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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changes in mandibular condyle after unilateral mandibular dis-

traction osteogenesis throughout histological changes and expression of matrix metalloproteinase-2 (MMP-

2) and tissue inhibitor of matrix metalloproteinase-2 (TIMP-2).  

Materials & Methods : Intraoral distractors were placed via submandibular incision in 8 dogs. Two

unoperated animals served as controls. Distraction was performed five days after osteotomy as a rate of 0.5

mm twice per day for 10 days. Two animals were sacrificed on 7, 14, 28, and 56 days after completion of

distraction, respectively. Ipsilateral condyles were harvested and processed for histological and immunohis-

tochemical examinations.  

Results : The condyle cartilage is separated into four layers: fibrous layer, proliferative layer, hyper-

trophic layer, and calcified layer. At 7 days and 14 days after distraction, the condylar cartilage showed the

decreased thickness of the articular cartilage and reduced cellularity. At 28 days after distraction, there

was an increase in cellularity of fibrous, proliferative, and hypertrophic layer. However, it demonstrated

reduced cellularity compared to the control. At 56 days of after distraction, the articular cartilage was an

almost normal histologic structure. Positive Safranin-O staining, indicative of sulfated proteoglycans, was

examined in the condylar cartilge of nonloaded control. At 7 days and 14 days after distraction, the sulfat-

ed proteoglycans is almost completely depleted from the noncalcified part of the condylar cartilage. At 28

days after distraction, there was an increase in Safranin-O staining intensity. However, the staining inten-

sity of the experimental condyle was weaker than that of the control. At 56 days of after distraction, the

condylar cartilage showed almost normal Safranin-O staining pattern. In control condyle, MMP-2

immunostaining was seen in fibrous, proliferative, and hypertrophic layer of condylar cartilage, however, it

demonstrated lack of staining in fibrous and proliferative layer. At 7 days and 14 days after distraction,

strong MMP-2 immunoreactivity was seen in the fibrous, proliferative and hypertrophic layer of the condy-

lar cartilage. At 28 days after distraction, MMP-2 immunostaining was seen in the fibrous and hy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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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골신장술은 골절단술 후, 점진적인 골조직의 늘림을 통하

여 계속적으로 커가는 간격이 새로운 살아있는 골로 채워지

는 것으로 긴장-응력 (tension-stress) 법칙에 의한 기계적

신호전달 (mechanotransduction)이 골조직에 한 증식

성, 생합성세포기능을 발현하는 현상이다1-3). 이미 한세기

전부터 골신장술에 한 보고가 존재하 으나 1950년 이

후 러시아 외과의사인 Ilizarov4)에 의한 사지 장골의 연골

성 골신장술을 통하여 기술적으로 진보된 방법이 제시되었

으며 이후 1973년 Snyder 등5)에 의하여 개의 하악골을 이

용한 막내골에 한 적용으로, 골신장술은 하악골의 기형을

포함한 악안면 역의 기형을 교정하는데 널리 시행되고 있

다. 골절단, 잠재기, 신연기 그리고 경화기의 4단계를 거치

면서 긴장-응력 효과에 의하여 나타나는 잠재에너지를 통하

여 골조직 뿐 아니라 이와 동반하여 피부, 근막, 근육, 인 ,

혈관 및 말초신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에서도 활발한

조직형성이 일어나며, 연조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적응효

과로 더 큰 골격의 이동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골신장술의

악안면 역에 한 적용과 관련하여 신생되는 골조직 및 인

접한 신생혈관신경계등과 연관된 생물학적, 생체학적 원리

등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응용되어 오고 있으나, 하악골의

악관절을 포함한 원거리 구조물과 관련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생물학적으로 악관절은 신체의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

인 윤활관절로 관절연골, 윤활막, 그리고 윤활액등이 존재

하며, 관절면의 연골세포에 한 양공급은 윤활액으로부

터의 분자 확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슬관절이

나 고관절보다 얇은 연골층을 가지고 있는 하악과두연골은

연골세포와 aggrecan이라 불리우는 proteoglycans 복합체

와 제1형, 2형, 9형, 10형, 그리고 11형 콜라겐 섬유 및 비

콜라겐 단백질등의 세포외기질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학적으로는 명확하게 네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

방의 연골하 골과 구분된다. 먼저 최상층은 섬유층으로 관

절면에 평행하게 배열하며 치 하게 구성된 콜라겐 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하방의 두 층은 연골세포가 일정한 형태로

집되어 있는 연골층으로, 상방의 증식층과 하방의 비후층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골과 연접한 네번째 층은 석회화 연

골층으로 하방의 연골하 골과 구분된다6-8). 

정상적인 연골 사는 다양한 세포외 기질 구성성분들에서

의 합성과 분해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나, 이러한 항상성 균

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기계적 부하 등이 가해졌을 경우

연골세포는 그들의 사활성을 조절하여 관절연골이 신체

의 변화된 기계적 신호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구

성요소를 변화시킬 수 있으나, 생리적 적응능력을 초과한다

면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여 임상적으로 분명한 장애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골신장술에서도 악관절에 향을 미칠 수 있

다고 보여지며 골절단으로 분리된 하악골에 전달되는 기계

적인 긴장-응력이 관절의 위치, 생리 및 관절연골의 형태학

적, 조직학적 요소에 적지 않은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골과 기계적인 부하 등에 관한 일부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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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phic layer of condylar cartilage, however, their immunoactivity was reduced. At 56 days after distrac-

tion, MMP-2 immunoreactivity showed almost normal immunostaining pattern. In control condyle, TIMP-2

immunostaining was primarily seen in fibrous and hypertrophic layer of condylar cartilage, however, it

demonstrated lack of staining in proliferative layer. At 7 days after distraction, very weak TIMP-2

immunoreactivity appeared in fibrous, proliferative and hypertrophic layer of the condylar cartilage. At 14

days after distraction, weak TIMP-2 immunoreactivity was seen in the fibrous, proliferative and hyper-

trophic layer of the condylar cartilage. At 28 days after distraction, TIMP-2 immunoreactivity was

increased in the fibrous and hypertrophic layer of condylar cartilage. At 56 days after completion of distrac-

tion, TIMP-2 immunoreactivity showed almost normal immunostaining pattern. 

Conclusions : The results show that short-term outcome of physiologic distraction osteogenesis may

lead to degenerative changes in the condylar cartilage. These alterations in the condylar cartilage may be

considered as a pressure-related degeneration of the cartilage tissue. However, the long-term results sug-

gest that the condylar cartilage display repair activity after mandibular distraction osteogenesis. 

Key words: Condyle, Distraction osteogenesis, Matrix metalloproteinase-2, Tissue inhibitor of matrix
metalloproteinase-2 



는 주요 압력부위에 관절연골의 직경감소를 보고한 연구가

있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연골의 두께가 증가됨이 보고되

는 등, 관절연골에 한 기계적 부하나 압력 등에 관한 장기

적인 결과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9-13).

기질금속단백분해효소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는 단백분해효소중 세포외기질의 분해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아연 2가 이온의 금속단백분해효소류에 속하

며 막형-기질금속단백분해효소 (membrane-type metal-

loproteinase, MT-MMP)와 stromelysin-3을 제외한 모

든 기질금속단백분해효소는 다양한 세포들에서 잠재형으로

합성되어 전효소 (proenzyme) 형태로 분비되고, 일단 활

성화되면 광범위한 범위의 기질 파괴성을 나타낸다6,14,15). 이

러한 MMP는 상처치유, 혈관신생과 같은 생리적 과정 뿐

아니라 종양 침습, 관절 파괴 등과 같은 병적인 과정에서 결

합조직의 재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이성 생쥐 종양

모델을 통하여 기저막 콜라겐 분해효소로 처음에 언급되었

으며, 72-kDa의 젤라틴분해효소 A (gelatinase A)로도 불

리우는 MMP-2는 MMPs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된

효소로 MMP-9와 더불어 여러형의 콜라겐, aggrecan, 그

리고 섬유결합소 (fibronectin)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기

질 파괴성을 나타낸다. 연골의 분해 혹은 재형성과정에서

이러한 MMPs의 활성은 주로 MMPs의 조직저해인자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 TIMP)와의 복합

체 형성을 통한 균형으로 조절되는데 TIMP가 불충분시 세

포외기질 분해가 나타나게 된다. 골관절염을 나타내는 관절

연골조직에서는 TIMP-1, TIMP-2 및 TIMP-3의 발현이

증가하나 연골세포에 의해 생성된 MMP의 수준을 저해하

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14,16-19). 

현재까지 골관절염이나 악관절 내장증 등과 관련하여

MMP-2의 역할이 일부 보고되고 있으나 생리학적인 하악

골 골신장술과 관련하여 과두연골에서 MMP-2와 이의 길

항제로 알려진 TIMP-2에 관한 상호관련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견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시행

되는 생리학적인 하악골 골신장술에서 치유 시기별로 압력-

관련 부하에 따른 관절연골의 구조적 형태변화를 연구하

고, MMP-2 및 TIMP-2를 이용하여 관절연골의 생물학적

활성변화를 연구하 다. 

Ⅱ.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연구에 사용한 동물은 체중 10 kg 내외의 성견 10마리

으며 이중 8마리의 실험군을 통하여 골신장술과 관련된 이

환측에서 시기별로 8개의 과두 조직 표본을 제작하 으며

골신장술을 시행하지 않은 2마리의 조군에서 2개의 과두

조직 표본을 제작하 다. 실험군은 동일한 수술을 하고 그

이후 시기별로 정해진 실험처치를 똑같이 시행하 다.

2. 연구방법

1) 수술방법

체중 1kg당 염산케타민 (Ketalar�, 유한양행, 한국)

10mg과 2% 럼푼 (Rompun�, 한국 바이엘, 한국) 2mg을

근육주사하여 전신마취한 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술부위

를 소독하고 에피네프린이 1:100,000의 비율로 섞인 2%

리도카인 (광명제약, 한국)으로 국소마취 하 다. 하악골

우측 하연에 피부절개를 하고 층별박리하여 골막을 노출시

킨 뒤, 최소한의 협, 설측 골막절개로 하악골 골체부를 노출

시켰다. 골신장장치 (intraoral distractor, Stryker

Leibinger�, Freiburg, Germany)를 위치시켜 제3소구치

와 제4소 구치사이 혹은 제4소구치와 제1 구치사이에서

하악 교합면에 수직으로 협, 설측 피질골 일부를 절단한

다음, 절단선 양쪽에 각각 2개씩의 골신장장치 나사를 서로

평행하게 삽입하고 골신장장치를 결합시킨 후, 피질골 절단

을 완전히 하 다. 하치조 신경과 혈관이 손상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양쪽 골편들을 완전히 분리되게 한 후, 골신장

장치를 결합하 다 (Fig. 1). 협, 설측의 층별봉합을 실시하

고 kg당 세파졸린 (Cefazolin sodium�, 유한양행, 한국)

20mg을 하루 2회 근육주사 하 다. 5일간의 잠재기를 부

여한 후, 0.5 mm씩 두 번에 걸쳐 하루 총 1 mm의 골신장

을 10일간 실시하 고 이후 1, 2, 4 그리고 8주의 경화기에

각각 2마리씩의 실험동물을 희생시켜 8개의 과두 표본을

제작하 으며 골신장을 실시하지 않은 2마리의 조군 성

견에서 2개의 과두표본을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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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lication of distractor at the osteotomized
mandible. 



2) 조직학적 검사

골신장술 후 1, 2, 4, 그리고 8주의 경화기 후, 각 시기별

로 2마리씩을 희생시켜 이환측의 과두부를 채취하고 2마리

의 조군에서 2개의 과두부를 채취하 다. 적출한 과두의

상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절원판을 제거하

고 10% neutral buffered formalin 고정액에 24시간동안

고정하 으며 조직이 완전히 고정된 후, 5% nitric acid

용액에 약 1주일간 탈회시켰다. 이후 일반적인 조직처리 과

정을 거쳐 파라핀 블록을 만들었으며 이를 5-μm 두께로 수

개의 절편을 만들어 Masson Goldner 염색을 통하여 조직

학적 관찰을 실시하 다. 표본을 xylene에서 탈파라핀한 후

증류수로 함수를 시키고 hematoxylin에 5분간 핵을 염색

시킨 후 적당한 염색 정도를 맞추기 위해 1% HCl-alcohol

에서 탈색한 후 10분간 수세하 다. Ponceau-acid

fushsin 용액에 5분간 염색하고 0.2% acetic acid 용액에

헹구었다. Phosphomolybdic acid-orange G 용액에 2분

간 염색하고 다시 0.2% acetic acid 용액에 헹구었다.

Light green 용액에 5분간 염색하고 0.2% acetic acid 용

액에 5분간 헹군다. 95%, 95%, 100%, 100% alcohol에

탈수하고 xylene 2단계를 거쳐 청명시킨 후에 balsam으로

봉입하고 현미경 관찰을 하 다. 또한 압력 부하로 인한 과

두 연골세포층의 손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Safranin-O 염색

을 실시하 다. 

3) Safranin-O 염색의 평가

Aggrecan이라 불리우는 sulfated proteoglycans에 한

Safranin-O 염색정도를 통하여 과두 연골세포층의 손상을

평가하 다.  

4) 면역조직화학검사

보존 상태가 양호한 한개의 파라핀 포매조직을 선택하여

5-μm 두께로 수개의 절편을 획득한 후, 이러한 절편에서 기

질금속단백분해효소-2 및 조직저해금속단백분해효소-2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 다. 탈파라핀한 조직절

편을 증류수에 수화시킨 후 내 인성 과산화효소를 제거하기

위해 메칠 알콜에 0.3% 과산화수소를 첨가시킨 용액에서

20분간 처리한 다음, 0.01M 인산염 식염수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에서 10분간 3회 세척하고 5%

normal horse serum에서 30분간 두었다. 그 후 조직절편

을 세척하지 않고 부드럽게 blotting한 후, 1:400으로 희석

된 1차 항체인 mouse monclonal anti-human MMP-2

(Santa Cruz, CA, USA)와 mouse monclonal anti-

human TIMP-2 (Santa Cruz, CA, USA)를 4℃에서 14

시간 내지 16시간 동안 적용하 다. 그리고 나서 PBS로

10분씩 3회 세척한 후 2차 항체인 horse anti-mouse IgG

(Vector Lab, CA, USA)와 horse anti-mouse IgG

(Vector Lab, CA, USA)을 1: 20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

서 1시간 동안 각각 적용하 다. 조직절편을 PBS로 10분

씩 3회 수세한 다음, 30분전에 미리 만들어 실온에 방치해

놓은 ABC (avidin-biotin horseradish peroxidase com-

plex) 용액 (A;10 ㎕, B;10 ㎕ in 1 ml PBS, Vector lab,

CA, USA)을 1시간 동안 적용시켰다. 조직절편을 PBS로

10 분씩 3회 세척한 후, 0.05M Tris-Hcl buffer (pH 7.6)

에 0.05% DAB (diaminobenzine, Sigma, St. Louis,

USA)와 0.01% 과산화수소 혼합용액에서, 약 10분동안 실

온에서 발색반응을 시켰다. 그 후 tris buffer, PBS 및 증류

수에서 각각 10분간 순서 로 세척한 후, Harris hema-

toxylin으로 조염색을 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이후의

과정을 거쳐 Permount (Polysciences, PA, USA)로 봉입

하 다. 

5) 면역조직화학검사의 평가

MMP-2 및 TIMP-2의 발현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상분석기 (Axioversion 4.3 program, Carl Zeiss,

Germany)를 이용하여 양성과 음성을 구분하고 과두 연골

최상방의 섬유층부터 하방의 연골증식층, 연골비후층까지

염색강도 (staining intensity/mm2)를 평가하 다. 조군

및 실험군의 각 층에서 3개의 상지역을 채택하여 측정하

고 그 평균값을 구하 으며 각각의 층에서 가장 높은 수

치의 염색강도를 나타낸 것을 3으로 하고 각 표본에서의 발

현양상은 이에 한 상 수치를 적용하여 염색강도를 분석

하 다.   

6) 통계학적 분석

1, 2, 4 그리고 8주의 경화기에서 과두 연골의 섬유층, 연

골증식층 및 연골비후층에서 기질금속단백분해효소-2 및

조직저해금속단백분해효소-2의 발현을 조군 각각의 층에

서의 발현정도와 Mann-Whitney U test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 으며 유의수준은 p〈0.05를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 다. 

Ⅲ. 연구결과

1. 임상적 평가

일괄절제로 채취된 이환측 과두의 모든 표본에서 관찰된

경화기의 모든 시기에서 탈구 등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

았고 정상적인 관절원판-과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보 으며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경화기 1주

와 2주의 이환측 과두 후방부에 약간의 편평함이 관찰되었

으나, 뚜렷한 형태학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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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sson Goldner 염색을 통한 조직학적 평가

1) 조군

Masson Goldner를 통한 염색에서 조군의 정상적인 과

두는 전형적인 조직학적 구성 양상을 나타내었다. 최상층의

섬유층은 관절면에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는 콜라겐 섬유와

함께 방추형의 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하방의 연골증

식층은 약 6-8층의 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연골비

후층은 약 14-17층의 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석회

화 연골층은 하방의 연골하 골과 잘 경계지우며 접촉하고

있었다 (Fig. 2). 

2) 실험군

조직학적으로 경화기를 거치는 동안 무혈관성 괴사, 낭종

성 퇴화 및 미세골절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골신장

을 실시한 경화기 1주군의 과두에서는 최상방의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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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stologic appearance of condylar cartilage of
nonloaded control. The articular cartilage is separated
into four layers: fibrous layer (FL), proliferative layer
(PL), hypertrophic layer (HL), and calcified layer zone
(CL, Masson Goldner stain, original magnification ×
200). 

Fig. 3. Histologic appearance of cartilages of experimental condyles (7 days (A), 14 days (B), 28 days (C), and 56 days
(D)) after completion of distraction (Masson Goldner stain, original magnification × 200). 
(A) and (B) At 7 days and 14 days after distraction, the condylar cartilage showed the decreased thickness of the articu-
lar cartilage and reduced cellularity from the fibrous layer to the hypertrophic layer (A and B). (C) There was a signifi-
cant increase in cellularity of fibrous, proliferative, and hypertrophic layer at 28 days after distraction. However, it
demonstrated reduced cellularity compared to the control. (D) At 56 days of after distraction, the articular cartilage
showed an almost normal histologic structure.    

A B

C D



층을 포함하여 연골증식층 및 연골비후층에서 세포층의 감

소와 함께 세포 도의 저하가 뚜렷이 관찰되었으며, 섬유층

및 연골층에서의 염색성도 정상적인 조군에 비하여 현저

히 저하되었다. 경화기 2주군에서도 연골비후층까지 세포

층의 감소와 함께 세포 도의 저하가 관찰되었으나, 경화기

1주군에 비하여 연골비후층에서는 염색성과 함께 세포층이

어느 정도 증가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4주군에서는 섬유층,

연골증식층 및 연골비후층에서 세포층 및 세포 도의 증가

가 뚜렷하 다. 그러나 연골증식층의 세포들은 조군에 비

하여 약간 무질서한 양상을 나타내었고, 연골비후층의 세포

는 다소 크기가 커져 있었으며 조군에 비해서는 세포 도

의 양상이 다소 부족하 다. 경화기 8주군의 과두에서는

조군과 유사하게 전형적인 조직학적 양상을 나타내었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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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ormal safranin-O staining of condylar cartilage
of nonloaded control (Safranin-O stain, original magni-
fication × 200). 

Fig. 5. Safranin-O staining of cartilages of experimental condyles (7 days (A), 14 days (B), 28 days (C), and 56 days (D) )
after completion of distraction. 
(A) and (B) At 7 days and 14 days after distraction, the sulfated proteoglycans is almost completely depleted from the
noncalcified part of the condylar cartilage. (C) There was a slight increase in Safranin-O staining intensity. However, the
staining intensity of the experimental condyle was weaker than that of the control. (D) At 56 days of after distraction, the
condylar cartilage showed almost normal Safranin-O staining pattern (Safranin-O stain, original magnification × 200). 

A B

C D



3. Safranin-O 염색 결과

1) 조군

관절연골의 sulfated proteoglycans에 한 Safranin-O

염색에서 조군의 정상적인 과두는 연골증식층과 연골비

후층을 포함하여 뚜렷한 염색소견을 나타내었다 (Fig. 4). 

2) 실험군

골신장을 실시한 경화기 1주군에서는 모든 연골층에서

sulfated proteoglycans의 완전한 소실로 염색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Masson Goldner를 통한 염색과는 달리

이러한 양상은 경화기 2주군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경화기

4주군에서는 연골증식층과 연골비후층에서 염색성의 회복

이 나타났으나 그 양상이 뚜렷하지는 않았으며 경화기

8주군의 과두에서는 sulfated proteoglycans을 지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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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of staining for
matrix metlloproteinase (MMP)-2 in condylar cartilage
of nonloaded control.
MMP-2 immunostaining was seen in hypertrophic layer
of condylar cartilage, however, it demonstrated lack of
staining in fibrous and proliferative layer of condylar
cartilage (immunohistochemical stain, original magnifi-
cation × 200). 

Fig. 7.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of staining for matrix metlloproteinase-2 (MMP-2) in experimental condyles (7
days (A), 14 days (B), 28 days (C), and 56 days (D) ) after completion of distraction.
(A) and (B) At 7 days and 14 days after completion of distraction, strong MMP-2 immunoreactivity was seen in the
fibrous, proliferative and hypertrophic layer of the condylar cartilage. (C) At 28 days after completion of distraction,
MMP-2 immunostaining was seen in the pericellular matrix of fibrous and hypertrophic layer of condylar cartilage, how-
ever, their immunoactivity was reduced. (D) At 56 days after completion of distraction, MMP-2 immunoreactivity
showed almost normal immunostaining pattern (immunohistochemical stain, original magnification × 200).      

A B

C D



Safranin-O 염색소 견이 조군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

다 (Fig. 5).    

4. 면역조직화학소견

1) Matrix Metlloproteinase-2 (MMP-2)의 발현

골신장술을 실시하지 않은 조군 과두 연골의 섬유층, 연

골증식층 및 연골비후층에서 MMP-2의 발현이 나타났다.

주로 연골세포와 세포간 간질에서 이의 발현이 나타

났으나 낮은 발현강도를 보 으며 상 적으로 연골비후층

에서의 발현 강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Fig. 6). 골신장을

실시한 실험군 과두 연골의 섬유층, 연골증식층 및 연

골비후층에 존재하는 연골세포와 세포간 간질에서도

MMP-2의 발현이 나타났으며 경화기 시기별로 다양한 양

상을 나타내었다. 경화기 1주군에서는 섬유층, 연골 증식층

및 연골비후층에서 이의 발현이 높게 나타났고 정상적인

조군에 비하여 특히 과두 표면쪽의 섬유층과 연골증식층에

서 발현강도가 뚜렷하 으며 이러한 양상은 경화기 2

주군에서도 비슷하 다. 경화기 4주군에서는 MMP-2의 발

현강도가 경화기 1주군과 2주군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연골증식층과 연골비후층에서의 발현양상은 조군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발현강도를 나타내었으나 섬유층에서

의 발현강도는 조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경화기 8주

군에서의 MMP-2 발현은 조군과 유사한 양상을 나

타내었다 (Fig. 7, 8). 

2)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2 (TIMP-

2)의 발현

조군 과두 연골의 섬유층, 연골증식층 및 연골비후층에

서 TIMP-2의 발현이 연골 세포와 세포간 간질에서 나타났

다. 섬유층 표면에서의 발현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

고 연골비후층에서의 발현도 강하게 나타났으나 연골증식층

에서는 저발현 양상을 나타내었다 (Fig. 9). 골신장을 실시

한 실험군 과두 연골의 섬유층, 연골증식층 및 연골비후층에

존재하는 연골세포와 세포간 간질에서도 TIMP-2의 발현이

나타났으며 MMP-2의 발현과 마찬가지로 경화기 시기별로

다양한 발현양상을 나타내었다. 경화기 1주군에서는 섬유

층, 연골증식층 및 연골비후층에서 이의 발현은 각층에서 거

의 균등하게 상당히 약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상은 경화

기 2주군에서도 비슷하 으나 약간 증가된 염색강도를 나타

내었다. 경화기 4주군에서는 TIMP-2의 발현강도가 많이

증가되었다. 특히 섬유층과 연골비후층에서 이의 발현 증가

가 뚜렷하 으나 조군에 비하여 섬유층에서의 발현은 아

직 많이 감소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경화기 8주군에서의

TIMP-2 발현은 섬유층에서의 뚜렷한 발현강도를 포함하여

조군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Fig.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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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ean staining intensity for the matrix metllopro-
teinase-2 (MMP-2) in control and experimental
condyles. An asterisk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0.05 by the Mann-Whitney U test).   

Fig. 9.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of staining for
tissue inhibitor of matrix metalloproteinase-2 (TIMP-2)
in condylar cartilage of nonloaded control.
TIMP-2 immunostaining was primarily seen in fibrous
and hypertrophic layer of condylar cartilage, however, it
demonstrated lack of staining in proliferative layer of
condylar cartilage (immunohistochemical stain, original
magnification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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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of staining for tissue inhibitor of matrix metlloproteinase-2 (TIMP-2) in experi-
mental condyles (7 days (A), 14 days (B), 28 days (C), and 56 days (D)) after completion of distraction.
(A) 7 days after completion of distraction, very weak TIMP-2 immunoreactivity appeared in fibrous, proliferative and
hypertrophic layer of the condylar cartilage. (B) 14 days after completion of distraction, weak TIMP-2 immunoreactivity
was seen in the fibrous, proliferative and hypertrophic layer of the condylar cartilage. (C) At 28 days after completion of
distraction, TIMP-2 immunoreactivity was increased in the fibrous and hypertrophic layer of condylar cartilage. (D) At 56
days after completion of distraction, TIMP-2 immunoreactivity showed almost normal immunostaining pattern (immuno-
histochemical stain, original magnification × 200). 

Fig. 11. Mean staining intensity for the tissue inhibitor of
metlloproteinase (TIMP)-2 in control and experimental
condyles. An asterisk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0.05 by the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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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기계적인 부하하에서 겪는 연골 사의 조절기능이나 반응

은 복잡하다. 생리학적으로 관절연골은 마찰이 없는 표면을

가지고 있어 관절에 전달되는 부하의 분산에 용이하고 이에

따른 특이적인 손상은 나타나지 않으며, 연골세포군집의 동

화작용과 이화작용의 균형을 통하여 그 구성성분과 구조가

유지된다. 연골세포는 신체내 정상적인 부하활동에 의해 나

타나는 신호체계를 인지하고 이에 반응할 수 있으며, 성장

인자나 사이토카인과 같은 생화학적 요인에 의해서도 그 활

성이 조절된다. 생체모델을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유도된 세

포행태 (cell behavior)에 관한 연구에서, 연골세포는 그들

의 표현형을 변화함으로써 기계적인 부하에 반응함이 보고

되는 것과 같이, 본래의 생리학적 환경과 다른 상황에서 나

타나는 기계적 신호에 하여 연골세포는 그들의 사활성

을 조절하여 신체에 요구되는 상황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구성요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연골세포에 적용되는 기계적 환경은 기능의 보존 및

관절의 안정성과 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9,12,20,21). 

최근 악안면 역의 선천적인 기형,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

환등에 의한 골결손시에 긴장-응력 효과를 이용하여 긴장

벡터를 따라 분리된 골편의 중앙부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신

생골이 형성되는 생물학적 과정인 골신장술이 많이 시행되

고 있다. 골신장술에서의 이러한 긴장-응력 효과는 골조직

에 의미있는 기계적 신호전달을 산생하여 세포학적, 그리고

저세포학적 수준에서 신생골의 성장과 형성을 용이하게 한

다. 골신장에서 중요한 생체학적 고려사항은 기계적 긴장-

응력에 의해 전달되는 힘의 형질변환 개념이다. 즉, 골신장

에 의하여 악관절에 나타나는 조직변화의 정도는 적용된 골

신장 힘의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과 기계적 신

호에 한 연골세포의 적응력을 고려하여 체적으로 일반

적인 골신장술에서 악관절은 잘 조절된 내성효과를 나타내

나 고생리학적 긴장 상황이 유도될 경우 연골층의 손상이

뒤따를 수 있다2,22-24). 

압력과 관련하여 관절연골의 장기적인 결과에 해서는

아직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여러 생물학적인 고려사항

이 존재한다. 가토의 무릎관절을 이용하여 연골조직의 압

력-관련 퇴행성변화를 연구한 Salter 등20)에 의하면 압력조

건하에서는 활액으로부터 관절연골로 양물의 확산이 방

해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 다. 하지만 이와 반 로 기계적

부하등이 증가된 상황에서 관절연골의 두께가 증가된 보고

도 있듯이, 관절면에 적용되는 충격부하는 정수압을 포함하

여 장력, 압축, 전단긴장 그리고 전단응력 등의 혼합된 양상

을 나타낸다9,10).  

악관절은 인체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중의 하나로 일생을

통하여 형태와 역할이 변형과 변화를 거치게 되며 생체학

적, 생물리학적 환경의 변화에 잘 반응한다. 이러한 적응능

력과 관련하여, 부분의 윤활관절이 초자연골로 덮여있는

반면, 하악과두는 비혈관성, 비신경성의 치 한 섬유연골로

덮여있어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에 하여 좀 더 저항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재생에 있어서도 뛰어난 기능적 양상을

나타낸다. 과두의 활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로는

악관절의 내재적 구조내에서의 운동, 연조직막에 의한 운동

의 제한성 및 관절면에 적용되는 어떠한 압력과 관련된 부

하가 있다. 이러한 압력-관련 부하와 관계하여 골절단으로

분리된 하악골에 긴장-응력을 가하는 골신장술은 과두의 위

치, 생리 및 관절연골의 형태학적, 조직학적 요소에 적지 않

은 향을 미칠 수 있다6-8,22-24).  

골신장술과 관절연골과의 관계에 해서는 아직 완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체로 생리적 적응능력

을 초과하는 긴장-응력 효과는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며 연골부의 수축 및 침식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가

토모델을 통하여 하악골 신장술에서 신장력에 따른 악관절

연골의 형태학적 변화를 연구한 Kruse-Losler 등22)의 연구

에서도 최 한의 신장력이 가해진 군에서 최상층 뿐 아니라

하방의 세포층을 포함하여 관절연골의 모든 층에서 세포층

의 수적감소가 나타났음을 보고하며 고압력하에서의 퇴행

성 변화는 하방의 세포층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골신장술과 관련하여 고압력하에서 연골층의 감소는 초

자연골을 통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골신장과 같이

어떤 부하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간헐적인 역동성

펌핑은 관절연골 지역에 미세순환전류를 산생하여 연골세

포로 혹은 연골세포들로부터 양물 및 사산물 등의 전달

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25-29).  

골신장술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관절연골의 변화에 한

일반적인 평가방법으로는 컴퓨터 단층촬 이나 자기공명

상 등을 통한 방사선학적인 방법이 선호되나, 이는 연골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와 같이, 그 변화양상이 뚜렷한 경우에

서만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한다. 하루에 0.5 mm씩 두 번,

1 mm를 신장하는 일반적인 하악골 신장술에서는 형태적,

기능적으로 하악과두가 적절한 적응반응을 나타내어 장기

적으로는 악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과두연

골에 가해진 기계적 응력과 관련된 연골세포의 변화에 해

서는 아직 완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하악골 신장술이 과두의 형태나 기능에 어느 정도 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는 많은 학자들이 체로 동의하나

그 변화정도, 양상 및 시간에 따른 회복정도에 해서는 아

직 확실히 알려진 것이 없다. 그리하여 과두 연골세포의

사와 접한 관련이 있는 세포외 기질 구성성분들의 합성과

분해에 한 이해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하악골 신장과 관

련하여 과두 연골에 한 연골분해 표지자 및 이의 길항인

자의 활용은 의미가 있다22-24,30-32).  

성견에서 하악골 신장술 후 하악과두 연골의 조직학적 변화와 Matrix etalloproteinase-2 (MMP-2)와 Tissue Inhibitor of Matrix Metalloproteinase-2 (TIMP-2)의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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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관절연골에서 연골세포는 aggrecan과 제2형 콜

라겐등의 연골 특이적 세포외 기질 단백질을 합성하여 이화

학적, 동화학적 경로의 균형으로 연골 기질의 합성과 분해

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항상성은 골관절염

과 같은 질환에서 MMP의 합성 및 활성화에 의하여 파괴된

다6-8). MMP는 단백분해효소중 세포외 기질의 분해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아연 2가 이온의 금속단백분해효소

류에 속하며 interstitial collagenases, gellatinases,

stromelysins, membrane-type MMP, 그 리 고

matrilysin, metallo-elastinases 등의 소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Aggrecan의 interglobular domain이 활성화된

stromelysin-1 (MMP-3)에 민감하고, aggrecanase의 기

능을 가진 MMP-8과 -13이 aggrecan의 분해에 주된 역할

을 하며 제2형 콜라겐을 손상시키는 MMP-1과 제9형, 11

형 콜라겐을 분해시키는 stromelysin-1 (MMP-3)이 연골

콜라겐의 파괴에 주된 역할을 한다. 모든 MMP는 잠재형

(latent form)으로 합성되어 전효소 (proenzyme) 형태로

분비되며 이의 전령 리보핵산 (mRNA) 전사는 호르몬, 종

양유전자, 성장인자 및 종양 촉진자등에 의하여 조절된다.

MMP들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MMP-2는

MMP-9와 함께 젤라틴분해효소에 속하는 것으로 젤라틴,

aggrecan, 섬유결합소 및 제4형, 5형, 7형과 11형 콜라겐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기질 특이성을 나타낸다. 종양이나

골관절염과 같은 질환에서 이미 이의 강한 발현이 알려져

있다. 악관절 질환과 관련하여서는 Tanaka 등14)이 사체를

이용한 연구에서 악관절 내장증에서 나타나는 섬유연골의

분해에 MMP-2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으며, 또한 양

의 모델을 통하여 실험적으로 악관절에 골관절증을 유발시

킨 후, 윤활액에서 MMP-2의 역할을 연구한 Miyamoto

등33)에 의하면 MMP-2의 활성은 진행된 골관절증에서보다

질환의 초기에 관절연골의 파괴에 관계하는 것이라고 하

다. 하악과두 관절연골의 주된 콜라겐 형이 제1형과 제2형

인 것을 고려하면 MMP-2의 활성이 하악과두 관절연골 손

상에 해서는 특이성이 부족할 것 같으나, 제1형과 제2형

콜라겐 기질 분해에 있어서 MMP-2의 중요한 간접적 역할

이 알려져 있다. 즉, 제1형 콜라겐분해에 특이성을 가지는

membrane-type MMP-1의 활성이 MMP-2 존재하에서

상승적으로 증가하며, 제2형 콜라겐과 aggrecan분해에 특

이성을 가지는 MMP-13 역시, MMP-2에 의하여 활성화

된다. 그러므로 aggrecan이라 불리우는 proteoglycans 복

합체와 주로 제1형, 2형 콜라겐 섬유로 구성되어 있는 하악

과두 섬유연골의 손상시 MMP-2의 활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특별히, 하악골 골신장술과 관련하

여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이러한 MMP의 활성은 네

가지의 TIMP-1, 2, 3, 그리고 4에 의하여 조절된다.

TIMP는 활성화된 MMP와 이원성 복합체를 형성하거나 잠

재형인 전젤라틴분해효소 (progelatinase)와 복합체를 형

성하여 MMP의 활성을 저해한다. 이러한 항상성 균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경우 관절연골의 건강한 기능에 향을

미치게 되며 MMP와 TIMP사이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세포

외 기질의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 즉 골관절염을 나타내는

관절연골조직에서 TIMP의 발현도 증 되나 연골세포 및

윤활막세포등에 의해 생성되는 MMP의 분자량이 TIMP의

분자량을 초과하게 된다15-19). 

현재 하루에 0.5 mm씩 두 번, 1 mm를 신장하는 일반적

인 하악골 신장술에서 하악과두는 형태나 기능적인 면에서

큰 변화없이 잘 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골신장술

이라는 압력-관련 부하에 하여 그 경화시기에 따른 관절

연골 각층의 변화, 각층에서의 MMP-2 발현의 변화 및

TIMP-2에 한 연구는 없으므로 본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

다. 본 연구에서 골신장술을 실시하지 않은 악관절의 관절

연골의 각층에서도 MMP-2 및 TIMP-2의 발현이 나타났

다. 생리적인 골신장을 실시한 후, 경화기 초기에서 조직학

적으로 세포층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와 동반하여 연골 세

포외 기질 분해 표지자인 MMP-2 발현의 증가와 TIMP-2

발현의 감소도 관찰되었다. 이는 TIMP의 분자량을 초과하

는 MMP의 생성시, 연골 세포외 기질의 항상성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성견을 이용한 생

리학적인 골신장술에서도 일반적인 관절연골의 압력-관련

부하에 따른 연골 사를 관찰할 수 있었다. 경화기가 진행

되면서 4주군에서는 MMP-2 발현의 감소와 함께 TIMP-2

발현의 증가가 나타나 골신장술에 따른 관절연골의 사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음을 관찰하 으나, 골신장을 실시하

지 않은 하악과두와는 달리 그 표층에서는 아직 완전히 구

조적으로 회복되지 못함을 관찰하 으며, 경화기 8주에서

는 조직학적 변화와 연골 사 표지자의 활성이 정상적인 하

악과두와 유사함을 확인하 다. 

성견을 이용한 본 연구를 통하여 하루에 0.5 mm씩 두

번, 1 mm/day로 하악골 골신장술을 시행할 경우 골신장술

에 따른 긴장-응력 효과가 원거리 부위에 존재하는 악관절

의 연골 사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고, 이에는 MMP-

2와 TIMP-2의 불균형이 관여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경화기 초기에 MMP-2의 과발현과 TIMP-2의 저발현이

나타남을 관찰하 다. 물론 이러한 양상은 가역적으로 경화

기가 진행됨에 따라 하악과두 연골은 생리학적 적응 능력을

발휘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악골 골신장술을 실

시함에 있어서 본 연구결과를 주지할 뿐 아니라, 연골세포

수와 생존성의 전반적인 감소, 기질합성의 감소, 그리고 관

절면을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골-관절 병소 양상과 같은 성장

및 연령에 한 과두연골의 변화 및 적응에 한 연구도 계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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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체중 10kg 내외의 1-2세된 성견 10마리를 이용하여 이중

8마리는 실험군으로 하악골 골체부 골절단술후, 5일간의

잠재기를 부여하고 0.5 mm씩 두 번, 하루에 1 mm의 골신

장을 10일간 실시하는 일반적인 하악골 편측성 골신장술을

실시하고 골신장 완료후 경화기 1주, 2주, 4주, 그리고 8주

에 각각 2마리씩의 실험동물을 희생시켜 8개의 과두 표본

을 제작하 으며 골신장을 실시하지 않은 2마리의 조군

잡종견에서 2개의 과두표본을 제작하여 경화기 각 시기별

로 골신장술에 따른 하악과두 관절연골의 구조적 형태를 관

찰하고, MMP-2 및 TIMP-2의 발현을 이용하여 관절연골

의 생물학적 활성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Masson Goldner 염색을 통한 조직학적 평가에서 조

군의 정상적인 과두는 과두 표면으로부터 전형적인 4층

의 연골층을 나타내었다. 실험군의 과두에서 경화기 1주

군에서는 섬유층, 연골증식층 및 연골비후층에서 세포층

의 감소와 세포 도의 저하가 뚜렷이 관찰되었으며 이러

한 양상은 경화기 2주군에서도 비슷하 다. 경화기 4주

군에서는 섬유층, 연골증식층 및 연골비후층에서 세포층

의 증가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조군에 비해서 연골증식

층의 세포들은 약간 무질서한 경향을 양상을 보 으며

경화기 8주군의 과두에서는 조군과 유사하게 전형적

인 조직학적 양상을 나타내었다. 

2. Safranin-O 염색을 통한 조직학적 평가에서 조군 관

절연골은 연골증식층과 연골비후층을 포함하여 뚜렷한

염색소견을 나타내었다. 실험군의 과두에서 경화기 1주

군과 2주군에서는 각층에서 이의 염색성이 거의 나타나

지 않았다. 경화기 4주군에서는 연골증식층과 연골비후

층에서 염색성의 회복이 나타났으나 그 양상이 뚜렷하지

는 않았으며 경화기 8주군의 과두에서는 조군과 유사

한 염색소견을 나타내었다. 

3. MMP-2의 발현을 통한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조군에

서는 섬유층, 연골증식층 및 연골비후층의 연골세포와

세포간 간질에서 이의 저발현이 나타났다. 골신장을 실

시한 실험군 경화기 1주군에서는 섬유층, 연골증식층 및

연골비후층에서 이의 발현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조군에 비하여 과두 표면의 섬유층과 연골증식층에서 발

현양상이 뚜렷하 으며 이는 경화기 2주군에서도 비슷

하 다. 경화기 4주군에서 이의 발현강도는 경화기 1주,

2주군에 비하여 약화되었으며 특히 연골증식층과 연골

비후층에서의 발현양상의 감소가 뚜렷하 으나 아직 모

든 층에서 조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 경화기 8주군에서의 MMP-2 발현은 조군과 유

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4. TIMP-2의 발현을 통한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조군에

서는 섬유층, 연골증식층 및 연골비후층의 연골세포와

세포간 간질에서 이의 발현이 나타났는데 섬유층 표면에

서 상당히 강한 발현을 나타내었고 연골비후층에서의 발

현도 강하게 나타났다. 골신장을 실시한 실험군 경화기

1주군에서는 섬유층, 연골증식층 및 연골비후층에서 거

의 균등하게 저발현양상을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상은 경

화기 2주군에서도 비슷하 다. 경화기 4주군에서는 섬유

층과 연골비후층에서 이의 발현 증가가 뚜렷하 으나 섬

유층에서의 발현은 아직 감소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경

화기 8주군에서의 TIMP-2 발현은 섬유층에서의 뚜렷한

발현강도를 포함하여 조군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

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로 보아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하악골 편

측성 골신장술에서 이환측의 과두연골은 그 조직학적 변화

양상이 초기에는 퇴행성변화를 띄다가 경화기가 진행됨에

따라 약 56일 후에는 가역적으로 회복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골 세포외 기질의 사와 관련된 MMP-2와 TIMP-

2의 발현도 경화기 초기에는 MMP-2의 과발현과 TIMP-2

의 저발현이 나타났으나, 경화기가 진행됨에 따라 약 56일

후에는 그 발현양상이 가역적으로 회복됨을 관찰하여 하악

골 신장술과 관련되어 과두 연골의 생리학적 적응이 회복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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