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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감사사사사의의의의 글글글글

변변변변치치치치 않않않않는는는는 믿믿믿믿음음음음과과과과 사사사사랑랑랑랑으으으으로로로로 훌훌훌훌륭륭륭륭한한한한 이이이이 논논논논문문문문을을을을 지지지지도도도도해해해해 주주주주신신신신 최최최최병병병병

호호호호선선선선생생생생님님님님께께께께 큰큰큰큰 존존존존경경경경과과과과 깊깊깊깊은은은은 감감감감사사사사를를를를 드드드드립립립립니니니니다다다다.... 논논논논문문문문 심심심심사사사사를를를를 해해해해주주주주신신신신

차차차차인인인인호호호호선선선선생생생생님님님님과과과과 유유유유윤윤윤윤정정정정선선선선생생생생님님님님께께께께 깊깊깊깊은은은은 감감감감사사사사를를를를 드드드드립립립립니니니니다다다다.... 항항항항상상상상 성성성성실실실실

하하하하신신신신 진진진진료료료료로로로로 감감감감동동동동을을을을 주주주주시시시시는는는는 유유유유재재재재하하하하선선선선생생생생님님님님과과과과 실실실실험험험험의의의의 처처처처음음음음부부부부터터터터 끝끝끝끝

까까까까지지지지 함함함함께께께께 하하하하면면면면서서서서 힘힘힘힘이이이이 되되되되어어어어주주주주셨셨셨셨던던던던 주주주주석석석석강강강강 선선선선생생생생님님님님께께께께도도도도 큰큰큰큰 감감감감사사사사를를를를

드드드드립립립립니니니니다다다다.... 바바바바쁘쁘쁘쁘신신신신 외외외외래래래래일일일일정정정정에에에에도도도도 친친친친절절절절하하하하게게게게 근근근근전전전전도도도도검검검검사사사사를를를를 해해해해주주주주신신신신 재재재재

활활활활의의의의학학학학과과과과 김김김김성성성성훈훈훈훈선선선선생생생생님님님님과과과과 조조조조직직직직표표표표본본본본 제제제제작작작작을을을을 해해해해주주주주신신신신 전전전전자자자자현현현현미미미미경경경경실실실실

의의의의 김김김김석석석석선선선선생생생생님님님님 및및및및 임임임임상상상상과과과과 생생생생활활활활에에에에서서서서 함함함함께께께께한한한한 의의의의국국국국동동동동료료료료들들들들과과과과 치치치치위위위위생생생생

부부부부 모모모모든든든든 분분분분들들들들께께께께 감감감감사사사사드드드드립립립립니니니니다다다다.... 그그그그리리리리고고고고 멀멀멀멀리리리리 고고고고향향향향에에에에서서서서 사사사사랑랑랑랑과과과과 믿믿믿믿음음음음

으으으으로로로로 격격격격려려려려와와와와 응응응응원원원원을을을을 해해해해주주주주시시시시는는는는 부부부부모모모모님님님님과과과과 가가가가족족족족 모모모모두두두두에에에에게게게게 감감감감사사사사와와와와 사사사사

랑랑랑랑을을을을 드드드드립립립립니니니니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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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uuuuttttoooollllooooggggoooouuuussss ffffiiiibbbbrrrriiiinnnn gggglllluuuueeee를를를를 이이이이용용용용한한한한 말말말말초초초초신신신신경경경경의의의의 재재재재생생생생

말초 신경에 결손부가 생긴 경우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은 자가 신경을 이식하여 수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가 신경 이식은 자가

신경의 채취를 위한 부가적인 수술과 이로 인한 공여 부위의 감각상실 등

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이들

방법 중 신경성장인자를 이용하는 것이 말초 신경의 재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성장인자들을 함유하고 있는

autologous fibrin glue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백서의 종아리신경에

서 15 mm의 신경 결손부를 형성하고 정맥 도관으로 수복한 후 도관 내부

에 autologous fibrin glue를 주입하였다. 대조군에는 도관 내부에 생리식염

수를 주입하였다. 8주 후 조직형태학적인 검사와 전기생리검사를 통하여

신경 재생을 평가하였다. 실험군에서 기시 잠시가 대조군보다 빠르게 측정되었

고 진폭은 대조군보다 약 배 더 크게 측정되었다 신경 섬유의 개수는 실험군2.5 .

에서 대조군보다 훨씬 많았고 평균 직경도 대조군보다 더 컸다. autologous

fibrin glue를 주입한 실험군에서 더 우수한 신경 재생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autologous fibrin glue가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성장인자들

이 말초신경의 재생을 효율적으로 촉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 Autologous fibrin glue, 말초 신경의 재생, 성장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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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uuuuttttoooollllooooggggoooouuuussss ffffiiiibbbbrrrriiiinnnn gggglllluuuueeee를를를를 이이이이용용용용한한한한

말말말말초초초초신신신신경경경경의의의의 재재재재생생생생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최최최최 병병병병 호호호호 교수)

한 상 권

IIII.... 서서서서 론론론론

외상이나 종양으로 인하여 말초 신경의 결손부(defect)가 생기게 되는 경우 신경

재생을 위한 방법으로 자가 신경 이식이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다.1) 주로 사용되

는 신경은 장딴지신경 이나 큰귓바퀴신경(sural nerve) (greater auricular nerve)

이다.
2)
이들 신경의 이용시 수용부의 신경에 적합한 길이와 크기를 가지는 신경의

채취가 쉽지 않으며 또한 공여부의 감각 상실 신경종 형성 및 반흔의 형성과 같,

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3,4)

자가 정맥을 이용하는 방법은 정맥 내부에 신경성장인자를 함유하고 있으며 내

부가 비어있는 도관 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신경이 재생될 수 있는 양(conduits)

호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그러나 등과Pogrel 7) 등은Chiu 8)

운동성이 있는 부위나 긴 신경 결손부에서 정맥을 신경 재생에 이식한 경우 이식

된 정맥이 꺾이거나 눌려서 신경 재생에 불리하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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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신경이나 자가 혈관이외에 사용되는 이식 재료는 대부분 합성재료로서

collagen
9)
, silicone

10)
, polyglycolic acid

11)
, polytetrafluoroethylene

12)
등이 있

다 이들 합성재료들은 이물반응의 유발이나 도관의 불투과성 재혈관화의 실패. ,

등으로 인하여 각각 다양한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으며 비흡수성 재료인 경우 이

의 제거를 위한 차적인 수술을 요하는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다 또한 이들 인공2 .

도관들은 이상의 신경 결손부위에서는 신경 재생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10 mm

려져 있다 긴 신경의 결손부에서 신경 재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서 여.

러 가지 재료들을 도관 내부에 첨가하는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다 이들 재료로는.

골격근섬유13) 슈반세포, (schwann cell)9) 말초신경절편, (nerve slice)10,14)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
17~18)

성장인자, (growth factors)
19~22)

등이 사용되어

왔다 특히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이 말초 신경의 재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 되.

고 있으며 이들 성장인자로는 신경성장인자 교세포(nerve growth factor, NGF),

기원성장인자 혈소판유래성장인자(glial-derived neurotrophic factor, GDNF),

섬유모세포성장인자(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 PDGF), (fibroblast growth

인슐린성장인자 등이 있다factor, FGF), (insulin-like growth factor, IGF) .

는 전환성장인자Autologous fibrin glue PDGF, IGF, FGF, (transforming growth

표피성장인자 내피세포성장factor- , TGF- ), (epidermal growth factor, EGF),β β

인자 혈소판유래혈관생성인자(endothelial cell growth factor, ECGF), (platelet

등의 많은 성장인자를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derived angiogenesis factor) .

에 근거하여 가 말초신경의 재생을 촉진할 것으로 추정되autologous fibrin glue

었다 문헌 고찰에서 가 절단된 말초 신경의 문합에 사용된 적이 있으. fibrin glue

나
27~30)

결손된 말초 신경의 재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보고는 아직까지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백서의 결손된 종아리신경에 자가혈관을 이식하고 내부에

를 적용하여 말초 신경 재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autologous fibrin glue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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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연연연연구구구구 재재재재료료료료 및및및및 방방방방법법법법

가 의 제작가 의 제작가 의 제작가 의 제작. Autologous fibrin glue. Autologous fibrin glue. Autologous fibrin glue. Autologous fibrin glue

자가 혈액의 채취자가 혈액의 채취자가 혈액의 채취자가 혈액의 채취1)1)1)1)

무게가 약 정도 되는 수컷 백서 마리를 대상으로 하였고 각각의 백서들은3 10㎏

물과 사료가 독립적으로 갖춰진 개별 우리에서 사육하였으며 autologous fibrin

는 종아리신경 결손부를 자가 정맥으로 이식하는 실험 하루 전에 미리 제작glue

하였다. Tetamine (KETARAR 유한양행 과, , 5 / ) Xylazine (Rumpun㎎ ㎏ 바이,

엘코리아 을 섞어서 근육 주사를 통하여 전신 마취를 하였다 혈액을 채, 2 / ) .㎎ ㎏

취하기 위하여 백서의 목 부위를 베타딘과 알코올로 소독한 후에 멸균된 구70%

멍포로 덮었다 피부와 근육을 박리하고 바깥목정맥을 노출시켜서 항응고제인.

가 약 들어있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혈액 를 채sodium citrate 2 30 cc 20㎖ ㎖

취 후 4-0 Nylon(Ethicon 으로 봉합하였다) .

의 제작은 혈액을 채취한 즉시 등이Autologous fibrin glue Thorn
26)
제시한 에

탄올 침전법을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사용한 재료는. Citric acid 2.84 mM, CaCl2

0.1 M and 0.05 M, NaHCO3 75 mM, Tranexamic acid 100 / , Ethanol 99%,㎎ ㎖

이다0.9% NaCl .

혈소판 풍부혈장의 제작혈소판 풍부혈장의 제작혈소판 풍부혈장의 제작혈소판 풍부혈장의 제작2)2)2)2)

채취한 의 혈액을 에서 분간 약 으로 원심분리를 시행하20 4 15 1200 rpm㎖ ℃

여 의 혈소판풍부혈장 을 얻었다 이들10~13 (platelet-rich plasma, PRP) . PRP㎖

내에는 약 개의 혈소판이 들어 있었다 약 의1,700,000 ~ 2,000,000 / . 2.5㎕ ㎖

는 트롬빈의 제작에 그리고 나머지 는 피브리노겐의 제작에 사용하였다PRP P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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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롬빈의 제작트롬빈의 제작트롬빈의 제작트롬빈의 제작3)3)3)3)

의 에 의 를 첨가하여 에서 분간 로2.5 PRP 22.5 citric acid 4 5 3000×g㎖ ㎖ ℃

원심 분리 후 상층부를 버리고 나머지 침전된 부분을 의, 0.1 M CaCl2 로0.15 ㎖

용해시킨 후 의0.1 NaHCO㎖ 3를 첨가하여 를 중성으로 만들었다 응고 형성pH .

후 용기를 눕혀 트롬빈을 채취하였다. 0.05 M CaCl2로 희석하여10% 150~200

정도의 트롬빈을 얻었다.㎕

피브리노겐의 제작피브리노겐의 제작피브리노겐의 제작피브리노겐의 제작4)4)4)4)

남아있는 약 의 에 와 약 에탄올을 첨10 PRP 0.3 tranexamic acid 0.9㎖ ㎖ ㎖

가하여 혼합한 후 얼음물에서 약 분간 담가 두었다 침전된 피브리노0 20~30 .℃

겐을 확인한 후 에서 로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부를 버리고 침전4 3000×g 8℃

된 피브리노겐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피브리노겐을 에서 녹인 후. 37 0.9%℃

로 희석하여 정도의 피브리노겐을 얻었다NaCl 50% 400~600 .㎕

나 신경 결손부에 대한 이식나 신경 결손부에 대한 이식나 신경 결손부에 대한 이식나 신경 결손부에 대한 이식....

자가 정맥의 채취자가 정맥의 채취자가 정맥의 채취자가 정맥의 채취1)1)1)1)

앞서 기술한 방법대로 케타민과 럼푼을 이용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다 신경.

이식 도관 으로 사용될 정맥을 얻기 위하여 백서의 목 부위를 멸균 소(conduits) ,

독 및 방포하였다 백서의 좌측 바깥목정맥과 아래턱뒤정맥에서 약 길이. 25 mm

의 정맥을 개 채취하여 헤파린과 생리식염수로 깨끗이 세척을 하고 생리식염수2

에 담가 두었다 의 길이는 채취 후 수축하였고 대략 정도를 유지. 25 mm 18 mm

하여 최종 의 결손부에 이식하기에 적절하였다15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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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정맥의 이식과 의 주입자가 정맥의 이식과 의 주입자가 정맥의 이식과 의 주입자가 정맥의 이식과 의 주입2) autologous fibrin glue2) autologous fibrin glue2) autologous fibrin glue2) autologous fibrin glue

백서의 양쪽 하지의 둔부 부위를 베타딘 및 알코올로 소독하고 리도케인 국소마

취를 한 후 피부절개 및 근육 박리를 통하여 양쪽 종아리신경 과(peroneal nerve)

정강신경 을 노출시켰다 종아리신경에 약 의 결손부를 만들(tibial nerve) . 15 mm

고 목에서 채취한 혈관으로 이식하였다 절단된 신경의 양쪽 끝부분을 정맥속으로.

약 정도 넣은 상태에서1 mm 10-0 Nylon(Ethicon 으로 신경외막과 정맥을) 4~5

군데 미세 봉합하여 연결하였다 이때 이식된 혈관 및 신경부위에 장력. (tension)

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그림그림그림그림( 1)( 1)( 1)( 1).

그림 백서의 좌측 종아리신경 의 결손부에 이식된그림 백서의 좌측 종아리신경 의 결손부에 이식된그림 백서의 좌측 종아리신경 의 결손부에 이식된그림 백서의 좌측 종아리신경 의 결손부에 이식된1. (peroneal nerve) 15 mm1. (peroneal nerve) 15 mm1. (peroneal nerve) 15 mm1. (peroneal nerve) 15 mm

자가 정맥 도관 으로 장력 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자가 정맥 도관 으로 장력 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자가 정맥 도관 으로 장력 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자가 정맥 도관 으로 장력 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conduits) (tension) .(conduits) (tension) .(conduits) (tension) .(conduits) (tension) .

실험측에서는 의 피브리노겐과 의 트롬빈을 주사기를 이용하100 50 1 cc㎕ ㎕

여 정맥의 내부에 주입하였다 그림그림그림그림( 2)( 2)( 2)( 2) 응고 반응은 트롬빈 주입 후 수초 이내에.

일어났으며 반응하여 젤 의 형태로 굳어졌다 도관에서 흘러나온 과량의 피브(gel) .

리노겐과 트롬빈은 이식 부위 주위에서 응고되어 이식된 정맥을 고정하고 보호하

는 효과를 보였다 대조측에서는 이식한 정맥 내부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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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결된 정맥 도관 내부로 피브리노겐을 주사기에 담아서 주입하는 모습 먼저그림 연결된 정맥 도관 내부로 피브리노겐을 주사기에 담아서 주입하는 모습 먼저그림 연결된 정맥 도관 내부로 피브리노겐을 주사기에 담아서 주입하는 모습 먼저그림 연결된 정맥 도관 내부로 피브리노겐을 주사기에 담아서 주입하는 모습 먼저2. 1 cc .2. 1 cc .2. 1 cc .2. 1 cc .

주입된 피브리노겐과 이어서 주입된 트롬빈이 반응하여 피브린을 형성하고 젤주입된 피브리노겐과 이어서 주입된 트롬빈이 반응하여 피브린을 형성하고 젤주입된 피브리노겐과 이어서 주입된 트롬빈이 반응하여 피브린을 형성하고 젤주입된 피브리노겐과 이어서 주입된 트롬빈이 반응하여 피브린을 형성하고 젤(gel)(gel)(gel)(gel)

의 형태로 굳어졌다의 형태로 굳어졌다의 형태로 굳어졌다의 형태로 굳어졌다....

다 실험 평가다 실험 평가다 실험 평가다 실험 평가....

실험 주 후에 전기근전도 검사와 조직형태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8 .

전기근전도 검사전기근전도 검사전기근전도 검사전기근전도 검사1)1)1)1)

전기근전도 검사는 Nicolet Viking Quest System(Nicolet Biomedical Inc.,

으로 시행하였다 검사를 위하여 처음 수술 방법과 동일하게Madison, WI, USA) .

피부 절개 및 근육 박리를 통하여 혈관이 이식되었던 종아리신경을 노출시키고

인접 정강신경 및 주변 조직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종아리신경이 지배하는 앞정강

근 을 노출시켰다 노출된 근육의 표면에 전극을 부착한(tibialis anterior muscle) .

후 전기 자극을 가하여 복합근 활동 전위(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s,

에서 기시 잠시 와 진폭 을CMAP) (the earliest latency) (peak-to-peak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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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그림그림그림그림( 3)( 3)( 3)( 3).

그림 복합근 활동 전위의 측정 지표 기시잠시 는 기저선에서 첫 음성파형을그림 복합근 활동 전위의 측정 지표 기시잠시 는 기저선에서 첫 음성파형을그림 복합근 활동 전위의 측정 지표 기시잠시 는 기저선에서 첫 음성파형을그림 복합근 활동 전위의 측정 지표 기시잠시 는 기저선에서 첫 음성파형을3. : (latency)3. : (latency)3. : (latency)3. : (latency)

보일 때까지의 시간이고 진폭 은 음성파형과 양성 파형보일 때까지의 시간이고 진폭 은 음성파형과 양성 파형보일 때까지의 시간이고 진폭 은 음성파형과 양성 파형보일 때까지의 시간이고 진폭 은 음성파형과 양성 파형(peak-to-peak amplitude)(peak-to-peak amplitude)(peak-to-peak amplitude)(peak-to-peak amplitude)

사이의 최대 전압차이다사이의 최대 전압차이다사이의 최대 전압차이다사이의 최대 전압차이다....

조직형태학적 검사조직형태학적 검사조직형태학적 검사조직형태학적 검사2)2)2)2)

조직형태학적인 관찰을 위하여 실험측과 대조측에서 종아리신경에 이식된 정맥

의 중앙부를 두께 약 로 채취한 시료를1.5~2.0 mm 0.1 M cacodylate

로 희석한 로 에서 시간 동안 전고정하buffer(pH 7.4) 2.5% glutaraldehyde 4 2℃

여 동일 완충액으로 세척한 후 1% OsO4로 분간 후고정하였다 동일 완충액으90 .

로 분씩 회 세척하였으며 농도 상승순으로 탈수시켜20 3 ethanol propylene

로 치환하고 혼합액에 포매한 후 절편하였다 광학현미경 관찰을 위하oxide epon .

여 톨루이딘 블루 로 염색하였고 재생된 축삭 의 수는(toludine blue) , (axon) Image

Analyser(GMbH 와 고배율의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SIS company, Germany)

표본의 전체 범위를 컴퓨터에 화상으로 저장한 후 직접 하나하나 재생된 축삭

의 수를 세었다(axon) .

재생된 신경의 형태학적인 평가를 위하여 와 로 이중uranyl acetate lead nitrate



- 8 -

염색하여 형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고 직경의 측정은 각JEOL-1200EX ,Ⅱ

각 제작된 표본마다 가장 잘 재생된 개의 신경에서 최대 직경을 측정하여 평100

균을 산출하였다.

통계방법통계방법통계방법통계방법3)3)3)3)

연구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은 의 통계프로그램SPSS for windows (Ver. 10.0)

을 사용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각각 얻어진 결과는. paired student t-test

를 통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을 평가하였고 유의 수준은 로 하였다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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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연연연연구구구구 결결결결과과과과

가 육안적 소견가 육안적 소견가 육안적 소견가 육안적 소견....

실험 주 후 총 마리의 백서는 모두 잘 생존하였고 수술한 부위에서 감염 등8 10

의 특이할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종아리신경의 결손부에 이식되었던 정맥은.

원래 신경 줄기와 잘 연결되어 있었고 위치의 변화없이 정상 경로로 주행하고 있

었으며 주변의 근육이나 신경과 협착이 일어나지 않았다 재생된 신경은 실험측에.

서는 원래의 종아리신경과 거의 비슷한 모양과 직경을 보였으나 대조측에서는 가

는 직경을 보였다.

나 광학현미경 소견나 광학현미경 소견나 광학현미경 소견나 광학현미경 소견....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대조측에서는 신경의 형태가 눌려서 내부가 좁아져 있었고

재생된 축삭 의 수가 미약하였다(axon) 그림그림그림그림( 4)( 4)( 4)( 4) 반면에 를. autologous fibrin glue

적용한 실험측에서는 재생된 신경이 둥근 모양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내부는 축삭

이 내강 전체에 골고루 퍼져서 분포하고 있었으며 그 수가 대조측에 비해 훨씬

많았다 그림그림그림그림( 5)( 5)( 5)( 5) 재생된 축삭의 수는 실험군에서. 이었고 대조군에서는1370±170

이었다 유의수준 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할 만한 차이를 나타내었다740±250 . 95% 표표표표((((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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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가 정맥 이식과 생리식염수를 적용한 대조군의 광학 현미경 소견 눌려서 내강이그림 자가 정맥 이식과 생리식염수를 적용한 대조군의 광학 현미경 소견 눌려서 내강이그림 자가 정맥 이식과 생리식염수를 적용한 대조군의 광학 현미경 소견 눌려서 내강이그림 자가 정맥 이식과 생리식염수를 적용한 대조군의 광학 현미경 소견 눌려서 내강이4. .4. .4. .4. .

좁아져 있고 재생된 축삭의 수가 작다좁아져 있고 재생된 축삭의 수가 작다좁아져 있고 재생된 축삭의 수가 작다좁아져 있고 재생된 축삭의 수가 작다....

배율 배율배율 배율배율 배율배율 배율(A: 40 , B: 400 , Toludine blue stain)(A: 40 , B: 400 , Toludine blue stain)(A: 40 , B: 400 , Toludine blue stain)(A: 40 , B: 400 , Toludine blue stain)

그림 자가 정맥 이식과 를 적용한 실험군의 광학 현미경 소견그림 자가 정맥 이식과 를 적용한 실험군의 광학 현미경 소견그림 자가 정맥 이식과 를 적용한 실험군의 광학 현미경 소견그림 자가 정맥 이식과 를 적용한 실험군의 광학 현미경 소견5. autologous fibrin glue .5. autologous fibrin glue .5. autologous fibrin glue .5. autologous fibrin glue .

내강의 형태가 둥글게 유지되어 있고 많은 축삭이 잘 관찰된다내강의 형태가 둥글게 유지되어 있고 많은 축삭이 잘 관찰된다내강의 형태가 둥글게 유지되어 있고 많은 축삭이 잘 관찰된다내강의 형태가 둥글게 유지되어 있고 많은 축삭이 잘 관찰된다....

배율 배율배율 배율배율 배율배율 배율(A: 40 , B: 400 , Toludine blue stain)(A: 40 , B: 400 , Toludine blue stain)(A: 40 , B: 400 , Toludine blue stain)(A: 40 , B: 400 , Toludine blue stain)

다 전자현미경 소견다 전자현미경 소견다 전자현미경 소견다 전자현미경 소견....

실험 주 후 전자현미경 소견에서 대조측에서는 드문 드문 수초화8 (myelination)

된 축삭이 관찰되었으며 그 수가 많지 않고 형태가 불규칙하였다 반면에 실험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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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전체적으로 재생된 축삭의 수가 아주 많으며 대부분 수초화되어 있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6)( 6)( 6)( 6) 관찰된 축삭의 직경은 실험군에서. 이었고 대조군에서는5.8±0.8㎛

이었으며 유의수준 에서 두 군간에 유의할 만한 차이를 나타내었다4.6±0.6 95%㎛

표표표표( 2)( 2)( 2)( 2).

그림 실험군 과 대조군 에서 각각 관찰그림 실험군 과 대조군 에서 각각 관찰그림 실험군 과 대조군 에서 각각 관찰그림 실험군 과 대조군 에서 각각 관찰6. (A: vein+autologous fibrin glue) (B: vein+saline)6. (A: vein+autologous fibrin glue) (B: vein+saline)6. (A: vein+autologous fibrin glue) (B: vein+saline)6. (A: vein+autologous fibrin glue) (B: vein+saline)

된 전자현미경 소견 배율 생리식염수를 적용한 대조군에 비하여된 전자현미경 소견 배율 생리식염수를 적용한 대조군에 비하여된 전자현미경 소견 배율 생리식염수를 적용한 대조군에 비하여된 전자현미경 소견 배율 생리식염수를 적용한 대조군에 비하여, 3000 . autologous, 3000 . autologous, 3000 . autologous, 3000 . autologous

를 적용한 실험군에서 재생된 축삭에서 모양과 크기 및 수초화 정도에서를 적용한 실험군에서 재생된 축삭에서 모양과 크기 및 수초화 정도에서를 적용한 실험군에서 재생된 축삭에서 모양과 크기 및 수초화 정도에서를 적용한 실험군에서 재생된 축삭에서 모양과 크기 및 수초화 정도에서fibrin gluefibrin gluefibrin gluefibrin glue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측정된 의 개수와 직경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측정된 의 개수와 직경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측정된 의 개수와 직경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측정된 의 개수와 직경1. Axon1. Axon1. Axon1. Axon

Mean ± SD, p < 0.05

Experimental sideExperimental sideExperimental sideExperimental side Control sideControl sideControl sideControl side

Number of fibersNumber of fibersNumber of fibersNumber of fibers 1370±1701370±1701370±1701370±170 740±250740±250740±250740±250

Diameter of fibersDiameter of fibersDiameter of fibersDiameter of fibers 5.8±0.85.8±0.85.8±0.85.8±0.8 4.6±0.64.6±0.64.6±0.6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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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기근전도 검사라 전기근전도 검사라 전기근전도 검사라 전기근전도 검사....

실험 주 후에 측정한 전기근전도 검사에서 실험측에서 높은 복합근활동전위8

를 나타내었다(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그림그림그림그림( 7)( 7)( 7)( 7) 기시잠시는 실험군.

에서 이었고 대조군에서는 이었다 최대 진폭의 값은 실1.6±0.3 m/s 1.9±0.4 m/s .

험군에서 이었고 대조군에서는 이었다24.0±6.2 mV 9.4±3.5 mV 표표표표( 2)( 2)( 2)( 2) 두 결과치.

는 모두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95% .

그림 실험군 과 대조군 에서 각각 측정된 복합근활동전위그림 실험군 과 대조군 에서 각각 측정된 복합근활동전위그림 실험군 과 대조군 에서 각각 측정된 복합근활동전위그림 실험군 과 대조군 에서 각각 측정된 복합근활동전위7. (A) (B) (compound muscle action7. (A) (B) (compound muscle action7. (A) (B) (compound muscle action7. (A) (B) (compound muscle action

를 적용한 실험군에서 더 빠른 기시잠시를 적용한 실험군에서 더 빠른 기시잠시를 적용한 실험군에서 더 빠른 기시잠시를 적용한 실험군에서 더 빠른 기시잠시potential, CMAP). autologous fibrin gluepotential, CMAP). autologous fibrin gluepotential, CMAP). autologous fibrin gluepotential, CMAP). autologous fibrin glue

와 더 큰 진폭 을 관찰할 수 있었다와 더 큰 진폭 을 관찰할 수 있었다와 더 큰 진폭 을 관찰할 수 있었다와 더 큰 진폭 을 관찰할 수 있었다(latency) (amplitude) .(latency) (amplitude) .(latency) (amplitude) .(latency) (amplitude) .

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측정된 복합근활동전위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측정된 복합근활동전위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측정된 복합근활동전위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측정된 복합근활동전위2.2.2.2.

Mean ± SD, p < 0.05

Experimental sideExperimental sideExperimental sideExperimental side Control sideControl sideControl sideControl side

Latency (ms)Latency (ms)Latency (ms)Latency (ms) 1.6±0.31.6±0.31.6±0.31.6±0.3 1.9±0.41.9±0.41.9±0.41.9±0.4

Amplitude (mV)Amplitude (mV)Amplitude (mV)Amplitude (mV) 24.0±6.224.0±6.224.0±6.224.0±6.2 9.4±3.59.4±3.59.4±3.5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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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VVVV.... 총총총총괄괄괄괄 및및및및 고고고고찰찰찰찰

본 실험 결과에서 신경 결손부위에 를 적용하여 우수한 신autologous fibrin glue

경 재생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 신경 재생을 촉. autologous fibrin glue

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는 다량의 혈소판을 함유하고 있으. Autologous fibrin glue

며 이들이 신경의 재생을 촉진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혈소판은 여러 가지 성장.

인자들을 함유하며 이들은 상호 작용에 의하여 생리학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이전.

의 연구에 의하면 혈소판은 등의 성장인자들을PDGF, IGF, EGF, ECGF, HVGF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 성장 인자중 와 가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PDGF IGF .

등은Eccleston
40)
쥐의 궁둥신경 에서 말초 신경의 발육과 유지에(sciatic nerve)

가 관여한다고 보고하였다 등은PDGF . Allamargot 41) 탈수초화된 뇌조직에서

가 탈수초화를 감소시키고 재수초화를 촉진시킨다고 보고하였고PDGF 등Hinks

은
42)
탈수초화된 척수에서 재수초화 기간 중 술후 일째에 와 가 가장5 IGF TGF-β

많이 발현되었으며 가 가장 오랫 동안 발현되었다고 보고하였다PDGF . Feldman

등은
43)
인슐린성장인자 가 성장뿔 의 운동성을 향상시키고 신경(IGF) (growth cone)

돌기 의 성장을 증진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neurite) . , autologous fibrin glue

를 주입한 실험군에서 신경 재생이 촉진된 것은 혈소판에서 유리된 성장인자가

재수초화와 신경 돌기의 성장을 촉진한 것으로 사료된다.

는 년 초에 이Fibrin glue 1900 Bergel
31)
처음으로 지혈을 위하여 시도한 후

년대에 과 가1940 Young Medewar 27) 혈장 피브리노겐과 을 이용bovine thrombin

하여 절단된 신경의 문합에 적용하였는데 사용된 피브리노겐의 농도가 낮아서 적

절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년대에 등이. 1970 Matras
32)
높은 농도로 농축된 피

브리노겐을 이용하여 접합력이 높아진 를 개발하였으며 이 후fibrin glue fib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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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품화되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용glue .

는 여러 사람에서 얻어진 혈액 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fibrin glue (pooled plasma)

지기 때문에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은 전염성 질환의 전이에 대한 우려

가 있으며 또한 을 사용함으로써 응고 장애와 같은 과민반응 등bovine thrombin

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23~26)

그리하여 자신의 혈액을 이용하여 제작되

므로 이러한 위험이 없는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다autologous fibrin glue

33~37)
및 여러 연구자들이 혈소판을 고농도로 함유한. Giannini autologous fibrin

를 제작하여 보고하였으며glue
24,25,26,38,39)

본 연구에서는 등이, Thorn
26)
사용한

방법으로 를 제조하였는데 이들의 보고에 의하면 혈소판풍autologous fibrin glue

부혈장보다 약 배 더 많은 성장인자를 함유하고 있으며 피브리노겐은 약 배8 12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전의 연구에 의하면 이식된 도관의 내부를 비워놓는 것보다 젤 등을 이용(gel)

하여 채워 넣을 경우 신경의 재생이 촉진된다고 보고되었다.
46
이러한 결과는 내

부에 채워진 젤이 도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신경이 발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

질 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장인자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matrix) .

는 그 성장인자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47)

등은Suzuki
16)
도관

내부에 적용된 콜라겐이나 라미닌 과 같은 세포외기질(laminin) (extracellular

이 골격 으로서 작용하여 신경 재생에 관여하는 세포들의 이주matrix) (scaffold)

와 축삭의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migration) .

서는 가 세포외기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신경 결autologous fibrin glue

손부에 이식된 정맥 도관 내에 주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autologous

가 정맥 도관 내부에서 신경 재생을 촉진시킬수 있는 우수한 재료료fibrin glue

생각되며 다른 인조 신경도관의 내부에도 주입되어 신경 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

는 재료로 선택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앞으로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더 긴.

결손부를 가진 말초 신경의 재생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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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브리노겐을 얻는 방법에 따라 에탄올 침전법과 암모Autologous fibrin glue

니움 침전법 및 냉동 침전법으로 제작된다.
25,34~37)

등은 암모니움을Weis-Fogh

이용하여 피브리노겐을 얻는 방법은 적은 양의 피브리노겐을 얻고자 할때 사용되

며 시간이 가장 적게 소요지만 약 분 침전된 피브리노겐의 양이 적고 소금 성( 45 )

분이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34,35,37)

냉동 침전법은 특별한 첨가물없이

채취된 혈장을 영하 에서 약 시간 동안 냉동시킨 후 하루정도 영상 에20 1 4℃ ℃

서 녹인 후 원심분리를 하여 피브리노겐을 얻는 방법이다.
35)
제작 시간이 오래 걸

려서 사용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 혈액은행을 통하여 미리 제작하여

보관한 후 사용하며 대용량으로 제작할 수 있어서 주로 상업용 피브리노겐을 제,

작하는데 적용된다고 하였다.
37)
에탄올 침전법은 채취된 혈장에 에탄올을 첨가하

고 원심분리를 하여 피브리노겐을 얻는 방법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에 제작 가능

하며 침전되는 피브리노겐의 양이 가장 많고 제작 후 남아있는 에탄올은 건조되

어 사라져서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34,37)

본 연구에서 적용한

는 에탄올 침전법을 이용하여 피브리노겐 뿐만아니라 트롬autologous fibrin glue

빈도 함께 제작하였다.26)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분 정도로 비교적 짧60~70

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통상적으로 생체 자신.

의 혈소판풍부혈장 를 이용하여 고농도로 농축된 피브리노겐과 트롬빈을 각20 ㎖

각 와 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에서 는600 200 . autologous fibrin glue㎕ ㎕

뛰어난 생체 적합성을 가지며 풍부한 성장인자 를 함유하고 있어서(growth factor)

신경 재생 분야 뿐만아니라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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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V.... 결결결결 론론론론

의 말초 신경 재생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autologous fibrin glue

구를 시행하였다 백서의 종아리신경에 의 결손부를 형성하고 자가 정맥으. 15 mm

로 이식한 후 실험군에는 를 주입하고 대조군에는 생리식autologous fibrin glue

염수를 주입하였다 주 후 실험결과 실험군에서 기시 잠시가 대조군보다 빠르게. 8

측정되었고 진폭은 대조군보다 약 배 더 크게 측정되었다 신경 섬유의 개수는2.5 .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훨씬 많았고 평균 직경도 대조군보다 더 컸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혈소판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는 가 말초 신경의autologous fibrin glue

재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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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AAAuuuuttttoooollllooooggggoooouuuussss ffffiiiibbbbrrrriiiinnnn gggglllluuuueeee iiiinnnn ppppeeeerrrriiiipppphhhheeeerrrraaaallll nnnneeeerrrrvvvveeee rrrreeeeggggeeeennnneeeerrrraaaattttiiiioooonnnn iiiinnnn vvvviiiivvvvoooo

Sang-Kwon Han

Dept.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Byung-Ho Choi D.D.S., Ph.D.)

The activity of several growth factors on peripheral nerve

regeneration has been reported. Autologous fibrin glue contains a

large number of platelets, which release significant quantities of

growth facto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ole of autologous fibrin

glue in peripheral nerve regeneration, a 15-mm rabbit peroneal

nerve defect was repaired using a vein graft filled with the

autologous fibrin glue. Axonal regeneration was examined using

histological and electrophysiological methods. The extent of axonal

regeneration was superior when treated with the autologous fibrin

glue. Our data suggest that fibrin nets formed by fibrinogen, in

combination with growth factors present in autologous fibrin glue,

might effctively promote peripheral nerve regeneration in nerve

defects.

Key words : Autologous fibrin glue, peripheral nerve regeneration,

growth factors


	차 례
	그림 및 표 차례
	국문요약
	I.서론
	II. 연구 재료 및 방법
	가. Autologous fibrin glue의 제작
	(1) 자가 혈액의 채취
	(2) 혈소판 풍부혈장의 제작
	(3) 트롬빈의 제작
	(4) 성장인자를 함유한 피브리노겐의 제작

	나. 자가 정맥 도관의 준비와 종아리신경 결손부에 대한 이식
	(1) 자가 정맥 도관의 준비
	(2) 정맥 도관의 이식과 autologous fibrin glue의 주입

	다.실험 평가
	(1) 전기근전도 검사
	(2) 조직형태학적 검사
	(3)통계 방법


	III. 연구 결과
	IV. 총괄 및 고찰
	V.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