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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힘줄 손상은 회복까지 긴 시간이 필요 하며 회복이 된 뒤에도 

정상적 힘줄에 비해 강도나 탄력이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종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가 백서의 힘줄 손상 모델에서 힘

줄의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총 32마리의 백서를 실험에 사용 하였다.  백서의 양쪽 다리

는 아킬레스 힘줄을 완전히 절단한 후 봉합하였고, 봉합한 힘줄에서 

무작위로 한쪽의 다리는 실험측, 같은 개체에서 반대편은 대조측

(control limb)으로 정하고 실험측(experimental limb)은 피브린 글루와 

동종 지방 유래 줄기세포를, 대조군은 피브린 글루와 줄기세포 배양

배지를 혼합하여 봉합부위에 주입하였다. 표본들은 수술 후 1주에 

군당 각각 조직학적 검사 및 면역조직화학적 검사를 위해5개, 투입

된 세포에 대한 면역형광 확인을 위해 2개 채취하였고 3주차는 군

당 조직학적 검사 및 면역조직화학적 검사를 위해5개, 생역학적 검

사 5개, 투입된 세포에 대한 면역형광 확인을 위해2개씩채취하여 검

사를 진행하였다. 

결과: 파열율은 1주차에 실험측에서 20%, 대조측에서 35%로 대조측

에서 두배 더 높았다. 조직학적 평가인 movin scale에서 실험측이 유

의하게 낮았고(p=0.008) 생역학적 강도와 I형과 III형 콜라겐의 면역

조직화학적 염색의 광학밀도와 등급이 모두 1주차에 실험측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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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높았다(P<0.05). 수술 후 3주차에는 생역학적 검사와 면역조

직학적 검사 및 조직학적 검사에서 실험측과 대조측에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p>0.05). 

결론: 백서의 힘줄 손상 모델에서 동종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를 이용한 치료는 손상후 1주차에 조직학적 변화, 콜라겐의 합성과 

생역학적 인장 강도 등에서 힘줄의 재생을 촉진하지만 손상후 3주

차에는 힘줄의 회복에 대조측과 차이가 없었다. 이는 중간엽 줄기세

포를 이용한 치료가 손상초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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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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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어: 동종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아킬레스 힘줄, 힘줄 손상, 

I형 콜라겐, 면역조직학적 검사 

학  번: 2012-2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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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힘줄 손상은 매우 흔한 근골격계 질환으로서 손상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역학적, 퇴행성, 허혈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1). 주로 30-5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스포츠 등 역동적인 

행동 중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2, 3). 힘줄, 인대 등의 

연부조직 손상은 짧은 기간내에는 비정상적인 관절운동과 생역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질환과 관절염을 

초래할 수 있다(4). 

힘줄 재생에서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기전은 반흔조직에 의한 

재생인데 이는 힘줄의 기능을 저하하고 재손상의 위험성을 

높인다(5). 또한 힘줄은 다른 조직에 비해혈류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고,대사율이 낮음으로 인해 회복이 굉장히 느리고 또한 재생 

후에도 정상적인 힘줄과 비교시 인장 강도에서 떨어지거나 활동 

범위에 영향을 받게 된다(6). 

힘줄 손상의 기본적인 치료방법은 물리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보조기, 석고붕대 등 보존적 치료 방법과 수술적 치료방법이 있다(1, 

7-9). 보조기나 석고붕대를 이용한 보존적 치료방법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유착 혹은 감염 등의 위험성은 없지만 회복에 긴 

시간이 필요하고 회복 후 활동범위나 기능에서 현저하게 저하되며 

근육 위축이 올 수 있는 등의 단점이 있다(4, 10). 스테로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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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보존적인 치료 방법인데 단시간내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예후가 좋지 않다(11). 반면에 

수술적 치료방법은 재손상 확률이 낮고 치료 후 활동 범위가 더 

크고 회복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필요한 장점이 있지만(7)수술 

후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4, 10, 12)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 

힘줄의 재생에 관여하는 성장인자(13, 14)나 농축혈소판(15, 16)을 

직접 손상부위에 주사하는 치료방법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힘줄 손상 초기에 힘줄의 재생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고된 적이 

있다.  

그중에 연구가 널리 진행되고 있는 한가지 치료방법은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방법이다. 중간엽 줄기세포를 힘줄 손상에 적용한 

동물실험은 이미 많이 진행 되었는데(7, 8, 10, 17, 18) 주로 골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많이 이용 하였는데 힘줄 재생을 촉진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골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는 골수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의 번거로움과 공여 부위에 조직 손상이 발생하고 노화에 따라 

골수 세포가 감소하는 등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비해 지방 조직은 

대량으로 존재하여 쉽게 얻을 수 있고 장점이 있다(19, 20).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가 골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연골, 뼈, 힘줄 등 여러가지 조직으로 분화될 수 있음은 이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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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21-23), 실제 동물의 힘줄 손상 모델연구에 많이 사용된 

경우는 한 연구자 그룹에서 나온 2개의 보고만 있을뿐이다. 또한 

6마리라는 적은 개체수로 인해 통계적 검정력이 높지 못하고, 평가 

방법의 변화에 따른 실험적 비뚤림, 출판 비뚤림의 영향으로 인하여 

크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동물실험에서 가장 

보편적 모델인 백서에서는 동종 지방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로 힘줄 

손상에 적용한 연구는 문헌고찰상 아직까지 보고 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방 줄기세포가 힘줄 재생에 관여하는 분자유전학적 

기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토끼보다 백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는 백서의 유전체, 단백질 등 대사경로에 대한 문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종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가 힘줄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백서의 아킬레스 

힘줄 손상모델을 만들어 동종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적용하고 힘줄의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킬레스 힘줄을 실험측과 대조측으로 나누어 실험측에 동종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적용함으로서 백서의 아킬레스 힘줄 

손상을 촉진하여 생역학적 강도, I형과 III형 콜라겐의 합성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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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모든 실험은 서울대병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SNUH-IACUC)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였고 SNUH-IACUC의 동물실험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실험 동물은 9-10주령, 몸무게가 300-400g인 수컷 백서(Wistar rat, 

Orient bio, Inc.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모든 백서는 환경 적응을 

위하여 동물 사육실에서 실험기간 동안 섭씨 22도의 항온, 항습, 

12시간 채광, 12시간 차광의 조건에서 식수와 사료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총 32마리의 백서가 분석에 사용 되었고 수술 후 1주차에 

12마리의 백서를 조직학적 검사 5개, 면역형광학적 검사 2개 

진행하였다. 수술 후 3주차는 조직학적 검사 5개, 생역학적 검사 

5개, 면역형광학적 검사 2개 12마리를 대상으로 결과 변수를 

측정하였다. 

 

2. 동종 지방 유래 줄기세포의 준비 

8주령의 수컷 백서(Wistar rat)를 1주간 사육실에 대한 적응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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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줄기세포를 채취하였다. 먼저 백서의 피하지방을 분리한 

후0.1 mm 이하의 크기가 되도록 멸균된 수술용 가위를 이용하여 

잘게 자르고 0.5% collagease용액을 첨가한 후 80분동안 처리하고 

원심분리한 후 상층의 지방층과 collagenase용액층을 제거하였다. 

침전물(pellet)을 배양배지로 현탁하여 T-flask에 plating한 후 

이산화탄소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고 배지는 3일에 한번씩 

교환하였다. 배지는Low glucode DMEM(Hyclone)에 10% FBS, 1% 

antibiotics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p3~p4까지 계대배양을 진행한 후 

중간엽 줄기세포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3. 힘줄손상 모델 수술과정 

모든 백서들은 체중을 측정한 후 챔버에 넣고 5%isoflurane을 

통과시켜 호흡마취를 시키고2% isoflurane을 마스크로 통과시켜 

마취를 유지해주었다. 이 후 백서의 양쪽 다리를 충분히 삭모한 후 

수술대에 엎드려눕히고(prone position) 발목관절이 180도(equinus 

position)되게고정하였다.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모든 수술과정은 

무균조작으로 진행하였다.  

힘줄손상 모델 수술은 한 사람의 연구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진행하였고 자세한 순서는 아래와 같다. 먼저 아킬레스 힘줄표면의 

피부를 11호 blade를 이용하여 세로로 절개하는데 절개범위는 

종골로부터 시작하여 위로 2cm 지점까지진행하였다. 피부절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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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스 힘줄의 존재를 확인하고 아킬레스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주위조직(paratenon)을 절개한 후 아킬레스 힘줄을 주위의 

조직들과 분리하였다. 분리된 아킬레스 힘줄을 종골로부터 7mm되는 

지점에서11호 blade를 사용하여 가로로 완전히 절단하고 (Figure 

1A),Prolene 4-0 봉합사를 사용하여 locking loop suture(24, 25)방법으로 

봉합을 진행하였다 (Figure 1B). 

봉합후 미리 왼쪽 다리를 기준으로 excel의 랜덤함수를 사용하여 

0~0.50은 대조측, 0.50~1은 실험측으로 오른쪽 다리는 반대측에 

배치하였다. 결과에 따라 봉합한 절단부위 주위에 Duploject system을 

이용하여 실험측은 피브린 글루와 지방 유래 줄기세포를 혼합하여 

봉합부위 주위에 주입하고 대조측은 동량으로 피브린 글루와 

줄기세포 배양배지용액(media)을 주입하였다 (Figure 1C). 

세포를 주입하기 위해 fibrin sealant와 함께 Duploject system을 

사용하는데 이는 총 두개의 주사기와 하나의 Y자 튜브로 

이루어졌다. A주사기에는 피브린노겐 용액 1ml을 준비하고 

B주사기에는 추출한 동종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3ⅹ10
6
 

cells/100μL가 될수 있게 트롬빈과 혼합하여 1ml 준비하였다. 두 

주사기를 Y자 튜브에 고정을 하고 주입할 때 Y자 튜브를 이용하여 

두 주사기를 동시에 주입하게 되는데 두가지 액체가 혼합 되면서 

피브린 글루가 만들어지게 된다. 대조측의 경우 stem cell 대신 

줄기세포 배지용액을 동량으로 혼합하여 B주사기를 준비한다. 

피브린 글루가 일정하게 마른 후 스킨을 봉합하고 발목관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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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굽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릎 위까지 석고와 thermoplastic 

material로 1주 동안 고정을 해주었다(Figure 1D). 백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갉아먹는 습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추를 뿌려주었다(26). 

석고는 매일 확인을 하고 보강을 하거나 다시 고정을 해주었다. 

수술 직전과 수술후 2일간 항생제 cefazolin을 20mg/kg, 진통 작용을 

위하여 meloxicam을 1mg/kg로 피하주입 하였다. 

 

Figure 1.A: The Achilles tendon was totally incised 7mm above calcaneus bone. B: 

The Achilles tendon was sutured with locking loop suture. C: After inject fibrin 

sealant. D: Both legs were immobilized in long leg cast with Thermoplastic material.  

 

4. 표본의 채취 

수술 후 1주, 3주에 백서를 CO2가스를 이용하여 희생시키고 

힘줄을 종골로부터 근건이행부(musculotendinous junction)까지 전체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힘줄은 먼저 파열이 되었는지를 관찰하고 

파열되지 않은 경우 상처의 회복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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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 이미지 분석으로 Image J (NIH)를 통해 힘줄표면의 

발적(redness)율을 구하였다. 전체 힘줄의 면적(A)에 대한 redness가 

존재하는 부위의 면적(B)의 비(%) 즉 힘줄표면의 발적율을 

구한다(Figure 2). 다음 봉합사를 최대한 힘줄에 손상이 가지 않게 

주의하여 제거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Figure 2.Calculation of the area with redness at healed tendon.(A;area of the whole 

Achilles tendon, B; area of wound with redness) 

  

5. 조직학적 검사 

힘줄 재생에서 힘줄구조의 변화를 조직학적 검사로 평가하였다 

조직학적 채취한 아킬레스건을 4%의 포르말린(Samchun Chemical, 

Korea) 에 24시간이상 고정하였다. 파라핀에 포매한 힘줄을 4μm의 

두께로 절제하여 조직 표본을 만들었다. 조직표본은 Hematoxylin-

Eosin 염색을 진행하고 광학현미경(Olympus America, Melvill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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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k)으로 힘줄 손상부위를 관찰하였다. 이 후 LAS(Leica application 

suite)를 이용하여 100배의 배율로 손상부위를 찾고 200배의 

배율에서 무작위로 5개의 이미지를 얻었다. 이미지는 반정량화 

방법인 movin scale로 평가를 진행하였다(27, 28). 콜라겐 섬유의 구조, 

배열, 섬유아세포의 모양, 세포의 분포, 신생 혈관의 개수, 섬유 

염색의 강도, 유리질화 등 총 7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각 항목 별로 변화의 정도에 따라 각각 없음, 약함, 중간, 강함 등 

4개 등급으로 나누어 0-3점으로 점수를 주고 점수의 합계를 구했다. 

정상 힘줄은 0점, 가장 손상이 심한 힘줄은 21점이 된다(Figure 3). 

 

Figure 3.Coronal section of (A) an Achilles tendon from a rat of ASC group after 

incision 3weeks showing very highly organized andlightly stained collagen fibers 

arranged inparallel, and (B) an Achilles tendon from a rat of control group after 

incision 1week showing more disorganized,heavily stained collagenfibers. 

6. 면역조직화학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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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줄의 콜라겐 구조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I형과 III형 

콜라겐에 대하여 면역조직화학적 검사를 진행하였다. 각 그룹 당 

시기 별로 5개의 힘줄은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서 I형 콜라겐과 

III 형 콜라겐을 염색하였다. 먼저 EZ prep를 이용하여 탈 파라핀 

과정을 진행하고 cell conditioner 1을 이용하여 항원을 노출하였다. 

내인성 Peroxidase를 제거하기 위하여 Chromomap kit(Ventana Medical 

Systems, Inc., Tucson, AZ)를 이용하여 H2O2처리를 거친 후 Reaction 

buffer로 씻은 후 실온에서 1h동안 1차 항체처리를 진행하였다. 1차 

항체는 I형 콜라겐(ab84956, abcam, USA)를 1:500의 농도로 사용 

하였고 III형 콜라겐(ab23746, abcam, USA)를 1:300의 농도로 염색 

하였다. 다음 UltraMap anti-Rb HRP(RUO)(Ventana Medical Systems, Inc., 

Tucson, AZ)을 사용하여 2차 항체 처리를 진행하고 ChromoMap kit를 

사용하여 발색을 하고 Hematoxylin (VENTANA C08537)에 8분간 

담구어 대조 염색을 진행하고 Bluing reagent(0.1M Li2CO3, 0.5M 

Na2CO3 / VENTANA C09534)에 4분간 처리하여 청색화를 하였다. 

염색된 슬라이드는 광학 현미경Olympus America, Melville, New 

York)으로 검사를 하고 200배의 배율에서 LAS를 이용하여 같은 

조건 하에 이미지를 얻고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정량화하였다. 첫째, 실험 그룹을 모르는 한 명의 관찰자가 

육안으로 관찰하여 염색된 강도에 따라 없음, 옅음, 중간과 

강함(0~3)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29) 둘째,Image pro plus (version 6.0, 

Media Cybernetics, SilverSpring, MD)을 이용하여 optical density를 

측정하였는데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미지 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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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선택하여 광학 밀도를 설정하는데 이때 이미지에 따라 

제일 어두운 부분과 제일 밝은 부분을 각각 0과 240으로 

설정하였다. 측정할 값은 IOD(integrated optical density, 염색된 부분의 

면적과 광학밀도 곱)로 선택하고Gray scale 이미지에서 선택된 

부분의 값을 측정하였다. 광학 밀도(mean optical density)의 

값은IOD를 전체면적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30) 

 

7. 면역 형광학적 세포 확인 

수술 후 주입한 줄기세포가 손상부위에 남아있는지를 보고자 

면역 형광학적으로 세포를 확인하였다. 수술 하루 전에 지방 유래 

줄기세포에 녹색형광단백질(GFP)를 이용하여 라벨링 하였다. 

4마리의 백서에 GFP로 라벨된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같은 방법으로 

아킬레스 힘줄 봉합부위주변에 주입하였다. 채취한 아킬레스 힘줄을 

4%의 PFA(Noble bio,Korea) 에 24시간 고정하고 액체 질소 위에서 

Tissue-Tek OCT Compound (Sakura Finetek USA, Inc.,Torrance, USA)으로 

frozen block으로 만들고 -80˚C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냉동 보관된 

frozen block을 4μm의 두께로 절제하여 조직표본을 만든 후 세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핵에DAPI를 염색하고 슬라이드 커버를 덮었다. 

슬라이드는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먼저 100배의배율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200배의 배율에서 각각 세포핵과 형광세포의 이미지를 

얻었다. 세포인지를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image pro plus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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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I를 붉은 색으로 염색하고 형광세포 이미지를 결합하여 라벨된 

세포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8. 생역학적 검사 

힘줄 재생에서 생역학적 기능의 회복정도를 평가 하기 위하여 

생역학적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술 후 3주에 

채취된 힘줄을 실험전까지 조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

80˚C에서 냉동 보관하였다가 생역학적 검사를 진행 하는 날 

아침에 실온에서 4시간이상 해동시켰다. 실험은 기기JSV-H1000(JISC, 

Japan)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힘줄의 원위부는 종골을 클램프에 

고정하고 힘줄의 근위부인 근건이행부는 특수제작한 틀에 액체 

질소로 근건이행부와 근육을 얼려서 고정하였다(Figure4). 이 

과정에서 틀 위쪽에 있는 근건이행부에 따뜻한 호일을 감아 주어 

액체 질소에 의한 온도 변화를 줄여주었다. 접촉식 온도계를 

이용하여 액체질소를 붓기 전후의 힘줄의 온도를 측정하여 온도 

차이를 측정하였는데 모든 힘줄에서 전후의 온도 차이는 모두 

2˚C이내였다. 힘줄을 고정한 후 힘줄에 0.1N의 preloading이 걸리게 

하고 이때 클램프와 틀사이의 힘줄의 길이를 초기 길이로 

측정하였다. 최대치가 100N인 load cell를 사용하여 10mm/s의 속도로 

등속으로 끊어질 때까지 당겼다. 이때 끊어질 때의 최대 

인장력(ultimate failure load)을 측정 한다. 인장 강도(stiffnes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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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과정에 얻은 그래프의 기울기의 값으로 한다(Figure 5). 

 

Figure 4.Mechanical test. Calcaneus securelyheld with clamps and the 

musculotendinous junction was frozen with liquid nitrogenin the mold. 

 

Figure 5.Tendon is gradually elongated with tension until rupture Ultimate failure loa

d: the maximum force at rupture, Stiffness: the slope of the graph, it means the elastici

ty of the te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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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계학적 분석 

실험측과 대조측의 결과 변수인 Movin scale의 점수, 면역조직학

적 검사의 광학 밀도와 등급, 생역학적 검사의 최대 인장력과 인장

강도에 대한 평균치를 비교하는데 Mann-Whitney U test에 의한 

비모수적검증으로 진행하였고 통계적인 유의성은 P값 0.05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1.0(SPSS,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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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육안적 평가 

힘줄 채취 시 확인 결과 파열되는 비율은 1주차에 실험측과 대조

측은 각각 20%, 35%로 대조측에서 75% 더 높았으나, 3주차에는 양

측 모두에서 파열된 힘줄이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1) 양측에서 모

두아킬레스 힘줄과 주변 조직과의 유착이 관찰되었으며 힘줄 손상 

부위는 결체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1주차에서 양측 모두치유가 

완성되지 않은 발적(redness)을 포함한 힘줄 조직을 관찰할 수 있는

데 힘줄표면의 발적율은 실험측에서는 37.4±10.4%이고 대조측은 

47.3±14.9%으로 차이는 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3

주차에는 발적율이 실험측과 대조측 각각 1.0±2.5%와 5.6±7.6%로

써 1주차와 비교시 양측 모두 유의하게 회복이 된 것을 확인하였다

(P<0.001). 3주차에는 육안적으로 양측간에 크게 차이가 없었다. 

Table 1.  Rupture rate of Achilles tendon in ASC and control limbs. 

Treated    Control 

1week     4/20(20%)   0/12(0%) 

3week     7/20(35%)   0/12(0%) 

 

2. 생역학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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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측과 대조측의 수술 후 1주차의 최대 인장력은 각각 

6.03±2.25N, 3.21±1.40N으로 실험측에서 더 높은 값을 보였지만 유의

하진 않았고(P=0.095) (Figure6A) 인장 강도는 각각 2.95±1.05N/mm, 

1.25±0.57N/mm으로 실험측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16)(Figure6B). 3주차에 최대 인장력은 57.93±7.79N, 64.89±

16.4N으로 두 그룹간에 비슷하여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며

(P=0.421) 아직 정상 힘줄의 최대 인장력 5.44N에는 미치지 못하였

고 (Figure6A) 양측의 인장 강도는 각각 24.61±8.92N/mm, 

27.72±6.47N/mm으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P=1.000)(Figure6B). 

양측 모두 1주차와 비교시 3주차에 최대 인장력과 인장 강도 모두 

유의하게 높아짐을 확인 되었다. 

 

3. 조직학적 결과 

1주차 실험측은 봉합 부위가 섬유조직들로 채워지며 빈 공간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지만 대조측은 빈 공간이 존재하였다. Movin scale

로평가를 했을 때, 1주차의 실험측과 대조측은 각각 11.7±0.6, 

14.1±0.3으로 실험측에서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P=0.008).수술 후 3

주차에는 실험측은 7.3±1.1, 대조측은 8.9±0.8로 값은 더 낮았지만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6). 수술 후 1주차와 비교할 때 양측 모두 

유의하게 낮아진 것을 볼수 있었다 (P=0.08)(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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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역조직화학적 검사 

IHC로 염색한 I형 콜라겐이 수술 후 1주차 힘줄에서 관찰이 되었

다. (Figure 8)수술 후 3주차에는양측 모두 1주차와 비교시 I형 콜라겐 

섬유들이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실험측에서 대조측보다 더 짙게 염

색 되었고 섬유의 배열은 더 정상 힘줄과 유사하게 규칙적으로 평

행되게 배열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Figure 9). 그러나 이를 OD값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해보면 실험측은 각각 6.6±3.6Ⅹ10
-3

,8.9±3.7

Ⅹ10
-3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p=0.222) 등

급 역시 각각 1.6±0.2, 1.8±0.4으로 모두 유의하진 않았다(p=0.548).

대조측은 OD값은2.3±1.6Ⅹ10
-3

, 6.3±3.8Ⅹ10
-3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

이지 않았지만(P=0.056) 등급에서 각각 1±0.3과 1.6±0.2로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016). 수술 후 1주차와 3주차에 양측

을 비교 할 때 1주차에는 OD(P=0.032)와 시각적 등급(P=0.016)에서 

모두 통계학적 의미가 있었지만 3주차에는 양측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310) (Figure 12). 

III형 콜라겐 염색에서 수술 후 1주차에 채취한 표본은 실험측이 

III형 Collagen이 봉합 부위에 더 많이 생성 되었고 더 짙게 염색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ure 10). 실제로 OD값은 각각 27.8±9.6Ⅹ

10
-3

, 10.8±7.0Ⅹ10
-3로 실험측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게(P=0.032) 

높았고 등급에서는1.5±0.5, 0.9±0.5로 수치적으로 더 높았지만 의미

가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P=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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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3주차에는 1주차와 비교할 때 III형 콜라겐 염색이 옅어

졌다(Figure 12). 3주차의 실험측과 대조측의 OD값은 14.3±8.5Ⅹ10
-3

, 

13.1±4.9Ⅹ10
-3이고 등급은 각각 0.9±0.5, 0.8±0.2으로 1주차에 큰 

폭의 차이가 있던 것과 달리 수치적으로 비슷하고 통계학적으로 의

미가 있지 않았다(OD: P=1.000, 등급: P=0.310)(Figure 13). 1주차와 비

교할 때 양측 모두 값은 낮아졌지만 유 의미하지 않았다(실험측: 

P=0.095, 대조측: OD: P=0.421, 등급:P=0.548) (Figure 13) 

 

5. 면역 형광학적 세포 확인  

1주차와 3주차 모두 라벨링 된 지방 유래 줄기세포들이 재생 부

위에 존재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ure14). 

 

 

 

 



- 19 - 

 

Figure 6. Biomechanical testing results (ultimate load to failure(A) and stiffness(B) 

for tendons, ASC limb Vs control limb). Post op 1week: Ultimate loading to failure: 

6.03±2.25N VS 3.21±1.40N; P=0.095), stiffness: 2.95±1.05N/mm vs1.25±0.57N/mm; 

p=0.016. Post op 3week: Ultimate loading to failure:57.93±7.79N VS 64.89±16.4N; 

P=0.421), stiffness: 24.61±8.92N/mm vs27.72±6.47N/mm; p=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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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Histological assessment using Movin scale. The sum score of ASC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control groupat seven days. The score of both 

groups were significantlylower at twenty-one daysthan at seven days. 

 

Figure 8. Staining for type-I collagen in the ASC group (A,C), the control group 

(B,D), at seven days after incision. A, C: Magnification10X, B,D: Magnification 40X. 

Bar scale = 100 μm. In each group,n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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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Staining for type-I collagen intheASClimb (A,C), the controllimb (B,D), at 

Twenty-one days after incision. A,C: Magnification10X, B,D: Magnification 40X. 

Bar scale = 100 μm. In each group,n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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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0. Staining for type-III collagen in the ASC limb (A,C), the control limb(B,D), 

at seven days after incision. A,C: Magnification10X, B,D: Magnification 40X. Bar 

scale = 100 μm. In each group,n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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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taining for type-III collagen in the ASC limb (A,C), the control limb 

(B,D), at twenty-one days after incision. A,C: Magnification10X, B,D: Magnification 

40X.Bar scale = 100 μm. In each group, 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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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Semiquantitative Analysis of Collagen type I: Optical density (A) and 

grading(B). ASC limb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 group both in optical 

density and grading(P=0.032,P=0.016). 

 

 

Figure 13.Semiquantitative Analysis of Collagen type III: Optical density (A) and 

grading(B). Optical density of ASC limb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control 

group(P=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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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4. Cells labeled with G

FP seen in host rat tendontissu

e at day 21 (20X). B: DAPI C: 

merged image (arrow: GFP 

labeled stem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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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두가지였다. 첫째는 아킬레스 힘줄 손상의 

백서모델을 확립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동종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

세포 투여가 손상된 힘줄의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학적으로 또

한 생역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 결과 24마리의 백서에

서 아킬레스 힘줄 손상을 유도한 후 일정 기간 족관절의 고정을 통

하여 힘줄의 회복을 관찰할 수 있었으므로 첫번째 연구 목적을 달

성하였다고 할수 있다. 또한 동종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투

여한 측에서 수술 후 1주차의 파열율과 힘줄 표면의 발적율은 유의

하게 낮았고, 조직학적 평가와 I형 및 III형 콜라겐의 면역조직화학

적 광학 밀도와 등급, 인장 강도에서 대조측에 비해서 높음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3주차의 면역학적 검사와 생역학적 검사에서의 최대 

인장력과 인장 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힘줄 손상후 적혈구와 염증세포가 손상 부위에 들어가게 되고 혈

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고 혈관의 생성이 많아지며 대량의 염증세포

가 나타나는 염증단계가 시작되고 콜라겐의 합성이 진행된다. (6, 31)

이는 힘줄 손상 후 조직학적으로 세포수의 증가, 콜라겐 섬유의 소

실 및 배열의 변화, 콜라겐 염색 강도의 증가등으로 나타난다(32).본 

연구에서는 조직학적 검사에서 이런 변화에 대해 movin scale로 평가

를 진행하였는데 수술 후 1주차에 실험측이 대조측보다 유의하게 

빨리 회복된것을 알수 있다. 이는 중간엽 줄기 세포의 항염증 효과

가 작용을 한것으로 생각된다. 중간엽 줄기세포는 이미 면역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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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는 능력이 있는것으로 보고되었다(33). Froilán 등(34)은 손상후 

중간엽 줄기세포는 염증과 관련된 IL-6,TNF-α등의 농도를 감소 시

켜줌으로써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조직의 재생을 촉진 함을 보고 하

였다.  

힘줄 손상 회복 정도에서 콜라겐의 구조가 정상 힘줄에 유사하게 

회복 되었는지를 측정하는것도 중요한 평가방법이다. 정상적인 힘줄

의구조에서 90%정도 차지하는 I형 콜라겐은 굵고 인장강도가 높다

(7). I형 콜라겐은 성숙한 형태의 콜라겐으로 재생이 진행되면서 III

형 콜라겐들이 I형 콜라겐으로 대체 되게 된다(6, 35, 36). 본연구에서 

I형과 III형 콜라겐을 수술 후 1주차와 3주차를 비교시 3주차에 III형 

콜라겐이 감소하고 I형 콜라겐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양측을 비교

시 1주차에 I형과 III형 콜라겐이 실험측에서 대조측보다 더 많이 생

성 되었지만 3주차에는 양측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

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가 수술 후 1주차에 손상된 힘줄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 하였다고 생각된다. 

힘줄 재생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척도는 기

능의 회복이다. 이를 평가 할때 힘줄의 인장 강도가 정상 힘줄과 비

슷하게 회복이 되었는지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시행 되었다(37-39). 본 연구에서 진행된 생역학적 검사에

서 수술후 1주차에 실험측에서대조측보다인장 강도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최대 인장력에서실험측이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수치적으로 100% 더 높은 등 더 높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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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수술 후 3주차에는 양측간에 차이가 없

었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줄기세포를 힘줄 손상 회복 촉진효과에 대한 

사전 보고는 수편이 존재한다. Yao 등은 (39) 골수 유래 줄기세포를 

봉합사에 코팅하여 백서의 힘줄 손상 모델에 적용하여 4,7,10,14,28

일에 생역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7일과 10일만 대조측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14일부터 양측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동종 지방 유래 줄기세포가 재생 초기이후의 최종적인 결

과에는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더 빠른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우리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하지만 Chong등(17)은 토끼의 아킬레스 힘줄 손상모델에서 골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적용하여 1, 3, 6, 12주에 조직학적, 면역학적

과 생역학적 검사를 진행 하였는데 모두 3주차까지만 유의한 차이

를 보여 골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가 힘줄의 초기 재생을 촉진한

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Uysal등(40)은 토끼 6마리의 아킬레스 힘줄 

손상모델에 왼쪽은 혈소판 풍부혈장 겔을 주입하고 오른쪽은 자가 

지방 유래 줄기세포를 혈소판 풍부혈장 겔과 혼합하여 주입하여 수

술 후 4주차에 생역학적 강도와 면역조직학적 검사로 평가를 하였

다. 4주차에 인장력과 I형 콜라겐, FGF, VEGF가 모두 대조군과 비교

시 의미 있는 증가를 보여 자가 지방유래 줄기세포가 힘줄의 초기 

재생을 촉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수술 후 3주차

에 생역학적 검사와 I형 콜라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결과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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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지 않다. 이는 토끼와 백서의 차이로 보여지는데 백서가 수술 

후 3주차에는 생역학적 검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정상 힘줄의 

최대 인장력인 85.44N의 70-80%까지 회복 되었고 백서의 힘줄이 토

끼보다 작으므로 수술 후 3주차가 되면 재생이 이미 대부분 이루어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또한 실험에서 개체수의 부족으로 인한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라벨 된 줄기세포들을 수술 후 1주와 3주차에 모

두 재생 부위에서 확인을 하였는데 이는 세포들이 최소한 3주까지

는 계속 힘줄속에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형광 마커들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강도가 감소되고 또한 세포가 분화되면 소실되게 

된다. (39)시간이 지나면서 라벨 된 세포가 감소 하는 것이 세포들이 

분화가 되어 신호가 없어진 것 일수도 있고 신호 강도가 감소 되면

서 없어지는 것 일수도 있기에 세포가 힘줄 재생에서의 유무만 확

인을 하고 작용기전을 알 수가 없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험에 사용 된 백서의 n

수가 적음으로 인해 실험 결과에서 통계학적으로 비뚤림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더 많은 n수로 진행 된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실험에서 사용한 힘줄 손상 모델은 임상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손상 형태와 많이 다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

는 보다 임상에 근접하는 부분적 손상모델 등 다른 힘줄 손상 모델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콜라겐의 분석에서 면역학적 검사를 

사용하고 이를 정량화 하였다. 면역학적 검사는 간편하고 육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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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하기 위하여 많이 쓰이지만 정교한 수치적인 정량화에는 한계

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으로 정량화 할 수 있는 RT-

PCR이나 western blot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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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백서의 힘줄 손상 모델에서 동종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손상후 1주차에 조직학적 변화, 콜라겐의 합성과 생

역학적 인장 강도 등에서 힘줄의 재생을 촉진하지만 손상후 3주차

에는 힘줄의 회복에 대조측과 차이가 없었다. 이는 중간엽 줄기세포

를 이용한 치료가 손상초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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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Adipose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ASCs) possess 

multipotentiality and have shown the. We hypothesized that ASCs were able 

to improve the tendon repair of tendonhealing in rat tendinopathy model. 

Methods: 24 Wistar rats were used for the experiments. The rats were under

went surgery and were divided into 2 groups, as follows: Group 1: Co

ntrol limb(only fibrin glue injected)(n= 14),G2:ASCs limb(ASCs+fibrin gl

ue injected )(n= 14)at the site of repair after suture. 5 successful biome

chanical tests, 5for IHC staining and 2 for cell detection were obtained pe

r group at each time point. 

Results: Cell tracing showed that GFP labeled ASCs were found at both 1 and 

3 weeks. The ASC limbs demonstrated stronger staining for collagen type I 

and III at seven days afterincision(p<0.05),the score of movin scaleand 

stiffness are also better in ASCs at post op 1week. buttherewas no difference 

between two limbs in neither mechanical test nor IHC at twenty-one days. 

Only the intensity of collagen fiber is significantly higher in control group. 

Conclusions: The cell therapy with Allogenic adipos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can improve tendon mechanical ability and collagen synthesis at 

1week after injury, but at 3 week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wo limbs. 

It suggested that Allogenic adipos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can 

enhance primary tendon healing after tendo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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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Adipose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Achilles tendon, te

ndinopathy, collagen type I, Immunohistochemistry 

Student Number: 2012-22669 


	서론
	연구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
	References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