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GF-ß와 Fibrin Glue를 이용한 회전근개 손상의 빠른 재생
-가토 Achilles 건 모델을 이용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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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건( t e n d o n )에는 손상 시 조직의 재생에 이용할 수 있는 세포 수가 부족하고 혈액 공급이 빈약하여, 다른 연부

조직에 비하여 치유 과정의 속도가 느리다. 건이골에 부착하는 부위의 손상은 건 외에도 골 조직의 손상이 동반

되어, 건 자체의 손상과는 다른 치유 양상을 보여 치료 기간이 더욱 오래 걸리게 된다. 또한 건이 골에 부착하는

부위는 조직의 형태가 생물학적으로 가장 복잡한 부위로서 건에서 골의 방향으로 건, 비석회화 섬유 연골, 석회

화 섬유 연골, 골의 순서로 조직의 형태가 바뀌어, 점차적인응력 변화의 회복도 건-골 결합부 손상의 재생에 매

우 중요하다.

근위부 상완골 대결절의 회전근개 부착 부위는 건-골 결합부 손상이 호발하는 부위이며, 이러한 건-골 결합

부 손상을 치료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조직의 치유 및 재생이 진행되는 초기에 건-골 결합부의 결합력이 약한

것과 치유과정의 속도가 늦는점 등이다. 이로 인하여 건-골 결합부 손상 시 장기간의 관절 고정이 필요하게 되

고 능동적 관절 운동의 시작을 지연시켜, 일상 생활과 스포츠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시기를 늦추게 한다. 그래

서 건-골 결합부 손상의 초기 고정력을 강화시키고 빠른 재생을 유도하기위하여, 피질골을 제거하여 해면골을

노출시키는방법외에 여러방법들이 시도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가토 아킬레스 건 모델을 이용하여 건-골 결합부 손상을 만들고 봉합술 후 건-골 접촉 부위에

T G F -ß3를 포함한 fibrin glue를 주입하여, TGF-ß3와 fibrin glue가 건-골 결합부 손상의 재생과 생역학

적 강도의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몸무게가 3.5 kg내외이고 건강한 수컷 가토 3 9마리를 대상으로 하여, 대조군은 아킬레스 건을 종골 부착 부

위에서 완전히 떼어낸 후 Ethibond 0번 봉합사를 이용하여 아킬레스 건을 종골에 다시 부착시켰고, 실험군은

아킬레스 건을 종골에 부착시킨 후 아킬레스 건과 종골 사이에 T G F -ß3를 함유한 fibrin glue를 주입하였다.

T G F -ß3의 용량은 아킬레스 건에서 건 세포를 분리 및 배양하여 100 ng/ml로 결정하였다. 수술 후 2주, 4주

8주에 표본을 채취하여 육안적 검사, 조직학적 검사 및 생역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T G F -ß3를 함유한 f i b r i n

g l u e가 건-골 결합부 조직의 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 관찰하였다.

결 과

육안 소견상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조직학적 검사상 수술 후 4주에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모두 신생섬유 조직이 미흡하지만 방향성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실험군에서좀 더 방향

성이 잘 관찰되었다. 수술 후 8주의 조직 소견상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모두 봉합 부위가 신생 섬유 조직에 의하

여 채워져 있었고, 섬유 조직은 방향성 및 연속성을 보였으며, 섬유 연골의 형성이 관찰되었다. 섬유 연골은 대

조군보다는 실험군에서 더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실험군에서 섬유 연골과 건 부착 부위의 골의 재형성이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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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정상군의 최대 인장 강도는 25.4 MPa, 최대변형율은 2 5 %이었고, 대조군에서는최대 인장강도가 2, 4, 8주

에 각각 2.2 MPa, 3.4 MPa, 4.6 MPa였으며, 최대변형율은 37.7%, 40.7%, 37.7%였다. 실험군에서는2, 4,

8주에 최대 인장 강도는 각각 2.9 MPa, 4.5 MPa, 10.1 MPa로점차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지만, 실험군의 8주

표본의 최대인장강도도 정상군의 40% 정도로 밖에 회복되지 않는 소견을 보였다. 4주 및 8주에실험군의 최대

인장 강도는 대조군에 비하여 의미 있게 증가하였고(p<0.05), 실험군의 8주의 최대 인장강도도 4주에 비해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p<0.05). 실험군의최대변형율은 2, 4, 8주에각각 31.7%, 51.9%, 39.8%였다. Young’s

m o d u l u s는 2, 4, 8주에 대조군에서는 각각 13.8 MPa, 14 MPa, 38.3 MPa였고, 실험군에서는12.8 MPa, 12

MPa, 45.7 MPa였다.

결 론

본 연구 결과 가토 Achilles 건의 회전근개 손상 모델에 T G F -ß3와 fibrin glue를 사용하여 조직의 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었고 생역학적 강도의 회복도 우수하여, 향후 이러한 성장 인자가 건-골 결합부 손상의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건-골 이행부의 손상은 조직학적인 재형성의 속도가 늦고 생역

학적인 힘도 아주 천천히 회복되기 때문에, 생리적 수준을 넘는 강도의 운동은 일정 기간 동안반드시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유연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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