 배열된 교원질이 존재한다. 관절원반의 후방띠는 상대

적으로 두꺼우며, 평행하게 놓여진 교원질이 존재한다. 이 섬유는 다양한

방향으로 놓여진 다른 섬유들과 만나게 된다. Ⅰ형과 Ⅲ형의 교원질은

관절원반의 전방띠, 중앙부, 후방띠에서 같은 비율로 존재한다.25

관절원반 중앙부에서 발견되는 교원질은 주변부에서 발견되는 섬유에

비해 굵기가 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26 관절원반 중간대의 중앙부에 위

치한 교원질은 양측의 두꺼운 띠로 이행하면서 다발이 상·하 및 내·외로

갈라지고 주행하여 구조적으로 합쳐진다.27 섬유 사이의 거리는 관절원반

내 위치에 따라 달랐으며, 중앙부에서 더 멀고 주변부에서 더 가까운 것

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앙부에서 교원질이 세포외기질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주변부에 비해 낮다. 관절원반의 중앙부는 압축력

에 대해 저항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섬유질와 섬유질 간 기질의 접촉면

적이 넓은 구조는 조직으로 하여금 크리프저항(creep resistance)이 증가

하도록 한다.26

관절원반의 주변부에서 발견되는 두꺼운 교원질은 장력에 대한 조직의



- 15 -

저항성에 기여한다. 많은 수의 분자간 공유결합이 교차결합을 이루고 이

것은 인장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으로 작용한다. 교원질의 두께가 두

개의 정점을 가지는 것 또한 교원질의 적층에 기여하고 인장강도를 증가

시키는 것에 기여한다.26

2. 탄력소

탄력소는 교원질과 함께 관절원반을 구성한다. 탄력소는 주로 관절원

반의 전방띠와 후방띠에 많이 존재하며, 중간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다.25,28 인간 관절원반의 탄력소의 분포에 대한 연구 결과 70%의 탄력소

는 전방띠에서 발견되었고, 후방띠에서 25%, 중간대에서 5% 발견되었

다. 대조적으로 돼지의 관절원반에서는 대부분의 탄력소가 후방띠에서

발견되고, 중간대에서 가장 소량이 발견되었다.28 많은 수의 굵은 탄력소

가 관절원반의 상층부에 있는 bilaminar zone에 위치한다. bilaminar

zone을 포함한 실험을 보면, 인간 관절원반의 bilaminar zone에서

61.25%, 전방띠에서 26.20%, 후방띠에서 10.22%, 중간대에서 2.34%가 관

찰되었다. 또한 관절원반이 하악과두와 연결되는 전방띠의 하층부에 많

이 자리잡고 있다. 관절원반의 하층부에는 소수의 탄력소가 위치하며, 대

부분 조밀한 교원질로 구성되어있다.28 연구에 따라 이러한 불일치가 존

재하지만, 중간대에서 가장 소량의 탄력소가 발견된다는 점에서는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탄력소는 그 숫자가 중앙부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급격

하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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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소는 최대 50%까지 신장력에 대한 저항에 기여한다.27 관절원반의

내측부에서 외측부보다 더 많은 수가 존재하며, 특히 내측 익돌근에 의

해 신장력이 주어지는 관절원반의 내측 전방부위에 그 숫자가 증가한다.

탄력소의 존재는 운동에너지를 위치에너지로 교환하는데 관여하며 결과

적으로 관절원반의 운동성이 생성된다. bilaminar zone과 전방띠 부위에

서 많이 발견되며 중간대의 중앙부에서 가장 적은 수가 발견되었다는 점

은 탄력소가 관절원반의 전후방 부착과 운동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28

탄력소는 관절원반의 위치에 관계없이 교원질과 평행하게 배열되어있

다. 단지 소수의 탄력소만이 교원질과 수직으로 배열되어있다.25 퇴행성

관절병이 진행된 관절원반에서 탄력소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탄력소의

함량과 퇴행성 질환의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28

3. Glycosaminoglycan 및 proteoglycan

측두하악 관절 원반에서 관절의 부하가 많이 주어지는 부위의 세포외

기질에는 glycosaminoglycan(GAG)이 포함되어 있다.23 관절원반에서

GAG의 함량은 연구 결과에 따라 0.5∼10%로 다양하며, 평균치는 이온

교환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실험에서 5% 건조중량을 나타냈다.29 돼지

의 관절원반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병리비색분석법 결과 7.2∼14.4% 건조

중량을 나타내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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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원반을 구성하는 GAG은 주로 콘드로이틴황산염(chondroitin

sulfate)과 케라탄황산염(keratan sulfate) 등이다.23 콘드로이틴황산염이

관절원반에서 가장 다량으로 발견되며, 뒤이어 더마탄황산염(dermatan

sulfate), 케라탄황산염 순으로 많이 발견된다. 콘드로이틴황산염과 더마

탄황산염은 전체 GAG의 85%를 차지한다.31 다른 연구에서는 콘드로이

틴황산염는 약 79%를 차지하며, 더마탄황산염이 약 14%를 차지하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여기에 작은 비율로 하이알유론산(hyaluronic acid)과

케라탄황산염이 존재한다.29

GAG은 주로 큰 proteoglycan 집합체로 존재한다. 이러한 큰

proteoglycan은 proteoglycan 단량체가 하이알유론산과 연결단백질로 연

결되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대하고 전기적으로 음성을 나타내는 분자

들은 세포외 수분을 구성하여 탄성을 만들어낸다.23 관절원반의 세포외기

질에는 다양한 종류의 proteoglycan이 발견되며 이는 주로 황산염 GAG

사슬, 콘드로이틴황산염, 케라탄황산염, 더마탄황산염이다. 분자의 크기,

조성, 일차 아미노산서열로 보아 aggrecan, biglycan, decorin이 발견된

다.30

커다란 콘드로이틴황산염 proteoglycan이 관절원반에서 발견되며, 이

러한 proteoglycan은 다수의 다음이온 콘드로이틴황산염과 케라탄황산염

사슬의 존재로 인해 높은 보수력을 가진다. 보수력은 탄성력과 연관이

있다. 콘드로이틴황산염 proteoglycan은 영장류와 설치류, 토끼, 돼지의

관절원반에서 주된 proteoglycan으로 생각된다.26 하이알유론산은 하악과

두와 측두골의 관절표면 연골성 기질에서 관찰이되며 성숙 연골모세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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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세포외기질과 관련되어있다. 이들은 섬유성 혹은 전연골모세포대

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23 케라탄황산염 또한 유사하게 하악과두와 측두

골에서 성숙 연골모세포를 둘러싼 세포외기질에서 발견된다.23

인간의 측두하악 관절원반과 과두의 연골에서 alcian blue 결정적 전해

질 농도법을 이용해 GAG의 위상적 분포를 검사하였다.32 연구결과, 관절

원반에서 기능적 부하가 많이 부여되는 부분에서 높은 비율의 고황산화

물의 생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관절연골에서 압축강성도

와 하중을 견디는 능력이 황산화 GAG의 양에 의존한다는 점으로 보아,

황산화 GAG가 주로 존재하는 후하방결절과 전방와가 측두하악 관절에

서 많은 부하가 주어지는 곳으로 생각된다. 황산화 GAG은 연골세포를

둘러싸고 있으며 이들 세포외기질과 세포의 지형학적 위치가 기계적 특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32

하이알유론산과 케라탄황산염, 콘드로이틴황산염은 면역염색법에서 관

절원반의 연골세포 유사세포로 둘러싸인 세포외기질에서 발견되었다. 이

러한 GAG은 관절의 활막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관절원반의 전·후방

부착부에서는 관찰된다.23

돼지의 관절원반에서 GAG 밀도는 내측에서의 밀도가 외측이나 중앙

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내외측 방향으로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후방 방향으로 보았을 때는 중간대에서 GAG이 가장 많이

발견되며 이는 압축탄성율의 값과 일치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낸다. 결과

적으로 관절원반의 수축강도는 GAG의 함량만으로 식별하는 것에 무리

가 있다. 관절원반의 강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원질의 크기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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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roteoglycan의 존재 그리고 세포외기질에 존재하는 공극의 크기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압축력이 주어지면 관절원반의 교원질이 서

로 가까워지고 세포외기질의 공극이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압력에

의한 유체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이는 하중의 분산과 압축탄성율에 영향

을 주게 된다.33

이전 연구 결과로 보아 aggrecan은 그것을 구성하는 GAG 사슬이 수

화되어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낸다. 이것은 주로 콘드로이틴황산염에 의

존하며 부가적으로 케라탄황산염에 의한다. 이로 인해 aggrecan이 많이

존재하는 조직에서는 압축 부하가 많이 존재하는 부위임을 알 수 있다.

실제 in vivo 실험에서도 토끼의 하악과두를 후방 변위시켰을 때, 과두

상방의 proteoglycan이 감소하였고, 돼지힘줄과 토끼힘줄의 압축 하중을

다르게 부여한 in vitro 실험에서 하중의 증가가 agreecan의 증가와 연

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원반에는 다량의 aggrecan이 존재한

다.30

대조적으로 작은 proteoglycan인 biglycan과 decorin은 교원질과 함께

작용하여 인장력에 저항하는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 두가지

proteoglycan은 in vitro 실험에서 스스로 교원질에 결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biglycan의 기능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세포외기질의 구

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며34, decorin은 교원질의 합성과 직경을 결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35 부가적으로 정상적인 비석회

화 결합조직에서 석회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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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포조성

초창기 관절원반에 대한 연구에서 관절원반에 존재하는 세포를 원형의

섬유세포로 생각했다. 이후 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절원반 세포는

섬유모세포와 연골세포의 특성을 모두 나타내는 것이 밝혀졌다.22 영장류

에 대한 관절원반 연구는 연골세포 유사세포가 소와로 둘러싸인 형태로

발견되는 것이 시작점이다.23,36

돼지의 관절원반을 이용해 관절원반 내에 존재하는 세포를 조직학적으

로 분석한 결과 684 ± 197 세포/mm2의 밀도로 세포가 관찰되었으며, 이

들 세포 중 섬유모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 11%으로 나타났다.37 전

방띠에서 중간대와 후방띠에 비해 다소 낮은 밀도로 세포가 발견되었다.

섬유모세포와 연골세포 유사세포는 2.35:1의 비율로 발견되었으며 연골

세포 유사세포는 중간대에서 가장 높은 수가 발견되었다.

면역검색법을 통한 실험에서도 관절원반의 전·후방 부착부에서 섬유모

세포 유사세포가 존재하는 세포외기질이 발견되었고, 연골세포 유사세포

는 관절원반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연골세포 유사세포는 콘드로이틴황

산염, 케라탄황산염을 비롯한 GAG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

들 GAG은 연골조직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하다.23 측두하악 관절을 둘

러싸는 활막에는 대식세포 유사세포와 섬유모세포 유사세포가 존재한다.36

관절원반의 연골세포 유사세포는 연골세포와 여러 차이점이 있다.38 연

골세포 유사세포에서는 상대적으로 조면소포체, 활면소포체 및 골지체가

다량으로 존재하며 이는 단백질과 지질의 합성, 당질의 대사가 더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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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려준다. 다수의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는 것 또한 관절원반의 연

골세포 유사세포에서 더 높은 수준의 대사활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37

돼지 관절원반의 중앙부에서 주변부에 비해 연골세포 유사세포가 많이

발견되는 것은 콘드로이틴황산염을 생산하여 중간대의 압축강도를 높이

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절원반의 상면보다 하면에서 연골세

포 유사세포가 더 많이 발견되며 이는 상면과 하면의 기능적인 차이와

연관성이 있다.37 상면에 비해 하면에서 물리적인 요구도가 더 크며, 이

는 측두하악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에서 관절원반의 퇴행성 변화가 하면

에서 더 자주 관찰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39,40

소 관절원반의 세포는 낮은 수준으로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를 생산한

다. 이들이 생산하는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는 관절의 연골세포가 생산

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이나, 골모세포나 성장판 연골세포보다는 낮은 수

준이다.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가 높은 수준으로 생성된다는 것은 이 조

직이 석회화가 진행되는 조직임을 의미한다. 관절원반의 세포는 이 효소

의 수준이 낮으므로 석회화가 진행되지 않게 된다.22

섬유모세포는 인장력이 주어지는 피부, 인대, 힘줄에서 자주 발견된다.

측두하악 관절원반에서도 전방띠와 후방띠가 인접 조직과 이어지는 부분

에서 섬유모세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된다.23 이는 개구 시 관절원반

이 전방으로 이동하고 폐구 시 후방으로 이동하므로 전·후 방향으로 높

은 인장력이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관절원반의 운동성과 기능이 섬유

모세포의 분포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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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원반에서는 동질성을 가지지 않는 세포들이 존재하며 이는 유리연

골의 연골세포와도 대별된다. 그러므로 관절원반의 세포들을 단순히 연

골세포로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대신에 섬유모세포와 연골

세포 유사세포의 혼재로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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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관절원반 재생의 조직공학적 인자

관절원반의 재생을 위한 조직공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41 (1) 생분해성 지지체의 제작. (2) 중합지지체에 세포 세포적용.

(3) 동적에서 미성숙조직의 성장. (4) 생리적환경에서 성숙조직의 성장.

(5) 수술을 통한 조직 이식. (6) 조직공학적 이식으로 동화 및 재구성.

이러한 조직공학 과정 중 각 진행단계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인

세포원, 성장인자, 지지체, 세포적용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해 고찰해 보고

자한다.

1. 세포원

진단용 관절경검사를 통해 관절원반으로부터 자가세포를 채취한 후 인

공 관절원반 재생을 위해 배양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42,43 그

러나 관절원반 세포들은 실험실에서 배양 실험을 거치면서 세포 수의 감

소함에 더불어 배양기간 중에 그 표현형이 바뀌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배양이 계속 되면서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포외기질의 생성

보다 세포 부착 요소의 생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된

다.22,42,44,45 게다가 환자의 관절원반 세포를 채취하는 것은 질병에 이환된

관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질병에 이환되지 않은 관절의 변형과

기능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하악골 과두의 연골은 부위에 따라 특징적인 구조과 세포 구성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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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과두는 관절원반과 함께 인장력이 주어진 환경에서 전후방적 운동

을 하게 된다. 과두의 연골은 관절원반과 유사하게 원형과 전후방으로

배열된 교원질을 가진다.46 과두의 연골은 골면에서부터 비대층, 성숙층,

증식층, 섬유층으로 구분지을 수 있으며, 천부섬유층은 관절원반과 유사

하게 주로 섬유모세포와 Ⅰ형 교원질로 구성된다.47

관절원반 재생을 위한 세포원으로서 유리연골과 하악과두의 연골세포

를 비교하였다.47 돼지에서 채취한 유리연골 세포와 과두 연골의 세포를

polyglycolic acid(PGA) 지지체에서 6 주간 배양하였다. 그 결과 과두 연

골에 비해 유리연골의 세포가 지지체에 부착하는 정도가 1.44 배 더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유리연골의 세포충실성이 더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대조적으로 6 주의 배양기간 동안 과두 연골에서 채

취한 세포의 경우 일정한 세포 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관절원반 세포

에 존재하는 섬유연골 세포가 나타내는 모습과 더 유사한 것이다. 관절

원반의 섬유연골 세포를 4 주간 배양한 결과 세포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고48, 인간제대 중배엽성 기질세포(human umbilical cord

mesenchymal stromal cells)를 연골형성 배지의 PGA의 지지체에서 배

양한 결과 세포 수가 감소하거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관찰 한 바

있다.49 또한 과두의 연골에서 채취한 세포는 유리연골에서 채취한 세포

에 비해 세포외기질 생성이 저조하였다.47

비록 과두연골의 섬유층의 경우 세포의 구성과 세포외기질의 구성이

관절원반과 유사하며 기능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관찰되나, 채취하는 세

포를 섬유층에서 정확히 채취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영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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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불분명 하여 이상적인 박리가 어렵다는 점과 현재 사용되는 세포추

출 방식이 세포의 크기 차이에 기초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려움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질병에 이환된 측두하악 관절 조

직에서 침습적인 방법으로 세포를 채취하여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정상

적인 관절 조직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정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47

인간제대기질(human umbilical cord matrix, HUCM)에서 유래한 측두

하악 관절 과두의 연골세포와 중간엽유사 줄기세포를 이용해

polyglycolic acid(PGA) 지지체에 spinner flask를 이용해 세포적용 한

후 4주간 성장배지에서 연골형성인자의 유·무를 달리하여 관찰하였다.50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HUCM은 Ⅰ형 교원질을 다량 발현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Ⅱ형 교원질의 경우 소량 생산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비교

대상으로 사용된 과두 연골세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Ⅰ형 교원질을

생산하였고, Ⅱ형 교원질은 생산하지 않았다. HUCM은 과두 연골세포에

비해 더 많은 GAG를 생성하였고, 세포충실성은 초기에 55% 더 높았고

4주 후에는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 합성능력과 세포충실

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HUCM 줄기세포가 과두 연골세포에

비해 관절원반 재생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절원반은 70%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제한된 혈행을 가

진다. 돼지의 관절원반에서는 70% 정도의 섬유모세포와 30%의 연골세

포 유사세포가 관찰된다. 섬유모세포의 비율은 전방띠와 후방띠에서 높

게 나타나며 중간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37 관절원반과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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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힘줄에서는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정도이다. 힘줄에 존재하는

tenocyte라 불리는 세포는 섬유모세포의 특성을 나타나낸다. 대사활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의 경우에서는 힘줄의 세포외기질을 유지

하는 기능을 주로 보인다. 힘줄의 경우 상처를 치유하고 반흔을 형성하

는 능력을 지니고 이는 측두하악장애가 발생한 관절원반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51,52 관절원반에서는 Ⅰ, Ⅱ, Ⅲ, Ⅴ, Ⅺ형의 교원질이 발견되며

Ⅰ형 교원질이 83% 건조중량을 나타내나, 힘줄에서는 Ⅰ형 교원질이 거

의 100%를 이루고 나머지 Ⅱ, Ⅲ, Ⅳ, Ⅴ, Ⅵ형 교원질은 매우 소량으로

발견된다. 힘줄에서 교원질은 60∼85%의 건조중량을 나타낸다.29,53,54 관

절원반과 힘줄 모두에서 탄력소가 존재하며 관절연골에서는 존재하지 않

는다는 점은 인장력 하에서 기능하고 회복하는 점에서 관절원반과 힘줄

의 유사성을 증명한다.52 중간엽 줄기세포를 통한 힘줄형성 연구에서는

TGF-β superfamily, growth/differentiation factors(GDFs) 5, 6, 7이 관

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적절한 물리적 하중이 주어지고 뒤이은 활성화

가 힘줄 조직의 형성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55

인간배아줄기세포(human embryonic stem)를 이용한 관절원반 재생시

도가 있었다.56 세포들은 연골형성 배지만 주어진 경우와 연골형성 배지

에 TGF-β와 BMP-2가 부가적으로 주어진 경우에서 섬유연골 유사구조

물을 형성하였다. 이 구조물은 Ⅰ형 교원질의 비율이 높고 Ⅱ형 교원질

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원질

함량(최대 24% 건조중량, 관절원반의 경우 최대 80% 건조중량)을 나타

내었다. 반대로 황산화 GAG의 함량은(최대 4% 건조중량, 관절원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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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0.6∼10% 건조중량)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장성질(1 MPa,

관절원반의 경우 10∼100 Mpa)을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관절원반과 같

은 섬유연골의 특성을 보였다.

다른 세포원으로써 토끼의 지방조직에서 채취한 지방줄기세포(adipose

stem cell)를 이용한 관절원반 재생실험을 하였다.57 지방줄기세포를 대조

군 배지와 연골형성 배지로 나누어 배양하였으며 agreecan, Ⅰ형, 2형 교

원질 유전자의 발현이 연골형성 배지에서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quantitative real-time PCR(qRT-PCR)에서 관찰되었다. 대조군 배지에

서 배양한 지방줄기세포 구조물에서는 세포응집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방줄기세포 침전물의 크기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연골형

성 환경에서는 6 주간의 배양기간 동안 크기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조군으로 사용된 관절원반 세포 침전물에 비해서도 지방줄기세포 침전

물이 더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GAG의 생성을 alcian blue 염색으로 관

찰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연골

형성배지의 경우 더욱 진하고 확장된 모습으로 확인되었다.

2. 성장인자

TGF-β는 다기능 성장인자로써 세포의 분화에 관여한다. 관절원반의

세포는 섬유모세포 및 연골세포와 유사하게 TGF-β에 반응하여 증식이

급격하게 증가함이 관찰되었다.22,36 프로스타글란틴 E2(prostaglandin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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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E2)는 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의 분해산물로 염증반응을 매개하

며, 관절염의 소견을 보이는 환자의 활액에서 발견된다. 측두하악장애에

서 PGE2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혀져 있지 않으나, PGE2의 존

재는 관절원반 세포로 하여금 증식을 억제시킨다.22,58

돼지의 관절원반세포를 이용하여 혈소판유래성장인자-AB(platelet

derived 성장인자-AB, PDGF-AB), 염기성섬유모세포성장인자(basic 섬

유모세포 성장인자, bFGF), 인슐린유사성장인자-Ⅰ(IGF-Ⅰ)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실험하였다.59 세 가지의 성장인자는 저농도(10ng/ml),

고농도(100ng/ml)로 농도를 달리하여 단층막 배지에 적용되었다. 14 일간

의 배양을 거친 후, 세포의 증식은 DNA 측정을 이용, 교원질의 합성은

hydroxyproline 분석을 이용, GAG의 합성은 dimethylmethylene blue 염

색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가장 효과적인 성장인자로 작용하

는 것은 bFGF로 나타났다. bFGF의 첨가 시 세포의 증식과 교원질의 합

성, GAG의 합성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농도의 bFGF 첨

가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96%의 세포증식을 나타냈

고, PDFG와 IGF-Ⅰ에서 각각 30%와 45%의 증가를 보인 것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PDFG와 bFGF는 GAG의 합성에서 대조군에 비해 2∼3

배 증가를 보여 가장 우수한 촉진인자로 관찰되었다. IGF는 GAG의 합

성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GF-Ⅰ은 고농도가 주어

졌을 때 교원질의 합성을 대조군에 비해 4.5배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bFGF는 저농도에서 4.2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PDGF의 경우 교원질의 합성에는 큰 기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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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증식에 대한 기여는 세 가지 성장인자 모두 고농도에서 기여도가 큰

것으로 보이나, GAG 생성에서는 모두 저농도에서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질의 합성은 PDGF와 bFGF의 경우 저농도에서, IGF는

고농도에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관절원반 재생을

위한 세포의 증식과 GAG 및 교원질의 합성증가는 저농도의 bFGF와

PDGF, 고농도의 IGF-Ⅰ이 상대적으로 큰 기여를 한다고 보여진다.

TGF-β1, bFGF, IGF-Ⅰ 세 가지의 성장인자를 각기 두 가지 농도로

나누어 세포의 증식과 세포외기질의 합성을 관찰한 연구에서는 교원질의

합성에서 IGF-Ⅰ와 TGF-β의 긍정적인 기여가 관찰되었다. 돼지에서 채

취한 관절원반 세포는 PGA 지지체에 세포적용 되었으며, TGF-β의 경

우 5 ng/ml과 30 ng/ml으로 나누어져 적용되었고 bFGF와 IGF-Ⅰ은 10

ng/ml와 100 ng/ml으로 달리 적용되었다. 6 주간의 배양 후, 저농도의

IGF-Ⅰ의 경우에서 가장 많은 교원질 합성이 관찰되었다. TGF-β는 저

농도, bFGF는 고농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교원질을 합성하였다. GAG

의 합성에 기여하는 정도와 세포 수에 미치는 영향은 성장인자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통계학적으로 의미를 지니지 못한 범위에서,

고농도의 IGF-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세포 수가 관찰되었다.

이 실험을 통해 IGF-Ⅰ과 TGF-β의 긍정적인 성장인자 효과와 더불어

단층막 배지와 3차원 지지체를 이용한 경우, 성장인자의 효과가 달리 나

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60

3차원 PGA 지지체에서 다양한 성장인자가 토끼의 반달연골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61 반달연골은 측두하악 관절 원반과 유사한 섬유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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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를 가지며, 이 실험에서는 TGF-β1, PDGF-AB, IGF-Ⅰ, bFGF를 적

용하여 3 주간 배양하였다. 성장인자로 사용된 물질은 저농도, 중간농도,

고농도 세가지 농도로 주어졌으며, TGF-β1은 1, 10, 100 ng/ml의 농도,

IGF-Ⅰ은 5, 12.5, 50 ng/ml의 농도, PDGF-AB와 bFGF는 각기 10, 25,

100 ng/ml로 배지에 적용되었다. 3H-proline과 35S-sulfate를 이용해 교

원질과 GAG의 합성을 비교한 결과, TGF-β1은 중간 농도와 고농도에서

각각 1.8배, 2.4배 교원질 합성이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bFGF의 경

우에도 TGF-β1처럼 중간 농도와 고농도에서 1.7배, 1.6배의 증가를 관찰

할 수 있었다. IGF-Ⅰ과 PDGF-AB 역시 대조군에 비해 교원질 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농도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았다. TGF-

β1의 경우 GAG의 합성 또한 중간 농도에서 4배, 고농도에서 5배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PDGF-AB의 경우 2 주 경과 후 측정한 결과 대

조군의 35S-sulfate 유입이 1.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 주가 지

난 후에는 대조군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두 성장인자는 큰 변

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지지체당 세포의 수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

해 IGF-Ⅰ과 bFGF를 처리한 경우, 경과 시간과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

의 세포 증식을 나타내었다. 실험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TGF-β1이 세포

외기질의 합성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며, 농도 증가에 따라 합성을 더

촉진한다고 생각된다. IGF-Ⅰ과 bFGF는 다른 두 성장인자에 비해 세포

수의 증가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아, 세포 수의 증가가 교원질 및 GAG

합성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PDGF의 경우에는 교원질 합

성을 다소 촉진시키는 것 이외에 특별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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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GF가 쥐의 관절원반세포 증식과 세포외기질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62 PDGF는 PDGF A 사슬과 B 사슬이 동형이합체 혹은 이형

이합체로 존재한다. PDGF-AA의 경우 PDGF 수용기의 α-아단위

(subunit)에만 결합하며, PDGF-BB는 α-아단위와 β-아단위 모두에 결합

한다.63 비록 PDGF-AA와 PDGF-BB 모두 강한 분열촉진물이나,

PDGF-BB만이 섬유모세포의 형질전환을 유도한다.64 PDGF-BB를 0,

0.5, 1, 5, 10, 20, 40, 80 ng/ml로 달리하여 배지에 적용한 후 배지 당 세

포를 6 일 뒤 측정한 결과 5 ng/ml에서 가장 많은 세포가 관찰되었고

더 진한 농도에서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PDGF-BB가 단백질 합

성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0, 1, 2, 5, 7, 10, 20, 30 ng/ml로

달리하여 교원질과 하이알유론산의 생성을 관찰하였다. 6 일간 배양 후

관찰결과, PDGF-BB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교원질의 합성량이 증가하

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1 ng/ml에서 126%, 30 ng/ml에서 162% 증가하

였다. 하이알유론산의 경우 5 ng/ml의 경우 합성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고, 10 ng/ml을 초과하는 PDGF-BB가 적용되었을 때 증가에

따라 점차 합성량이 감소하였다.62

관절원반 재생을 위한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IGF-Ⅰ, bFGF, TGF-β1

을 2개씩 묶어, 6개의 조합을 제작하여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65

IGF-Ⅰ과 bFGF는 10 ng/ml과 100 ng/ml로 나누고, TGF-β1은 5 ng/ml

과 30 ng/ml로 나누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 12개의 조합을 이용하여

돼지에서 추출한 관절원반 세포에 적용하여 세포충실성, 교원질 합성,

GAG 합성, Ⅰ-Ⅱ형 교원질의 함량을 6 주간 배양 후 측정하였다. G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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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은 dimethylmethylene blue(DMMB) 염색, 교원질 함량은 modified

hydroxyproline assay를 이용하였고, 교원질 중 Ⅰ형, Ⅱ형 교원질의 비

율은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이용하였다. 세포수를 측정한 결과 두 가지 성

장인자 모두 고농도인 경우 상대적으로 큰 증가를 보였으며, 대조군과

비교하여 최소 2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냈다. 모두 고농도인 경우에서 상

대적으로 IGF-Ⅰ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세포 수가 낮았고, 모두 저농도

인 경우에서도 같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지지체 당 절대적인 세

포 수는 초기 상태에 비해 3, 6 주가 지나면서 계속 감소하는 것이 관찰

되었다. GAG 합성의 경우 3 주 배양 후 측정시 대조군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6 주 후 측정시에는 대조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교원질의 합성 또한 GAG와 마찬가지로 대조군과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면역염색법 결과 밀집한 Ⅰ형 교원질이 관찰되었고,

Ⅱ형 교원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성장인자를 사용

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농도의 경우가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며, 교원

질과 GAG의 합성은 장기간 세포 수를 유지하거나 증식시키지 못한 점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IGF-1, TGF-β1, TGF-β3가 관절원반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에서는 TGF-β1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66 10 ng/ml의 IGF-1,

5 ng/ml의 TGF-β1과 TGF-β3를 이용하여 돼지 관절원반세포에 대한

효과를 관찰하였다. 6 주간의 배양 후 TGF-β1를 적용한 군에서 세포수

와 교원질생성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

다. 세포 수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2배 가량 높았으며, 교원질의 생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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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가량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GAG의 생성 또한 대조군에 비해 3

배 가량 상승하였다. IGF-1의 경우 대조군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으며, TGF-β3를 적용하였을 때는 대조군과 IGF-1의 중간값 정도를 나

타냈다. 이전 연구에 비해 TGF-β1의 작용이 매우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단순히 TGF-β1의 성장인자로써의 작용의 결과이기보다는 이

전의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polyglyolic acid(PGA) 지지체가 아

닌 poly-L-lactic acid(PLLA) 지지체를 사용 한 것이 성장인자에 대한

세포의 반응을 변화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단층막배지에서는 TGF-β1과

TGF-β3를 5 ng/ml씩 적용하였을 때, 두 가지 성장인자의 영향이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67

소의 대퇴부 과두에서 채취한 연골세포와 무릎반달연골에서 채취한 섬

유모세포를 이용하여 인간의 관절원반과 유사한 세포구성을 제작, 성장

인자가 제작된 세포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68 섬유모세포

와 연골세포는 100:0, 75:25, 50:50의 비율로 혼합되었고 10 ng/ml의

TGF-β1과 5 ng/ml의 IGF-1이 성장인자로 실험군에 사용되었다. 추가로

10% 혈청의 존재 유무가 실험에 이용되었다. 실험결과 교원질의 생성은

TGF-β1과 IGF-Ⅰ이 모두 존재하고 혈청이 적용되지 않은 조건에서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5:25의 세포구성과 50:50의 세포구성에서 유

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100:0의 세포구성에서 성장인자가 교

원질합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연구와 마찬가

지로 TGF-β1은 생성된 산물의 압축계수와 영률(Young’s modulus) 등

기능적인 특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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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원반 재생에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이 미치는 영향은 다음에

서 실험하였다.69 배지에 0, 25, 50 μg/ml의 아스코르브산을 추가하고,

PGA 지지체를 이용하여 돼지 관절원반 세포를 배양하였다. 아스코르브

산이 25 μg/ml 추가된 배지에서 효과적인 세포적용이 일어나 세포가 지

지체에 잘 부착하였고, 4 주간의 배양 후에 1.53×106 세포/지지체가 관찰

되었다. 대조적으로 0 μg/ml인 경우에는 1.20×106, 50 μg/ml인 경우에는

1.32×10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4주간 배양한 후 교

원질 함량을 측정한 결과, 25 μg/ml에서 30.4 ± 2.7 μg/지지체로 아스코

르브산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에서 24.9 ± 3.3 μg/지지체인 것에 비해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집합계수(aggregate modulus) 또한 25 μg/ml에서

6.1 ± 1.3 kPa, 50 μg/ml에서 4.0 ± 0.9 kPa.로 관찰되었다. 결과적으로

25 μg/ml의 아스코르브산이 배지에 첨가되었을 때, 다른 두 군에 비해

관절원반 세포의 분화와 생합성을 자극하여 관절원반의 재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Sodium pyruvate와 인슐린, L-proline이 돼지 관절원반세포의 배양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연구에서 증명되었다.43 sodium pyruvate와

인슐린의 유무를 달리하여 배양한 결과 sodium pyruvate가 존재한 경우

세포분열속도(분열/일)가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odium pyruvate와 인슐린을 같이 적용했을 때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Ⅰ형 교원질 유전자의 발현을 qRT-PCR로 조

사한 결과 특별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L-proline의 농도를 0 mg/l,

25 mg/l, 100 mg/l로 나누어 poly-L-lactic acid(PLLA) 지지체에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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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배양 한 결과, 6 주 후 100 mg/l의 경우에서 가장 많은 세포 수가 관

찰되었다. 25 mg/l의 경우에서는 대조군과 100 mg/l에 비해서 낮은 수치

가 관찰되었다. 교원질과 GAG의 합성은 3 주 후 측정시 25 mg/l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6 주 후 측정시 대조군 보다 낮게

관찰되었다. 100 mg/l의 경우 3 주, 6 주 경과 모두 대조군보다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비록 L-proline이 관절연골세포 배양에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교원질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L-proline의 농도가

높을 때 교원질과 GAG의 생성이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실험결과

sodium pyruvate와 인슐린의 존재는 관절원반 재생에 긍정적 인자로 작

용하며, L-proline의 경우 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지체

조직재생을 위한 이상적인 지지체 재료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야

한다.41 (1) 3차원적 모양과 다공성의 구조로 세포의 증식이 내부에서 연

결을 이루며, 유체의 흐름이 존재하여 영양분과 대사산물을 효과적으로

교통시켜야 한다. (2) 생체친화성, 생분해성의 특성을 지니며 세포와 조

직의 증식에 부합하는 분해/흡수 속도를 나타내야 한다. (3) 세포의 부착

과 증식, 분화를 위해 효과적인 화학적 표면을 제공해야 한다. (4) 물리

적 특성이 이식 될 수혜부 조직의 특성과 일치해야 한다. 현재 조직공학

에 사용되는 다량체로는 poly L-lactide, poly L-lactide-co-D,L-lactide,

poly L-lactide-co-glycolide, poly D,L-lactide, poly D,L-lactid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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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olide, polycaprolactone, polyorthoester, polyanhydrides 등이 있다.

Polyaminde monofilament, polytetrafluoroethylene(ePTFE), polyglycolic

acid(PGA), natural bone mineral block을 이용하여 인간과 돼지의 관절

원반 세포를 배양한 결과 성장패턴, 세포구조, 세포응집, 군집형성속도는

실험에 사용된 섬유의 직경과 종류에 따른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았다.42

PGA와 poly-L-lactic acid(PLLA)를 지지체로 사용하였을 때의 차이를

실험한 결과, 4 주 동안 관절원반 세포의 배양 후 PGA와 PLLA의 경우

에서 세포 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피와 무게는 큰 차

이를 나타냈다. PGA가 90% 이상 체적 감소와 75% 가량의 건조중량 감

소가 일어난 반면, PLLA는 체적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단지

10%이하의 건조중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두 지지체 분해속도의 차이에

서 기인한다고 생각되며, 보다 장기간 체적을 유지하고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PLLA 지지체의 사용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준다.66

PGA와 알긴산의 지지체로 이용하여 돼지 관절원반 세포를 4 주간 배

양한 후 picrosirius red 염색을 이용해 교원질을 측정하고, safranin O

and fast green 염색을 이용해 GAG 분포를 측정하였다.70 알긴산 하이드

로겔을 이용한 군에서는 교원질과 GAG의 염색은 관찰되지 않았고 PGA

를 지지체로 이용한 군에서는 모두 검출되었다. 게다가 관절원반 세포를

4 주 이상 알긴산 하이드로겔에서 배양한 경우 세포 수의 급격한 감소를

보여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원반 세포의 배양에 단백질도포 표면이 제공되었을 경우 세포의

증식과 교원질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과 Ⅰ형 교원질, 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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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질, aggrecan, decorin의 경우에서 특별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45

돼지의 관절원반 세포를 채취하여 단백질도포 표면에서 배양 한 후

safranin O 염색으로 세포응집을 관찰하였다. proteoglycan을 도포한 군

에서 대조군이나 교원질을 도포한 군에 비하여 더 높은 빈도로 응집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T-PCR로 Ⅰ형, Ⅱ형 교원질과 aggrecan,

decorin 유전자의 발현여부를 관찰한 결과 표면처리 된 단백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표면처리 여부는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세포 적용과 물리적 환경

관절원반의 세포적용에서 사용되는 spinner flask, orbital shaker.

pelleting technique이 관절원반 세포의 배양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실험

의 결과와 같다.70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PGA 지지체에 돼지 관절원

반 세포를 세포적용 한 후 4 주간 배양하였다. 초기 세포적용 효율은

spinner flask에서 80 ± 5%, orbital shaker에서 65 ± 14%, pelleting

technique에서 92 ± 25%로 관찰되었다. 4 주간 배양한 후 측정한 세포

수에서는 군 간에 유의미하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초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교원질의 합성을 비교하였을 때 spinner flask의 경우

에서 35 ± 7 μg/구조물을 합성한 것으로 나타나, orbital shaker의 9 ± 2

μg/구조물과 pelleting technique의 9 ± 7 μg/구조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양을 합성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세포적용 밀도가 배양 후의 세포 수, 교원질과 GAG의 합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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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알아내기 위해, 지지체 당 초기 돼지 관절원반 세포수를 15, 30,

120×106 세포로 나누어 PGA 지지체에 spinner flask를 이용하여 배양하

였다.48 실험결과 높은 밀도로 세포적용 된 구조물에서 가장 크고 밀집된

세포 구조물이 확인되었다. 6 주간의 배양기간 동안 세포수, 교원질 합

성, GAG 합성 또한 초기 cell 세포적용 밀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인간제대 중배엽성 기질세포를 이용해 섬유연골 형성을 시

도한 다른 연구에서도 높은 밀도로 세포적용 한 경우에서 GAG의 합성

이 증가하고 생성물의 물리적완전성(mechanical integrity)이 더 잘 유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9 poly glycerol sebacate 지지체를 이용한 실험에

서도 세포적용 밀도의 증가에 따라 같은 경향성이 나타났다.71

관절원반의 성장에 대한 저작력의 영향 또한 실험으로 증명되었다.72

쥐의 양측 교근을 절단하여 8 주간 사육하여 관절원반의 외형, Ⅰ형 교

원질과 decorin의 국소적 분포를 관찰하였다. 교근을 절단한 군에서 상대

적으로 더 얇은 관절원반 두께가 관찰되었다. 면역염색법으로 살펴본 교

원질과 decorin의 분포는, 대조군에서 관절원반의 전 영역에서 Ⅰ형 교원

질과 decorin이 발견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관절원반의 전방띠와 후방

띠에서만 발견되었다. 이 실험은 적절한 물리적 자극이 관절원반의 형성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회전식 생물반응기가 돼지 관절원반 세포의 배양에 미치는 영향을 관

찰하였다.73 PGA 지지체에 spinner flask를 이용하여 세포적용 후 회전

식 생물반응기를 이용하여 6 주간 세포배양 실험을 진행한 결과 생물반

응기를 사용한 경우 더 높은 밀도의 결과물이 생성되었으며, 투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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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관절원반과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정적인 상황에서

배양한 대조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세포 수가 측정되었고, 총 기질 양에

는 유의미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회전식 생물반응기가 명확한 이점

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결과이다.

소의 대퇴부 연골에서 채취한 연골세포의 배양에서 정수압을 1, 5, 10

MPa로, 빈도를 0, 0.1, 1 Hz로 달리하여 실험하였다.74 그 결과 여러 실

험군에서 습중량과 두께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세포/구조물 또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습중량당 교원질이 차지하는 무게는 일

정한 5 MPa, 일정한 10 MPa에서 높았으며 GAG/습중량과 응집계수는

일정한 5 MPa, 일정한 10 MPa, 10 MPa 1 Hz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탄성률은 각각 일정한 5, 10 MPa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

다. GAG, 교원질, 응집계수, 탄성률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군은

일정한 5 MPa과 일정한 10 MPa으로, 이와 같은 정수압이 주어졌을 때

구조물의 생역학적, 생화학적 특성이 향상된다고 생각된다.

위와 유사한 실험이 돼지의 관절원반 세포에서 수행되었다.75 실험군은

10 MPa의 정수압을 일정하거나 1 Hz로 4 시간 동안 주어졌으며, 2 일간

정수압이 주어지고 1 일의 휴식기를 가지는 과정을 거쳐 1 주일 배양 후

결과를 관찰하였다. 간헐적인 정수압이 주어졌을 때 Ⅱ형 교원질의 합성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정한 정수압이 주어졌을 때에는 Ⅰ형

교원질의 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두 실험군 모두 Ⅰ형 교

원질이 Ⅱ형 교원질에 비해 많은 양이 합성되었으며, 1 Hz의 실험군에서

는 정수압이 주어지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더 소량의 교원질 합성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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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었다. 일정한 정수압이 주어진 실험군에서 가장 많은 교원질이 합성

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압축력이 염소 관절원반 세포의 배양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76

관절원반 세포는 2% 알긴산겔에서 배양되었으며 실험군에서는 0∼0.2

MPa 압축응력이 0.1 Hz의 빈도로 매일 4 시간 주어졌으며, 2 주일간 배

양하였다. 압축응력이 주어지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세포 수

의 증가와 Ⅰ형 교원질과 GAG의 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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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관절원반 재생에 대한 실험적 접근

앞서 언급한 여러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관절원반의 재생을 위한 직접

적인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소의 어깨 관절에서 채취한 연골세포를

polylactide(PLA)와 PGA로 구성된, 1 mm 두께의 관절원반 형태 지지체

에 적용하였다.77 1 주일간 in vitro 배양 후 쥐의 피하(subcutaneous)에

이식하고, 12 주간 사육하였다. magnetic resonanace imaging(MRI)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hyaline cartilage와 유사한 구조물을 형성하였다.

구조물은 관절원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평균 두께는 1.15 mm

로써 실험에 사용된 지지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신생 연골은 Ⅱ형

교원질을 주로 생성하였고, 지지체는 연골의 형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지지체의 역할에 대한 실험에 이어 줄기세포를 이용한 보다 직접적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PLA 지지체와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토끼의 측

두하악 관절에 이식 후 결과를 살펴보았다.78 PLA 지지체는 2면(bilayer)

으로 구성하였고, 연골분화 배지에서 TGF-β1과 함께 배양을 시작하였

다. 1 주일간의 식립 전 배양기간 동안 토끼의 세포는 다공성 지지체에

잘 부착되었고 유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5 회 계대배양 후 디스크절

제술을 시행한 관절에 식립하였다. 식립 6 개월, 12 개월 이후 콘빔 전산

화 단층촬영(CBCT)으로 관찰하였을 때 만성관절증 증상이 관찰되었으

며, 부분적으로 과두 연골의 과증식 또는 석회화물질이 관찰되었다. 과두

연골의 변화는 디스크절제술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변화이다. 관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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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하여 연구한 결과 PLA 섬유와 섬유조직이 혼재된 것이 발견되었으

며, 조직거부반응이나 이물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생체친화성의 측면에

서 고무적인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지지체의 위치가 적절히 고정되지 못

하였을 때 지지체의 관절 내 변위가 관찰되었다. 지지체의 변위는 관절

원반이 정상적인 형태로 재생된다 하여도 관절원반 변위를 유도하여 측

두하악장애 재발의 기여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지지체

를 관절 내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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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측두하악관절 원반을 구성하는 세포외기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자

는 Ⅰ형 교원질이다. 관절원반에서 다른 교원질이 발견된 바가 있기는

하나 그 양이 미량이었다. 탄력소는 주로 관절원반의 전·후방 부착부에

서 신장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정상적인 관절운동 뿐만 아니

라 측두하악장애에서 흔히 나타나는 관절원반의 전방변위에 저항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GAG와 proteoglycan의 위상적 분포는 관절원반이 주어

진 물리적 하중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한다.

관절원반의 재생에는 자가 관절원반세포 및 과두연골세포, 여러 가지

줄기세포을 이용한 방법들이 있다. 각각의 세포원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관절원반 세포는 현재까지 세포의 특성이 가장 많이 연구

되어 있으나, 세포의 증식이 어렵고 표현형의 변화를 제어하지 못한다.

과두 연골세포는 관절원반 세포와 유사한 세포를 채취 가능하나, 관절원

반과 마찬가지로 채취 시 관절에 침습적인 영향을 미친다. 줄기세포의

경우 섬유연골세포로의 분화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세포의 증식과 세포외기질의 합성에 TGF-β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연구된 성장인자의 영향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서는 2가지 이상의 성장인자를 동시에 처리하였을 때 세포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2차원 배양과 3차원 배양에서 동

일한 성장인자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PTFE와 polyamide는 in situ 상황에서 장기간 인체에 무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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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는 in vivo와 in vitro 실험에서 4주 이내에 흡수가 되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관절원반 세포를 in vitro에서 배양하여 측두하악관절에 이식

후 polymer의 분해와 관절원반 재생의 완료를 기대한다면 ePTFE와

polyamide를 중심으로 이용하고 PGA를 가지로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식 초기 지지체를 통한 관절의 기능이 가능함과 동시에 관절원반의 재

생과 그 속도에 알맞은 지지체의 분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세포적용 시 초기 세포밀도가 높을수록 유리하였으며, spinner flask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추가로 in situ

와 유사한 물리적 환경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관절 내 환경과 과두의 움직임을 동시에 재현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상촬영기술의 발달은 computed tomography(CT)와 MRI 촬영기술의

발달을 통해 특정 환자의 관절원반 형태를 수술 전에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지지체 설계과 적층법을 이용한 복잡한 형태의

지지체 생성은 배양된 세포와 지지체가 환자에게 식립 된 직후부터 관절

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이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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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of the Regeneration of

Temporomandibular Joint Disc

using Tissue-Engineering

Jeong Yeong Seok

Department of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emporomandibular joint(TMJ) disc is a fibrocartilage located between

the bony structure of the mandible and temporal bone. Damages and

morphological changes of the joint disc occurs in the progression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TMD). Regeneration of the joint disc with

tissue-engineer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covering the physiological

environment of the TMJ. With knowledge of the extracellular matrix(ECM)

that constitutes the joint disc, it can show the direction of tissue engineering

approaches should take. ECM of the joint disc is composed of collagen,

elastin, GAG, progeoglycan etc. Distribution and content of the ECM are to

determin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joint disc. For the

tissue-engineering articular disc, we should understand cell source, growth

factor, scaffold, cell seeding and physical environment. Self articular disc

cells, chondrocyte of mandible, stem cells were used as a cell source in

experiments, which have a variety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growth factors, TGF-β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synthesis of

ECM. However, the effect of growth factors seem to be condtrad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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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case of three-dimensional culture and two-dimensional culture,

and the conjunction with other growth factors. Biodegradablity and

biocompatibility are important in scaffold. An appropriate balance of disc

regeneration speed and rate of scaffold degradation is also important.

Currently, many synthetic material have been used as the material of the

scaffold. Method for seeding the cells into the scaffold and making suitable

physical environment in culture have also been studies. It is confirmed that

higher cell density produce higher cellular activity. By using

tissue-engineering methods to the implanted cells and scaffold the results

were shown to induce normal function.

Research for the regeneration of the TMJ disc is only still in its infancy.

Informations about the differentiation from stem cells into joint disc cells are

limited, further work for the differentiation of stem cells in the future is

necessary. Besides, in order to demonstrate growth factor’s effectiveness,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experiments in the same manner as physiological

environment of the TMJ. However, many studies are in progress in various

aspects, and repeated results of effectiveness of some factors are

encouraging.

keywords : Temporomandibular joint disc, tissue-engineering,

cell source, growth factor, scaffold

Student Number : 2010-22502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치의학석사 학위논문

조직공학을 이용한 측두하악

관절원반 재생에 관한 고찰

2014 년  1 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정 영 석



조직공학을 이용한 측두하악 

관절원반 재생에 관한 고찰

지도교수  민 병 무

이 논문을 치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 년 10 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정영석

정영석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 년 11 월

위 원 장 노 상 호 (인)

부위원장 민 병 무 (인)

위 원 프랭크홍유 (인)



- 1 -

국문초록

측두하악 관절원반은 측두골과 하악골의 골성 구조물 사이에 위치한

섬유연골조직이며, 측두하악장애 시 관절원반의 형태학적 변이와 손상이

일어난다. 조직공학기법을 통한 관절원반 재생은 측두하악 관절의 생리

적환경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재생

의 대상이 되는 관절원반을 구성하는 세포외기질을 고찰해 봄으로써 조

직공학적 접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관절원반의

세포외기질은 교원질, 탄력소, GAG, proteoglycan 등으로 구성되며, 세

포외기질의 함량과 분포가 관절원반의 기계적 특성을 결정짓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절원반의 조직공학적 재생을 위하여 세포원, 성장인자, 지지

체, 세포적용법, 물리적 환경에 관하여 이해해야 한다. 세포원은 자가 관

절원반세포, 과두연골세포, 줄기세포 등이 실험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며,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성장인자의 경우 TGF-β가 세포외

기질의 합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다른

성장인자와 동시에 사용하였을 경우 혹은 이차원배양과 삼차원배양의 경

우 나타나는 성장인자의 효과는 연구마다 상이하였다. 지지체는 생체친

화성과 생분해성이 가장 중요하며, 관절원반의 재생속도와 지지체의 분

해속도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시 되었다. 현재 여러 가지 합성물질이 지

지체 제작에 사용되고 있으며, 지지체에 세포를 분주하는 방법과 배양

시 적절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밀도가 높게 세

포를 적용하였을 때 세포활성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세포와

지지체를 이식한 결과 정상적인 기능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측두하악 관절원반의 재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라고 생각된

다. 줄기세포로부터 관절원반세포로의 분화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며, 향

후 줄기세포 분화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

제 측두하악 관절의 생리적 환경과 유사하게 실험을 설계하여 성장인자

의 효과를 입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종합적으로 관절원반 재생을 위

해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일부 인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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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실험에서 일관성 있는 효과를 보였다.

주요어 : 측두하악 관절원반, 조직공학, 세포원, 성장인자, 지지체

학 번 : 2010-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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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측두하악 관절(Temporomandibular joint)은 타원형인 하악골의 하악두

와 오목한 형태인 측두골의 하악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양측성 가동관

절이다. 이 두 개의 골성 구조는 섬유성 관절낭과 그 내부에 개재된 관

절원반을 통해 인접한다. 측두하악 관절의 운동은 개폐구 운동 및 하악

의 전진 운동, 측방 운동을 기본운동으로 한다. 이러한 측두하악 관절의

운동을 통해 구강의 개구, 저작, 발음, 연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좌․우의 턱관절이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운동하므로 측두하악 관절은

그 형태와 운동이 매우 복잡하고, 사람마다 다른 구조를 나타낸다. 저작

계를 구성하는 측두하악 관절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저작계의 생리

적 평형을 저해하게 되고, 이는 앞에서 말한 구강의 개구, 저작, 발음, 연

하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동성의 저하를 야기한다.

측두하악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는 구강악안면영역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으로서 구강악안면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치성동통의 가장 흔한 원인의 하나이다. 측두하악장애는 측두하악 관

절과 저작근 및 주위 조직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동통, 하악 운동범

위의 감소나 관절잡음을 주요한 임상 특징으로 한다.1

관절원반은 두 개의 골성구조물 사이에서 충격 흡수, 하중 분산, 두 개

의 측두하악 관절에서 발생하는 운동 부조화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측

두하악장애는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기여하며, 관절원반의 변위

및 형태이상과 측두하악 관절의 기능이상은 큰 연관성을 지닌다.2 측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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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장애를 겪는 환자들 중 70%에서 관절원반변위가 관찰되며, 이는 관

절원반의 병리와 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대변한다.3

측두하악장애를 겪는 많은 수의 환자들은 물리치료, 부드러운 식이, 진

통제, 교합장치(occlusal appliance)로 성공적인 치료결과를 나타낸다. 하

지만 일부 환자들은 이러한 치료법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

하고, 결국 관절원반 회복술(disc repair)을 동반한 수술치료를 필요로 한

다.4 크고 회복이 불가능한 천공이 있거나 형태이상, 크기이상, 경직성

증가 등의 경우 관절원반 제거의 적응증이 된다. 대부분의 관절원반 변

위의 치료를 위한 수술적 접근은 관절원반과 과두 사이의 관계개선에 초

점을 둔다. 이러한 술식으로는 과두절단술(condylotomy), 관절원반성형

술(discoplasty), 관절원반 재위치 수술(disc repositioning) 등이 있다. 제

거된 관절원반의 대체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디스크절제술

(discectomy) 또한 이들 술식에 포함된다. 디스크절제술은 관절원반 내

장증으로 인한 물리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증 감소 및 기능 개선의

장점이 있다.5

관절원반은 무혈관성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운동과 기능으로 인해 손상

에 대한 자기회복능력이 저해된다. 손상된 관절원반을 위한 수술 치료에

는 봉합(suture), 자가진피이식(autogenous dermis grafts), 자가이개연골

이식(autogenous ear cartilage grafts), 동결건조 연골이식(lyophilized

cartilage grafts), 디스크절제술, 동종이식편의 개제(placement of

interpositional allografts) 등이 있다.6

비록 관절원반의 대체를 동반하지 않은 디스크절제술에서도 장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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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결과 만족할 만한 경우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연조직의 유착과 골의 퇴행성변

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인공재료와 자가재료를 디스크절제술 이후의

교체물질로 사용한다.7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인공재료는

Silicone rubber (Silastic, Dow Corning), Vitreous carbon 강화 Porous

polytetrafluoroethylene(PTFE) (Proplast Ⅰ, Vitek, Inc), Aluminum

oxide (Proplast Ⅱ, Vitek, Inc) 접합 PTFE (Teflon) 등이 많이 쓰였다.

Proplast-Teflon 재료는 초기에 만족할 만한 기능과 환자의 증상개선의

이점을 보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방사선학적 관찰에서 이러한 재료들은

하악과두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부 환자들은 이러

한 골변화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으나 다른 경우에서는

과두 흡수, 심한 통증, 부정교합, 이물거대세포반응(foreign body giant

cell reaction, FBGCR), 두통이 보고되었다. 그 외에도 천공, 균열, 불안

정한 교합, 림프절증, 심한 골관절염 등이 발생하였다.8 자가조직으로는

이개연골, 진피, 측두근을 사용한다. 관절원반 유래 세포 및 다양한 자가

세포로부터 in vitro에서 조직을 재생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는

면역학적, 조직학적 친화성을 가지는 자가조직을 통한 질병조직의 치료

를 가능하게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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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론

제 1 절 측두하악 관절과 관절원반의 해부학적 구조

측두하악 관절은 하악골의 과두와 측두골의 하악와(glenoid fossa)와

관절융기(articular disc)로 구성된 양측성 윤활관절이다. 섬유연골 원반

은 하악골의 과두와 측두골의 하악와 및 관절융기 사이에 위치하여, 원

반 위·아래의 면이 조화를 이루게 한다. 이 구조는 하중을 접촉 영역으

로 분산시키고 충격을 흡수하며 관절의 윤활을 돕는 역할을 한다. 측두

골에서 하악와의 전방부는 관절융기의 후방부와 연결된다.

관절원반은 양측성으로 오목한 구조이며, 적혈구의 형태와 유사한 면

이 있다. 그러나 적혈구와 달리 관절원반은 원형이 아니며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가면서 일정하지 않은 두께를 나타낸다. 관절원반은 전후방으

로 3개 영역으로 나뉜다: 전방띠(anterior band), 중간대(intermediate

zone), 후방띠(posterior band).3 대략적인 두께는 1∼4 mm 정도이며, 중

간대가 가장 얇고 후방띠가 전방띠에 비해 다소 두껍다. 관절와와 과두

처럼 인간의 관절원반은 내외측으로 길다. 수치상으로는 내외측으로 약

19 mm, 전후방으로 13 mm를 보인다.9

관절원반의 전방부는 관절융기의 전방부와 하악골 과두의 전방부에 부

착된다. 후방부는 원반후부조직(retrodiscal tissue, vascular bilaminar

zone)과 연결되며, 이는 측두골과 하악골 과두경부의 후방부에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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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원반은 주변 조직과 부착되어 관절을 관절원반의 상부와 하부로 나

눈다. 상부 관절강(upper compartment, upper joint cavity)은 하악와 관

절원반 사이의 공간이고, 하부 관절강은 관절원반과 하악골 과두 사이의

공간이다.1 관절강의 부피는 상부 관절강의 경우 약 1.0 ml, 하부 관절강

의 경우 약 0.5 ml이다. 상부 관절강은 직선운동, 하부 관절강은 회전운

동을 주로 담당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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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두하악 관절원반의 병리

증령과 물리적 자극으로 인해 관절원반을 구성하는 세포의 변화가 일

어난다. 어금니를 상실한 후 보철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절원반의

중간부분의 두께가 감소하거나 구멍이 나게 된다. 관절원반은 하악와의

관절융기와 하악골 과두 사이에 위치하며, 하악운동시 관절원반은 하악

두, 하악와 및 관절결절의 후방사면과 접촉하여 관절의 안정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접촉관계가 상실되면 측두하악장애가 야기되기도

한다. 관절원반의 장애를 유발 가능한 원인으로는 관절융기 뒤경사면의

심한 경사, 비정상적인 하악운동 속도, 압력, 운동범위, 이측 측두하악 관

절의 이상 운동, 관절면의 구조적 이상, 교합 부조화, 원반인대(discal

ligament)의 손상, 원반후부조직 손상 등이다. 해부학적 요인으로는 관절

원반의 앞부위 및 뒤부위가 다른 구조와의 연결이 파괴된 경우, 관절원

반의 천공 등이다.10 Milam과 Schmitz는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 저산소증

-재관류(hypoxia-reperfusion), 신경학적 염증(neurologic inflamation)이

측두하악 관절의 퇴행성 진행과 연관된다고 말했다.11 Mew는 교합부조

화(occlusal disharmony), 부정교합(mal occlusioin), 과두의 위치이상 또

는 형성이상, 하악와의 비정상적인 형태 또는 위치, 외상(trauma), 교정

치료의 영향, 이갈이(bruxism), 식이(diet), 스트레스, 근육 이상 기능

(muscle parafunction), 구강자세(oral posture) 등이 측두하악장애의 원

인이 될 수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12

측두하악 관절에 가해지는 물리적 하중은 관절의 표면과 접촉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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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다. 만약 하중이 관절원반에 의해 분산되지 못한다면, 물리적인 스

트레스가 관절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절원반은 부

위에 따라 다른 세포외기질의 조성을 지닌다. 이러한 조성의 차이는 물

리적 하중에 대한 각기 다른 변형을 나타낸다. 변형은 하악의 운동에 따

른 물리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관절원반의 적응이다.13 변위된 관절원반의

상면보다 하면에서 혈관화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형태학적 변

화는 관절원반의 하면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14 만약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스트레스가 관절원반에서 흡수되지 않는다면, 이

것은 측두하악 관절의 생역학적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5 병리학적

인자가 측두하악 관절의 연골의 분자조성을 변화시키거나, 비특이적 특

성의 유도, 관절표면 조도(roughness)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16 높은

수준의 전단스트레스(shear stress)는 국소적으로 관절원반의 점탄성을

변화시킨다. 이것은 새로운 물리적 환경에서 부하에 적응하는 모습을 뜻

한다. 그러나 물리적 스트레스가 관절원반의 적응력을 넘어서게 된다면

측두하악 관절을 구성하는 골 구조물에 대해 퇴행성 변화를 초래한다.17

골면이나 외측익돌근의 상복(superior belly of the lateral pterygoid

muscle)에 부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관절원반에는 신경말단이 존재하

지 않는다.18 통각 신경의 말단은 관절낭(joint capsule)에서 자주 발견되

며, 관절낭의 염전(twisting) 또는 신장(stretching)시 활성화된다. 건강한

상태에서 활액조직(synovial tissue)은 일반적으로 통각을 유발하는 유해

자극에 둔감하다.17 관절의 통증은 전형적으로 미만성이며, 국소적이지

않다. 이러한 통증은 혈압의 변화, 맥박 변화, 오심, 구토 등의 자율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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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과 함께 나타난다. 관절의 통증은 주로 굴근 수축의 전파로 이어진

다.18



- 12 -

제 3 절 측두하악 관절원반의 구성

1. 교원질

교원질(collagen)은 결합조직의 주성분이자 포유동물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이다. 전체 단백질 중 약 1/4∼1/3이 교원질로 구성되어있다. 교원

질은 거의 모든 조직에 존재하며, 피부, 골, 힘줄, 연골 및 치아 등 결합

조직 이외에도 존재한다.19 관절원반에서 교원질은 평균적으로 75%의 건

조중량을 나타낸다.20 교원질은 물리적, 화학적으로 물에 거의 녹지 않는

섬유이다.19

인간 측두하악 관절의 관절원반은 다른 관절에서 발견되는 유리연골과

달리 섬유연골로 구성되어있다. 이 섬유연골은 유리연골에서 우세한 Ⅱ

형 교원질이 아닌 Ⅰ형 교원질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Ⅰ형 교원질은 Ⅱ

형에 교원질에 비해 더 큰 섬유로 구성되며 더 밀도가 높고, 팽창성이

낮은 조직에서 많이 발견된다.21 관절원반의 세포는 섬유모세포와 연골세

포의 특성을 모두 나타내며, 섬유모세포는 Ⅰ형 교원질을 생산하고 연골

세포는 Ⅱ형 교원질을 생산한다.22

Ⅰ형 교원질은 피부, 골, 힘줄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교원질로서,

측두하악 관절에서는 관절의 연골, 연골하방의 과부 부분 골조직, 측두하

악 관절을 구성하는 측두골, 골 사이에 개재된 관절원반에서 나타난다.

또한 원반후부조직, 활막(synovium), 피막(capsule)에서도 발견된다. Ⅰ

형 교원질에 대한 면역염색법에서 섬유모세포 유사세포가 존재하는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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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반의 전·후방 부착부위의 세포외기질에서도 Ⅰ형 교원질이 발견되었

다. 연골세포 유사세포가 발견되는 관절원반에서도 Ⅰ형 교원질이 발견

된다.23

Ⅱ형 교원질의 경우 하악골의 과두와 측두골의 관절면에 위치하는 연

골성 세포외기질의 교원질에서 우세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관절원반의

연골세포 유사세포를 둘러싸는 세포외기질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것

이 독특하며, 주로 Ⅰ형 교원질의 사이에서 관절원반 세포를 둘러싼 모

양으로 발견된다.23 Ⅱ형 교원질은 인간, 영장류, 소, 쥐의 관절원반에서

발견된다. 인간의 관절원반을 시상면으로 절단하여 관찰한 결과 관절원

반의 표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Ⅱ형 교원질이 발견되었다. Ⅱ형 교

원질의 합성을 의미하는 Ⅱ형 전교원질 또한 같은 분포로 발견되었다.24

Ⅲ형 교원질은 관절원반의 후방 부착부에서 주로 발견된다. 인간의 관

절원반 후방 부착부에서 Ⅲ형 교원질이 발견된다는 점은 이 부위가 팽창

성이 크고,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관절 기능이상을 가져올 가능

성 가능성이 큰 부위라는 점을 알려준다.21

소의 관절원반에서는 Ⅻ형 교원질이 발견 된 바 있다. 비록 이 교원질

의 기능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아마도 인대성 조직의 기능에 관

여하여 관절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22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본다면 Ⅰ, Ⅱ, Ⅲ, Ⅵ, Ⅸ, Ⅻ형 교원질이 측두

하악 관절원반에서 발견되며, Ⅰ형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질은 소량으로

검출된다. 또한 Ⅱ형과 Ⅲ형 교원질은 연구에 따라 발견된 경우도 있고,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22 관절원반의 조직공학에는 Ⅰ형 교원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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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절원반을 주로 구성하는 Ⅰ형 교원질의 경우 층상구조를 이루며 관

절원반의 중앙부를 시상면으로, 횡행으로, 사선으로 주행한다. 두꺼운 후

방띠의 경우 횡행하는 섬유가 주를 이루며, 전방띠의 경우 섬유는 시상

면을 따르거나 사선으로 놓여져있다. Ⅲ형 교원질의 경우 Ⅰ형 교원질과

혼재되어 나타난다.25 시상면에서 사선으로 주행하는 교원질은 전방띠의

평행하게 지나는 교원질과 만난다. 관절원반에서 피막으로 이행되는 부

분에는 느슨하게 배열된 교원질이 존재한다. 관절원반의 후방띠는 상대

적으로 두꺼우며, 평행하게 놓여진 교원질이 존재한다. 이 섬유는 다양한

방향으로 놓여진 다른 섬유들과 만나게 된다. Ⅰ형과 Ⅲ형의 교원질은

관절원반의 전방띠, 중앙부, 후방띠에서 같은 비율로 존재한다.25

관절원반 중앙부에서 발견되는 교원질은 주변부에서 발견되는 섬유에

비해 굵기가 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26 관절원반 중간대의 중앙부에 위

치한 교원질은 양측의 두꺼운 띠로 이행하면서 다발이 상·하 및 내·외로

갈라지고 주행하여 구조적으로 합쳐진다.27 섬유 사이의 거리는 관절원반

내 위치에 따라 달랐으며, 중앙부에서 더 멀고 주변부에서 더 가까운 것

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앙부에서 교원질이 세포외기질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주변부에 비해 낮다. 관절원반의 중앙부는 압축력

에 대해 저항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섬유질와 섬유질 간 기질의 접촉면

적이 넓은 구조는 조직으로 하여금 크리프저항(creep resistance)이 증가

하도록 한다.26

관절원반의 주변부에서 발견되는 두꺼운 교원질은 장력에 대한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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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에 기여한다. 많은 수의 분자간 공유결합이 교차결합을 이루고 이

것은 인장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으로 작용한다. 교원질의 두께가 두

개의 정점을 가지는 것 또한 교원질의 적층에 기여하고 인장강도를 증가

시키는 것에 기여한다.26

2. 탄력소

탄력소는 교원질과 함께 관절원반을 구성한다. 탄력소는 주로 관절원

반의 전방띠와 후방띠에 많이 존재하며, 중간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다.25,28 인간 관절원반의 탄력소의 분포에 대한 연구 결과 70%의 탄력소

는 전방띠에서 발견되었고, 후방띠에서 25%, 중간대에서 5% 발견되었

다. 대조적으로 돼지의 관절원반에서는 대부분의 탄력소가 후방띠에서

발견되고, 중간대에서 가장 소량이 발견되었다.28 많은 수의 굵은 탄력소

가 관절원반의 상층부에 있는 bilaminar zone에 위치한다. bilaminar

zone을 포함한 실험을 보면, 인간 관절원반의 bilaminar zone에서

61.25%, 전방띠에서 26.20%, 후방띠에서 10.22%, 중간대에서 2.34%가 관

찰되었다. 또한 관절원반이 하악과두와 연결되는 전방띠의 하층부에 많

이 자리잡고 있다. 관절원반의 하층부에는 소수의 탄력소가 위치하며, 대

부분 조밀한 교원질로 구성되어있다.28 연구에 따라 이러한 불일치가 존

재하지만, 중간대에서 가장 소량의 탄력소가 발견된다는 점에서는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탄력소는 그 숫자가 중앙부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급격

하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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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소는 최대 50%까지 신장력에 대한 저항에 기여한다.27 관절원반의

내측부에서 외측부보다 더 많은 수가 존재하며, 특히 내측 익돌근에 의

해 신장력이 주어지는 관절원반의 내측 전방부위에 그 숫자가 증가한다.

탄력소의 존재는 운동에너지를 위치에너지로 교환하는데 관여하며 결과

적으로 관절원반의 운동성이 생성된다. bilaminar zone과 전방띠 부위에

서 많이 발견되며 중간대의 중앙부에서 가장 적은 수가 발견되었다는 점

은 탄력소가 관절원반의 전후방 부착과 운동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28

탄력소는 관절원반의 위치에 관계없이 교원질과 평행하게 배열되어있

다. 단지 소수의 탄력소만이 교원질과 수직으로 배열되어있다.25 퇴행성

관절병이 진행된 관절원반에서 탄력소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탄력소의

함량과 퇴행성 질환의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28

3. Glycosaminoglycan 및 proteoglycan

측두하악 관절 원반에서 관절의 부하가 많이 주어지는 부위의 세포외

기질에는 glycosaminoglycan(GAG)이 포함되어 있다.23 관절원반에서

GAG의 함량은 연구 결과에 따라 0.5∼10%로 다양하며, 평균치는 이온

교환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실험에서 5% 건조중량을 나타냈다.29 돼지

의 관절원반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병리비색분석법 결과 7.2∼14.4% 건조

중량을 나타내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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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원반을 구성하는 GAG은 주로 콘드로이틴황산염(chondroitin

sulfate)과 케라탄황산염(keratan sulfate) 등이다.23 콘드로이틴황산염이

관절원반에서 가장 다량으로 발견되며, 뒤이어 더마탄황산염(dermatan

sulfate), 케라탄황산염 순으로 많이 발견된다. 콘드로이틴황산염과 더마

탄황산염은 전체 GAG의 85%를 차지한다.31 다른 연구에서는 콘드로이

틴황산염는 약 79%를 차지하며, 더마탄황산염이 약 14%를 차지하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여기에 작은 비율로 하이알유론산(hyaluronic acid)과

케라탄황산염이 존재한다.29

GAG은 주로 큰 proteoglycan 집합체로 존재한다. 이러한 큰

proteoglycan은 proteoglycan 단량체가 하이알유론산과 연결단백질로 연

결되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대하고 전기적으로 음성을 나타내는 분자

들은 세포외 수분을 구성하여 탄성을 만들어낸다.23 관절원반의 세포외기

질에는 다양한 종류의 proteoglycan이 발견되며 이는 주로 황산염 GAG

사슬, 콘드로이틴황산염, 케라탄황산염, 더마탄황산염이다. 분자의 크기,

조성, 일차 아미노산서열로 보아 aggrecan, biglycan, decorin이 발견된

다.30

커다란 콘드로이틴황산염 proteoglycan이 관절원반에서 발견되며, 이

러한 proteoglycan은 다수의 다음이온 콘드로이틴황산염과 케라탄황산염

사슬의 존재로 인해 높은 보수력을 가진다. 보수력은 탄성력과 연관이

있다. 콘드로이틴황산염 proteoglycan은 영장류와 설치류, 토끼, 돼지의

관절원반에서 주된 proteoglycan으로 생각된다.26 하이알유론산은 하악과

두와 측두골의 관절표면 연골성 기질에서 관찰이되며 성숙 연골모세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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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세포외기질과 관련되어있다. 이들은 섬유성 혹은 전연골모세포대

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23 케라탄황산염 또한 유사하게 하악과두와 측두

골에서 성숙 연골모세포를 둘러싼 세포외기질에서 발견된다.23

인간의 측두하악 관절원반과 과두의 연골에서 alcian blue 결정적 전해

질 농도법을 이용해 GAG의 위상적 분포를 검사하였다.32 연구결과, 관절

원반에서 기능적 부하가 많이 부여되는 부분에서 높은 비율의 고황산화

물의 생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관절연골에서 압축강성도

와 하중을 견디는 능력이 황산화 GAG의 양에 의존한다는 점으로 보아,

황산화 GAG가 주로 존재하는 후하방결절과 전방와가 측두하악 관절에

서 많은 부하가 주어지는 곳으로 생각된다. 황산화 GAG은 연골세포를

둘러싸고 있으며 이들 세포외기질과 세포의 지형학적 위치가 기계적 특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32

하이알유론산과 케라탄황산염, 콘드로이틴황산염은 면역염색법에서 관

절원반의 연골세포 유사세포로 둘러싸인 세포외기질에서 발견되었다. 이

러한 GAG은 관절의 활막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관절원반의 전·후방

부착부에서는 관찰된다.23

돼지의 관절원반에서 GAG 밀도는 내측에서의 밀도가 외측이나 중앙

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내외측 방향으로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후방 방향으로 보았을 때는 중간대에서 GAG이 가장 많이

발견되며 이는 압축탄성율의 값과 일치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낸다. 결과

적으로 관절원반의 수축강도는 GAG의 함량만으로 식별하는 것에 무리

가 있다. 관절원반의 강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원질의 크기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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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roteoglycan의 존재 그리고 세포외기질에 존재하는 공극의 크기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압축력이 주어지면 관절원반의 교원질이 서

로 가까워지고 세포외기질의 공극이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압력에

의한 유체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이는 하중의 분산과 압축탄성율에 영향

을 주게 된다.33

이전 연구 결과로 보아 aggrecan은 그것을 구성하는 GAG 사슬이 수

화되어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낸다. 이것은 주로 콘드로이틴황산염에 의

존하며 부가적으로 케라탄황산염에 의한다. 이로 인해 aggrecan이 많이

존재하는 조직에서는 압축 부하가 많이 존재하는 부위임을 알 수 있다.

실제 in vivo 실험에서도 토끼의 하악과두를 후방 변위시켰을 때, 과두

상방의 proteoglycan이 감소하였고, 돼지힘줄과 토끼힘줄의 압축 하중을

다르게 부여한 in vitro 실험에서 하중의 증가가 agreecan의 증가와 연

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원반에는 다량의 aggrecan이 존재한

다.30

대조적으로 작은 proteoglycan인 biglycan과 decorin은 교원질과 함께

작용하여 인장력에 저항하는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 두가지

proteoglycan은 in vitro 실험에서 스스로 교원질에 결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biglycan의 기능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세포외기질의 구

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며34, decorin은 교원질의 합성과 직경을 결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35 부가적으로 정상적인 비석회

화 결합조직에서 석회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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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포조성

초창기 관절원반에 대한 연구에서 관절원반에 존재하는 세포를 원형의

섬유세포로 생각했다. 이후 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절원반 세포는

섬유모세포와 연골세포의 특성을 모두 나타내는 것이 밝혀졌다.22 영장류

에 대한 관절원반 연구는 연골세포 유사세포가 소와로 둘러싸인 형태로

발견되는 것이 시작점이다.23,36

돼지의 관절원반을 이용해 관절원반 내에 존재하는 세포를 조직학적으

로 분석한 결과 684 ± 197 세포/mm2의 밀도로 세포가 관찰되었으며, 이

들 세포 중 섬유모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 11%으로 나타났다.37 전

방띠에서 중간대와 후방띠에 비해 다소 낮은 밀도로 세포가 발견되었다.

섬유모세포와 연골세포 유사세포는 2.35:1의 비율로 발견되었으며 연골

세포 유사세포는 중간대에서 가장 높은 수가 발견되었다.

면역검색법을 통한 실험에서도 관절원반의 전·후방 부착부에서 섬유모

세포 유사세포가 존재하는 세포외기질이 발견되었고, 연골세포 유사세포

는 관절원반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연골세포 유사세포는 콘드로이틴황

산염, 케라탄황산염을 비롯한 GAG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

들 GAG은 연골조직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하다.23 측두하악 관절을 둘

러싸는 활막에는 대식세포 유사세포와 섬유모세포 유사세포가 존재한다.36

관절원반의 연골세포 유사세포는 연골세포와 여러 차이점이 있다.38 연

골세포 유사세포에서는 상대적으로 조면소포체, 활면소포체 및 골지체가

다량으로 존재하며 이는 단백질과 지질의 합성, 당질의 대사가 더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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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려준다. 다수의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는 것 또한 관절원반의 연

골세포 유사세포에서 더 높은 수준의 대사활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37

돼지 관절원반의 중앙부에서 주변부에 비해 연골세포 유사세포가 많이

발견되는 것은 콘드로이틴황산염을 생산하여 중간대의 압축강도를 높이

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절원반의 상면보다 하면에서 연골세

포 유사세포가 더 많이 발견되며 이는 상면과 하면의 기능적인 차이와

연관성이 있다.37 상면에 비해 하면에서 물리적인 요구도가 더 크며, 이

는 측두하악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에서 관절원반의 퇴행성 변화가 하면

에서 더 자주 관찰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39,40

소 관절원반의 세포는 낮은 수준으로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를 생산한

다. 이들이 생산하는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는 관절의 연골세포가 생산

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이나, 골모세포나 성장판 연골세포보다는 낮은 수

준이다.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가 높은 수준으로 생성된다는 것은 이 조

직이 석회화가 진행되는 조직임을 의미한다. 관절원반의 세포는 이 효소

의 수준이 낮으므로 석회화가 진행되지 않게 된다.22

섬유모세포는 인장력이 주어지는 피부, 인대, 힘줄에서 자주 발견된다.

측두하악 관절원반에서도 전방띠와 후방띠가 인접 조직과 이어지는 부분

에서 섬유모세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된다.23 이는 개구 시 관절원반

이 전방으로 이동하고 폐구 시 후방으로 이동하므로 전·후 방향으로 높

은 인장력이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관절원반의 운동성과 기능이 섬유

모세포의 분포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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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원반에서는 동질성을 가지지 않는 세포들이 존재하며 이는 유리연

골의 연골세포와도 대별된다. 그러므로 관절원반의 세포들을 단순히 연

골세포로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대신에 섬유모세포와 연골

세포 유사세포의 혼재로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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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관절원반 재생의 조직공학적 인자

관절원반의 재생을 위한 조직공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41 (1) 생분해성 지지체의 제작. (2) 중합지지체에 세포 세포적용.

(3) 동적에서 미성숙조직의 성장. (4) 생리적환경에서 성숙조직의 성장.

(5) 수술을 통한 조직 이식. (6) 조직공학적 이식으로 동화 및 재구성.

이러한 조직공학 과정 중 각 진행단계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인

세포원, 성장인자, 지지체, 세포적용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해 고찰해 보고

자한다.

1. 세포원

진단용 관절경검사를 통해 관절원반으로부터 자가세포를 채취한 후 인

공 관절원반 재생을 위해 배양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42,43 그

러나 관절원반 세포들은 실험실에서 배양 실험을 거치면서 세포 수의 감

소함에 더불어 배양기간 중에 그 표현형이 바뀌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배양이 계속 되면서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포외기질의 생성

보다 세포 부착 요소의 생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된

다.22,42,44,45 게다가 환자의 관절원반 세포를 채취하는 것은 질병에 이환된

관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질병에 이환되지 않은 관절의 변형과

기능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하악골 과두의 연골은 부위에 따라 특징적인 구조과 세포 구성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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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과두는 관절원반과 함께 인장력이 주어진 환경에서 전후방적 운동

을 하게 된다. 과두의 연골은 관절원반과 유사하게 원형과 전후방으로

배열된 교원질을 가진다.46 과두의 연골은 골면에서부터 비대층, 성숙층,

증식층, 섬유층으로 구분지을 수 있으며, 천부섬유층은 관절원반과 유사

하게 주로 섬유모세포와 Ⅰ형 교원질로 구성된다.47

관절원반 재생을 위한 세포원으로서 유리연골과 하악과두의 연골세포

를 비교하였다.47 돼지에서 채취한 유리연골 세포와 과두 연골의 세포를

polyglycolic acid(PGA) 지지체에서 6 주간 배양하였다. 그 결과 과두 연

골에 비해 유리연골의 세포가 지지체에 부착하는 정도가 1.44 배 더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유리연골의 세포충실성이 더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대조적으로 6 주의 배양기간 동안 과두 연골에서 채

취한 세포의 경우 일정한 세포 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관절원반 세포

에 존재하는 섬유연골 세포가 나타내는 모습과 더 유사한 것이다. 관절

원반의 섬유연골 세포를 4 주간 배양한 결과 세포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고48, 인간제대 중배엽성 기질세포(human umbilical cord

mesenchymal stromal cells)를 연골형성 배지의 PGA의 지지체에서 배

양한 결과 세포 수가 감소하거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관찰 한 바

있다.49 또한 과두의 연골에서 채취한 세포는 유리연골에서 채취한 세포

에 비해 세포외기질 생성이 저조하였다.47

비록 과두연골의 섬유층의 경우 세포의 구성과 세포외기질의 구성이

관절원반과 유사하며 기능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관찰되나, 채취하는 세

포를 섬유층에서 정확히 채취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영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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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불분명 하여 이상적인 박리가 어렵다는 점과 현재 사용되는 세포추

출 방식이 세포의 크기 차이에 기초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려움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질병에 이환된 측두하악 관절 조

직에서 침습적인 방법으로 세포를 채취하여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정상

적인 관절 조직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정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47

인간제대기질(human umbilical cord matrix, HUCM)에서 유래한 측두

하악 관절 과두의 연골세포와 중간엽유사 줄기세포를 이용해

polyglycolic acid(PGA) 지지체에 spinner flask를 이용해 세포적용 한

후 4주간 성장배지에서 연골형성인자의 유·무를 달리하여 관찰하였다.50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HUCM은 Ⅰ형 교원질을 다량 발현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Ⅱ형 교원질의 경우 소량 생산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비교

대상으로 사용된 과두 연골세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Ⅰ형 교원질을

생산하였고, Ⅱ형 교원질은 생산하지 않았다. HUCM은 과두 연골세포에

비해 더 많은 GAG를 생성하였고, 세포충실성은 초기에 55% 더 높았고

4주 후에는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 합성능력과 세포충실

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HUCM 줄기세포가 과두 연골세포에

비해 관절원반 재생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절원반은 70%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제한된 혈행을 가

진다. 돼지의 관절원반에서는 70% 정도의 섬유모세포와 30%의 연골세

포 유사세포가 관찰된다. 섬유모세포의 비율은 전방띠와 후방띠에서 높

게 나타나며 중간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37 관절원반과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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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힘줄에서는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정도이다. 힘줄에 존재하는

tenocyte라 불리는 세포는 섬유모세포의 특성을 나타나낸다. 대사활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의 경우에서는 힘줄의 세포외기질을 유지

하는 기능을 주로 보인다. 힘줄의 경우 상처를 치유하고 반흔을 형성하

는 능력을 지니고 이는 측두하악장애가 발생한 관절원반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51,52 관절원반에서는 Ⅰ, Ⅱ, Ⅲ, Ⅴ, Ⅺ형의 교원질이 발견되며

Ⅰ형 교원질이 83% 건조중량을 나타내나, 힘줄에서는 Ⅰ형 교원질이 거

의 100%를 이루고 나머지 Ⅱ, Ⅲ, Ⅳ, Ⅴ, Ⅵ형 교원질은 매우 소량으로

발견된다. 힘줄에서 교원질은 60∼85%의 건조중량을 나타낸다.29,53,54 관

절원반과 힘줄 모두에서 탄력소가 존재하며 관절연골에서는 존재하지 않

는다는 점은 인장력 하에서 기능하고 회복하는 점에서 관절원반과 힘줄

의 유사성을 증명한다.52 중간엽 줄기세포를 통한 힘줄형성 연구에서는

TGF-β superfamily, growth/differentiation factors(GDFs) 5, 6, 7이 관

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적절한 물리적 하중이 주어지고 뒤이은 활성화

가 힘줄 조직의 형성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55

인간배아줄기세포(human embryonic stem)를 이용한 관절원반 재생시

도가 있었다.56 세포들은 연골형성 배지만 주어진 경우와 연골형성 배지

에 TGF-β와 BMP-2가 부가적으로 주어진 경우에서 섬유연골 유사구조

물을 형성하였다. 이 구조물은 Ⅰ형 교원질의 비율이 높고 Ⅱ형 교원질

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원질

함량(최대 24% 건조중량, 관절원반의 경우 최대 80% 건조중량)을 나타

내었다. 반대로 황산화 GAG의 함량은(최대 4% 건조중량, 관절원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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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0.6∼10% 건조중량)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장성질(1 MPa,

관절원반의 경우 10∼100 Mpa)을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관절원반과 같

은 섬유연골의 특성을 보였다.

다른 세포원으로써 토끼의 지방조직에서 채취한 지방줄기세포(adipose

stem cell)를 이용한 관절원반 재생실험을 하였다.57 지방줄기세포를 대조

군 배지와 연골형성 배지로 나누어 배양하였으며 agreecan, Ⅰ형, 2형 교

원질 유전자의 발현이 연골형성 배지에서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quantitative real-time PCR(qRT-PCR)에서 관찰되었다. 대조군 배지에

서 배양한 지방줄기세포 구조물에서는 세포응집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방줄기세포 침전물의 크기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연골형

성 환경에서는 6 주간의 배양기간 동안 크기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조군으로 사용된 관절원반 세포 침전물에 비해서도 지방줄기세포 침전

물이 더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GAG의 생성을 alcian blue 염색으로 관

찰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연골

형성배지의 경우 더욱 진하고 확장된 모습으로 확인되었다.

2. 성장인자

TGF-β는 다기능 성장인자로써 세포의 분화에 관여한다. 관절원반의

세포는 섬유모세포 및 연골세포와 유사하게 TGF-β에 반응하여 증식이

급격하게 증가함이 관찰되었다.22,36 프로스타글란틴 E2(prostaglandin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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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E2)는 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의 분해산물로 염증반응을 매개하

며, 관절염의 소견을 보이는 환자의 활액에서 발견된다. 측두하악장애에

서 PGE2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혀져 있지 않으나, PGE2의 존

재는 관절원반 세포로 하여금 증식을 억제시킨다.22,58

돼지의 관절원반세포를 이용하여 혈소판유래성장인자-AB(platelet

derived 성장인자-AB, PDGF-AB), 염기성섬유모세포성장인자(basic 섬

유모세포 성장인자, bFGF), 인슐린유사성장인자-Ⅰ(IGF-Ⅰ)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실험하였다.59 세 가지의 성장인자는 저농도(10ng/ml),

고농도(100ng/ml)로 농도를 달리하여 단층막 배지에 적용되었다. 14 일간

의 배양을 거친 후, 세포의 증식은 DNA 측정을 이용, 교원질의 합성은

hydroxyproline 분석을 이용, GAG의 합성은 dimethylmethylene blue 염

색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가장 효과적인 성장인자로 작용하

는 것은 bFGF로 나타났다. bFGF의 첨가 시 세포의 증식과 교원질의 합

성, GAG의 합성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농도의 bFGF 첨

가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96%의 세포증식을 나타냈

고, PDFG와 IGF-Ⅰ에서 각각 30%와 45%의 증가를 보인 것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PDFG와 bFGF는 GAG의 합성에서 대조군에 비해 2∼3

배 증가를 보여 가장 우수한 촉진인자로 관찰되었다. IGF는 GAG의 합

성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GF-Ⅰ은 고농도가 주어

졌을 때 교원질의 합성을 대조군에 비해 4.5배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bFGF는 저농도에서 4.2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PDGF의 경우 교원질의 합성에는 큰 기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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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증식에 대한 기여는 세 가지 성장인자 모두 고농도에서 기여도가 큰

것으로 보이나, GAG 생성에서는 모두 저농도에서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질의 합성은 PDGF와 bFGF의 경우 저농도에서, IGF는

고농도에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관절원반 재생을

위한 세포의 증식과 GAG 및 교원질의 합성증가는 저농도의 bFGF와

PDGF, 고농도의 IGF-Ⅰ이 상대적으로 큰 기여를 한다고 보여진다.

TGF-β1, bFGF, IGF-Ⅰ 세 가지의 성장인자를 각기 두 가지 농도로

나누어 세포의 증식과 세포외기질의 합성을 관찰한 연구에서는 교원질의

합성에서 IGF-Ⅰ와 TGF-β의 긍정적인 기여가 관찰되었다. 돼지에서 채

취한 관절원반 세포는 PGA 지지체에 세포적용 되었으며, TGF-β의 경

우 5 ng/ml과 30 ng/ml으로 나누어져 적용되었고 bFGF와 IGF-Ⅰ은 10

ng/ml와 100 ng/ml으로 달리 적용되었다. 6 주간의 배양 후, 저농도의

IGF-Ⅰ의 경우에서 가장 많은 교원질 합성이 관찰되었다. TGF-β는 저

농도, bFGF는 고농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교원질을 합성하였다. GAG

의 합성에 기여하는 정도와 세포 수에 미치는 영향은 성장인자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통계학적으로 의미를 지니지 못한 범위에서,

고농도의 IGF-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세포 수가 관찰되었다.

이 실험을 통해 IGF-Ⅰ과 TGF-β의 긍정적인 성장인자 효과와 더불어

단층막 배지와 3차원 지지체를 이용한 경우, 성장인자의 효과가 달리 나

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60

3차원 PGA 지지체에서 다양한 성장인자가 토끼의 반달연골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61 반달연골은 측두하악 관절 원반과 유사한 섬유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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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를 가지며, 이 실험에서는 TGF-β1, PDGF-AB, IGF-Ⅰ, bFGF를 적

용하여 3 주간 배양하였다. 성장인자로 사용된 물질은 저농도, 중간농도,

고농도 세가지 농도로 주어졌으며, TGF-β1은 1, 10, 100 ng/ml의 농도,

IGF-Ⅰ은 5, 12.5, 50 ng/ml의 농도, PDGF-AB와 bFGF는 각기 10, 25,

100 ng/ml로 배지에 적용되었다. 3H-proline과 35S-sulfate를 이용해 교

원질과 GAG의 합성을 비교한 결과, TGF-β1은 중간 농도와 고농도에서

각각 1.8배, 2.4배 교원질 합성이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bFGF의 경

우에도 TGF-β1처럼 중간 농도와 고농도에서 1.7배, 1.6배의 증가를 관찰

할 수 있었다. IGF-Ⅰ과 PDGF-AB 역시 대조군에 비해 교원질 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농도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았다. TGF-

β1의 경우 GAG의 합성 또한 중간 농도에서 4배, 고농도에서 5배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PDGF-AB의 경우 2 주 경과 후 측정한 결과 대

조군의 35S-sulfate 유입이 1.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 주가 지

난 후에는 대조군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두 성장인자는 큰 변

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지지체당 세포의 수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

해 IGF-Ⅰ과 bFGF를 처리한 경우, 경과 시간과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

의 세포 증식을 나타내었다. 실험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TGF-β1이 세포

외기질의 합성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며, 농도 증가에 따라 합성을 더

촉진한다고 생각된다. IGF-Ⅰ과 bFGF는 다른 두 성장인자에 비해 세포

수의 증가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아, 세포 수의 증가가 교원질 및 GAG

합성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PDGF의 경우에는 교원질 합

성을 다소 촉진시키는 것 이외에 특별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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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GF가 쥐의 관절원반세포 증식과 세포외기질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62 PDGF는 PDGF A 사슬과 B 사슬이 동형이합체 혹은 이형

이합체로 존재한다. PDGF-AA의 경우 PDGF 수용기의 α-아단위

(subunit)에만 결합하며, PDGF-BB는 α-아단위와 β-아단위 모두에 결합

한다.63 비록 PDGF-AA와 PDGF-BB 모두 강한 분열촉진물이나,

PDGF-BB만이 섬유모세포의 형질전환을 유도한다.64 PDGF-BB를 0,

0.5, 1, 5, 10, 20, 40, 80 ng/ml로 달리하여 배지에 적용한 후 배지 당 세

포를 6 일 뒤 측정한 결과 5 ng/ml에서 가장 많은 세포가 관찰되었고

더 진한 농도에서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PDGF-BB가 단백질 합

성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0, 1, 2, 5, 7, 10, 20, 30 ng/ml로

달리하여 교원질과 하이알유론산의 생성을 관찰하였다. 6 일간 배양 후

관찰결과, PDGF-BB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교원질의 합성량이 증가하

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1 ng/ml에서 126%, 30 ng/ml에서 162% 증가하

였다. 하이알유론산의 경우 5 ng/ml의 경우 합성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고, 10 ng/ml을 초과하는 PDGF-BB가 적용되었을 때 증가에

따라 점차 합성량이 감소하였다.62

관절원반 재생을 위한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IGF-Ⅰ, bFGF, TGF-β1

을 2개씩 묶어, 6개의 조합을 제작하여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65

IGF-Ⅰ과 bFGF는 10 ng/ml과 100 ng/ml로 나누고, TGF-β1은 5 ng/ml

과 30 ng/ml로 나누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 12개의 조합을 이용하여

돼지에서 추출한 관절원반 세포에 적용하여 세포충실성, 교원질 합성,

GAG 합성, Ⅰ-Ⅱ형 교원질의 함량을 6 주간 배양 후 측정하였다. G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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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은 dimethylmethylene blue(DMMB) 염색, 교원질 함량은 modified

hydroxyproline assay를 이용하였고, 교원질 중 Ⅰ형, Ⅱ형 교원질의 비

율은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이용하였다. 세포수를 측정한 결과 두 가지 성

장인자 모두 고농도인 경우 상대적으로 큰 증가를 보였으며, 대조군과

비교하여 최소 2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냈다. 모두 고농도인 경우에서 상

대적으로 IGF-Ⅰ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세포 수가 낮았고, 모두 저농도

인 경우에서도 같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지지체 당 절대적인 세

포 수는 초기 상태에 비해 3, 6 주가 지나면서 계속 감소하는 것이 관찰

되었다. GAG 합성의 경우 3 주 배양 후 측정시 대조군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6 주 후 측정시에는 대조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교원질의 합성 또한 GAG와 마찬가지로 대조군과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면역염색법 결과 밀집한 Ⅰ형 교원질이 관찰되었고,

Ⅱ형 교원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성장인자를 사용

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농도의 경우가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며, 교원

질과 GAG의 합성은 장기간 세포 수를 유지하거나 증식시키지 못한 점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IGF-1, TGF-β1, TGF-β3가 관절원반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에서는 TGF-β1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66 10 ng/ml의 IGF-1,

5 ng/ml의 TGF-β1과 TGF-β3를 이용하여 돼지 관절원반세포에 대한

효과를 관찰하였다. 6 주간의 배양 후 TGF-β1를 적용한 군에서 세포수

와 교원질생성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

다. 세포 수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2배 가량 높았으며, 교원질의 생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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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가량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GAG의 생성 또한 대조군에 비해 3

배 가량 상승하였다. IGF-1의 경우 대조군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으며, TGF-β3를 적용하였을 때는 대조군과 IGF-1의 중간값 정도를 나

타냈다. 이전 연구에 비해 TGF-β1의 작용이 매우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단순히 TGF-β1의 성장인자로써의 작용의 결과이기보다는 이

전의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polyglyolic acid(PGA) 지지체가 아

닌 poly-L-lactic acid(PLLA) 지지체를 사용 한 것이 성장인자에 대한

세포의 반응을 변화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단층막배지에서는 TGF-β1과

TGF-β3를 5 ng/ml씩 적용하였을 때, 두 가지 성장인자의 영향이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67

소의 대퇴부 과두에서 채취한 연골세포와 무릎반달연골에서 채취한 섬

유모세포를 이용하여 인간의 관절원반과 유사한 세포구성을 제작, 성장

인자가 제작된 세포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68 섬유모세포

와 연골세포는 100:0, 75:25, 50:50의 비율로 혼합되었고 10 ng/ml의

TGF-β1과 5 ng/ml의 IGF-1이 성장인자로 실험군에 사용되었다. 추가로

10% 혈청의 존재 유무가 실험에 이용되었다. 실험결과 교원질의 생성은

TGF-β1과 IGF-Ⅰ이 모두 존재하고 혈청이 적용되지 않은 조건에서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5:25의 세포구성과 50:50의 세포구성에서 유

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100:0의 세포구성에서 성장인자가 교

원질합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연구와 마찬가

지로 TGF-β1은 생성된 산물의 압축계수와 영률(Young’s modulus) 등

기능적인 특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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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원반 재생에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이 미치는 영향은 다음에

서 실험하였다.69 배지에 0, 25, 50 μg/ml의 아스코르브산을 추가하고,

PGA 지지체를 이용하여 돼지 관절원반 세포를 배양하였다. 아스코르브

산이 25 μg/ml 추가된 배지에서 효과적인 세포적용이 일어나 세포가 지

지체에 잘 부착하였고, 4 주간의 배양 후에 1.53×106 세포/지지체가 관찰

되었다. 대조적으로 0 μg/ml인 경우에는 1.20×106, 50 μg/ml인 경우에는

1.32×10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4주간 배양한 후 교

원질 함량을 측정한 결과, 25 μg/ml에서 30.4 ± 2.7 μg/지지체로 아스코

르브산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에서 24.9 ± 3.3 μg/지지체인 것에 비해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집합계수(aggregate modulus) 또한 25 μg/ml에서

6.1 ± 1.3 kPa, 50 μg/ml에서 4.0 ± 0.9 kPa.로 관찰되었다. 결과적으로

25 μg/ml의 아스코르브산이 배지에 첨가되었을 때, 다른 두 군에 비해

관절원반 세포의 분화와 생합성을 자극하여 관절원반의 재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Sodium pyruvate와 인슐린, L-proline이 돼지 관절원반세포의 배양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연구에서 증명되었다.43 sodium pyruvate와

인슐린의 유무를 달리하여 배양한 결과 sodium pyruvate가 존재한 경우

세포분열속도(분열/일)가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odium pyruvate와 인슐린을 같이 적용했을 때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Ⅰ형 교원질 유전자의 발현을 qRT-PCR로 조

사한 결과 특별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L-proline의 농도를 0 mg/l,

25 mg/l, 100 mg/l로 나누어 poly-L-lactic acid(PLLA) 지지체에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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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배양 한 결과, 6 주 후 100 mg/l의 경우에서 가장 많은 세포 수가 관

찰되었다. 25 mg/l의 경우에서는 대조군과 100 mg/l에 비해서 낮은 수치

가 관찰되었다. 교원질과 GAG의 합성은 3 주 후 측정시 25 mg/l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6 주 후 측정시 대조군 보다 낮게

관찰되었다. 100 mg/l의 경우 3 주, 6 주 경과 모두 대조군보다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비록 L-proline이 관절연골세포 배양에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교원질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L-proline의 농도가

높을 때 교원질과 GAG의 생성이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실험결과

sodium pyruvate와 인슐린의 존재는 관절원반 재생에 긍정적 인자로 작

용하며, L-proline의 경우 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지체

조직재생을 위한 이상적인 지지체 재료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야

한다.41 (1) 3차원적 모양과 다공성의 구조로 세포의 증식이 내부에서 연

결을 이루며, 유체의 흐름이 존재하여 영양분과 대사산물을 효과적으로

교통시켜야 한다. (2) 생체친화성, 생분해성의 특성을 지니며 세포와 조

직의 증식에 부합하는 분해/흡수 속도를 나타내야 한다. (3) 세포의 부착

과 증식, 분화를 위해 효과적인 화학적 표면을 제공해야 한다. (4) 물리

적 특성이 이식 될 수혜부 조직의 특성과 일치해야 한다. 현재 조직공학

에 사용되는 다량체로는 poly L-lactide, poly L-lactide-co-D,L-lactide,

poly L-lactide-co-glycolide, poly D,L-lactide, poly D,L-lactid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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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olide, polycaprolactone, polyorthoester, polyanhydrides 등이 있다.

Polyaminde monofilament, polytetrafluoroethylene(ePTFE), polyglycolic

acid(PGA), natural bone mineral block을 이용하여 인간과 돼지의 관절

원반 세포를 배양한 결과 성장패턴, 세포구조, 세포응집, 군집형성속도는

실험에 사용된 섬유의 직경과 종류에 따른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았다.42

PGA와 poly-L-lactic acid(PLLA)를 지지체로 사용하였을 때의 차이를

실험한 결과, 4 주 동안 관절원반 세포의 배양 후 PGA와 PLLA의 경우

에서 세포 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피와 무게는 큰 차

이를 나타냈다. PGA가 90% 이상 체적 감소와 75% 가량의 건조중량 감

소가 일어난 반면, PLLA는 체적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단지

10%이하의 건조중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두 지지체 분해속도의 차이에

서 기인한다고 생각되며, 보다 장기간 체적을 유지하고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PLLA 지지체의 사용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준다.66

PGA와 알긴산의 지지체로 이용하여 돼지 관절원반 세포를 4 주간 배

양한 후 picrosirius red 염색을 이용해 교원질을 측정하고, safranin O

and fast green 염색을 이용해 GAG 분포를 측정하였다.70 알긴산 하이드

로겔을 이용한 군에서는 교원질과 GAG의 염색은 관찰되지 않았고 PGA

를 지지체로 이용한 군에서는 모두 검출되었다. 게다가 관절원반 세포를

4 주 이상 알긴산 하이드로겔에서 배양한 경우 세포 수의 급격한 감소를

보여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원반 세포의 배양에 단백질도포 표면이 제공되었을 경우 세포의

증식과 교원질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과 Ⅰ형 교원질, 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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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질, aggrecan, decorin의 경우에서 특별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45

돼지의 관절원반 세포를 채취하여 단백질도포 표면에서 배양 한 후

safranin O 염색으로 세포응집을 관찰하였다. proteoglycan을 도포한 군

에서 대조군이나 교원질을 도포한 군에 비하여 더 높은 빈도로 응집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T-PCR로 Ⅰ형, Ⅱ형 교원질과 aggrecan,

decorin 유전자의 발현여부를 관찰한 결과 표면처리 된 단백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표면처리 여부는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세포 적용과 물리적 환경

관절원반의 세포적용에서 사용되는 spinner flask, orbital shaker.

pelleting technique이 관절원반 세포의 배양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실험

의 결과와 같다.70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PGA 지지체에 돼지 관절원

반 세포를 세포적용 한 후 4 주간 배양하였다. 초기 세포적용 효율은

spinner flask에서 80 ± 5%, orbital shaker에서 65 ± 14%, pelleting

technique에서 92 ± 25%로 관찰되었다. 4 주간 배양한 후 측정한 세포

수에서는 군 간에 유의미하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초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교원질의 합성을 비교하였을 때 spinner flask의 경우

에서 35 ± 7 μg/구조물을 합성한 것으로 나타나, orbital shaker의 9 ± 2

μg/구조물과 pelleting technique의 9 ± 7 μg/구조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양을 합성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세포적용 밀도가 배양 후의 세포 수, 교원질과 GAG의 합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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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알아내기 위해, 지지체 당 초기 돼지 관절원반 세포수를 15, 30,

120×106 세포로 나누어 PGA 지지체에 spinner flask를 이용하여 배양하

였다.48 실험결과 높은 밀도로 세포적용 된 구조물에서 가장 크고 밀집된

세포 구조물이 확인되었다. 6 주간의 배양기간 동안 세포수, 교원질 합

성, GAG 합성 또한 초기 cell 세포적용 밀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인간제대 중배엽성 기질세포를 이용해 섬유연골 형성을 시

도한 다른 연구에서도 높은 밀도로 세포적용 한 경우에서 GAG의 합성

이 증가하고 생성물의 물리적완전성(mechanical integrity)이 더 잘 유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9 poly glycerol sebacate 지지체를 이용한 실험에

서도 세포적용 밀도의 증가에 따라 같은 경향성이 나타났다.71

관절원반의 성장에 대한 저작력의 영향 또한 실험으로 증명되었다.72

쥐의 양측 교근을 절단하여 8 주간 사육하여 관절원반의 외형, Ⅰ형 교

원질과 decorin의 국소적 분포를 관찰하였다. 교근을 절단한 군에서 상대

적으로 더 얇은 관절원반 두께가 관찰되었다. 면역염색법으로 살펴본 교

원질과 decorin의 분포는, 대조군에서 관절원반의 전 영역에서 Ⅰ형 교원

질과 decorin이 발견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관절원반의 전방띠와 후방

띠에서만 발견되었다. 이 실험은 적절한 물리적 자극이 관절원반의 형성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회전식 생물반응기가 돼지 관절원반 세포의 배양에 미치는 영향을 관

찰하였다.73 PGA 지지체에 spinner flask를 이용하여 세포적용 후 회전

식 생물반응기를 이용하여 6 주간 세포배양 실험을 진행한 결과 생물반

응기를 사용한 경우 더 높은 밀도의 결과물이 생성되었으며, 투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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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관절원반과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정적인 상황에서

배양한 대조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세포 수가 측정되었고, 총 기질 양에

는 유의미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회전식 생물반응기가 명확한 이점

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결과이다.

소의 대퇴부 연골에서 채취한 연골세포의 배양에서 정수압을 1, 5, 10

MPa로, 빈도를 0, 0.1, 1 Hz로 달리하여 실험하였다.74 그 결과 여러 실

험군에서 습중량과 두께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세포/구조물 또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습중량당 교원질이 차지하는 무게는 일

정한 5 MPa, 일정한 10 MPa에서 높았으며 GAG/습중량과 응집계수는

일정한 5 MPa, 일정한 10 MPa, 10 MPa 1 Hz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탄성률은 각각 일정한 5, 10 MPa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

다. GAG, 교원질, 응집계수, 탄성률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군은

일정한 5 MPa과 일정한 10 MPa으로, 이와 같은 정수압이 주어졌을 때

구조물의 생역학적, 생화학적 특성이 향상된다고 생각된다.

위와 유사한 실험이 돼지의 관절원반 세포에서 수행되었다.75 실험군은

10 MPa의 정수압을 일정하거나 1 Hz로 4 시간 동안 주어졌으며, 2 일간

정수압이 주어지고 1 일의 휴식기를 가지는 과정을 거쳐 1 주일 배양 후

결과를 관찰하였다. 간헐적인 정수압이 주어졌을 때 Ⅱ형 교원질의 합성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정한 정수압이 주어졌을 때에는 Ⅰ형

교원질의 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두 실험군 모두 Ⅰ형 교

원질이 Ⅱ형 교원질에 비해 많은 양이 합성되었으며, 1 Hz의 실험군에서

는 정수압이 주어지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더 소량의 교원질 합성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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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었다. 일정한 정수압이 주어진 실험군에서 가장 많은 교원질이 합성

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압축력이 염소 관절원반 세포의 배양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76

관절원반 세포는 2% 알긴산겔에서 배양되었으며 실험군에서는 0∼0.2

MPa 압축응력이 0.1 Hz의 빈도로 매일 4 시간 주어졌으며, 2 주일간 배

양하였다. 압축응력이 주어지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세포 수

의 증가와 Ⅰ형 교원질과 GAG의 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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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관절원반 재생에 대한 실험적 접근

앞서 언급한 여러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관절원반의 재생을 위한 직접

적인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소의 어깨 관절에서 채취한 연골세포를

polylactide(PLA)와 PGA로 구성된, 1 mm 두께의 관절원반 형태 지지체

에 적용하였다.77 1 주일간 in vitro 배양 후 쥐의 피하(subcutaneous)에

이식하고, 12 주간 사육하였다. magnetic resonanace imaging(MRI)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hyaline cartilage와 유사한 구조물을 형성하였다.

구조물은 관절원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평균 두께는 1.15 mm

로써 실험에 사용된 지지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신생 연골은 Ⅱ형

교원질을 주로 생성하였고, 지지체는 연골의 형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지지체의 역할에 대한 실험에 이어 줄기세포를 이용한 보다 직접적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PLA 지지체와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토끼의 측

두하악 관절에 이식 후 결과를 살펴보았다.78 PLA 지지체는 2면(bilayer)

으로 구성하였고, 연골분화 배지에서 TGF-β1과 함께 배양을 시작하였

다. 1 주일간의 식립 전 배양기간 동안 토끼의 세포는 다공성 지지체에

잘 부착되었고 유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5 회 계대배양 후 디스크절

제술을 시행한 관절에 식립하였다. 식립 6 개월, 12 개월 이후 콘빔 전산

화 단층촬영(CBCT)으로 관찰하였을 때 만성관절증 증상이 관찰되었으

며, 부분적으로 과두 연골의 과증식 또는 석회화물질이 관찰되었다. 과두

연골의 변화는 디스크절제술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변화이다. 관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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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하여 연구한 결과 PLA 섬유와 섬유조직이 혼재된 것이 발견되었으

며, 조직거부반응이나 이물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생체친화성의 측면에

서 고무적인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지지체의 위치가 적절히 고정되지 못

하였을 때 지지체의 관절 내 변위가 관찰되었다. 지지체의 변위는 관절

원반이 정상적인 형태로 재생된다 하여도 관절원반 변위를 유도하여 측

두하악장애 재발의 기여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지지체

를 관절 내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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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측두하악관절 원반을 구성하는 세포외기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자

는 Ⅰ형 교원질이다. 관절원반에서 다른 교원질이 발견된 바가 있기는

하나 그 양이 미량이었다. 탄력소는 주로 관절원반의 전·후방 부착부에

서 신장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정상적인 관절운동 뿐만 아니

라 측두하악장애에서 흔히 나타나는 관절원반의 전방변위에 저항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GAG와 proteoglycan의 위상적 분포는 관절원반이 주어

진 물리적 하중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한다.

관절원반의 재생에는 자가 관절원반세포 및 과두연골세포, 여러 가지

줄기세포을 이용한 방법들이 있다. 각각의 세포원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관절원반 세포는 현재까지 세포의 특성이 가장 많이 연구

되어 있으나, 세포의 증식이 어렵고 표현형의 변화를 제어하지 못한다.

과두 연골세포는 관절원반 세포와 유사한 세포를 채취 가능하나, 관절원

반과 마찬가지로 채취 시 관절에 침습적인 영향을 미친다. 줄기세포의

경우 섬유연골세포로의 분화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세포의 증식과 세포외기질의 합성에 TGF-β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연구된 성장인자의 영향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서는 2가지 이상의 성장인자를 동시에 처리하였을 때 세포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2차원 배양과 3차원 배양에서 동

일한 성장인자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PTFE와 polyamide는 in situ 상황에서 장기간 인체에 무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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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는 in vivo와 in vitro 실험에서 4주 이내에 흡수가 되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관절원반 세포를 in vitro에서 배양하여 측두하악관절에 이식

후 polymer의 분해와 관절원반 재생의 완료를 기대한다면 ePTFE와

polyamide를 중심으로 이용하고 PGA를 가지로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식 초기 지지체를 통한 관절의 기능이 가능함과 동시에 관절원반의 재

생과 그 속도에 알맞은 지지체의 분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세포적용 시 초기 세포밀도가 높을수록 유리하였으며, spinner flask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추가로 in situ

와 유사한 물리적 환경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관절 내 환경과 과두의 움직임을 동시에 재현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상촬영기술의 발달은 computed tomography(CT)와 MRI 촬영기술의

발달을 통해 특정 환자의 관절원반 형태를 수술 전에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지지체 설계과 적층법을 이용한 복잡한 형태의

지지체 생성은 배양된 세포와 지지체가 환자에게 식립 된 직후부터 관절

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이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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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mporomandibular joint(TMJ) disc is a fibrocartilage located between

the bony structure of the mandible and temporal bone. Damages and

morphological changes of the joint disc occurs in the progression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TMD). Regeneration of the joint disc with

tissue-engineer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covering the physiological

environment of the TMJ. With knowledge of the extracellular matrix(ECM)

that constitutes the joint disc, it can show the direction of tissue engineering

approaches should take. ECM of the joint disc is composed of collagen,

elastin, GAG, progeoglycan etc. Distribution and content of the ECM are to

determin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joint disc. For the

tissue-engineering articular disc, we should understand cell source, growth

factor, scaffold, cell seeding and physical environment. Self articular disc

cells, chondrocyte of mandible, stem cells were used as a cell source in

experiments, which have a variety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growth factors, TGF-β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synthesis of

ECM. However, the effect of growth factors seem to be condtrad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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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case of three-dimensional culture and two-dimensional culture,

and the conjunction with other growth factors. Biodegradablity and

biocompatibility are important in scaffold. An appropriate balance of disc

regeneration speed and rate of scaffold degradation is also important.

Currently, many synthetic material have been used as the material of the

scaffold. Method for seeding the cells into the scaffold and making suitable

physical environment in culture have also been studies. It is confirmed that

higher cell density produce higher cellular activity. By using

tissue-engineering methods to the implanted cells and scaffold the results

were shown to induce normal function.

Research for the regeneration of the TMJ disc is only still in its infancy.

Informations about the differentiation from stem cells into joint disc cells are

limited, further work for the differentiation of stem cells in the future is

necessary. Besides, in order to demonstrate growth factor’s effectiveness,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experiments in the same manner as physiological

environment of the TMJ. However, many studies are in progress in various

aspects, and repeated results of effectiveness of some factors are

encouraging.

keywords : Temporomandibular joint disc, tissue-engineering,

cell source, growth factor, scaf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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