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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체 종판에서 퇴행성 변화에 따른 세포와 세포 외 기질의 변화

퇴행성 척추 질환의 척추체 종판에서 제 I, II, III, V형 교원질과 Matrix
metalloproteinase I, III을 이용한 조직학적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퇴행성 변화 시 척추체 종판은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 소견이 관찰되었으
며, 연골 세포의 군집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제 I형 교원질의 발현은 척추체 종
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제 II형 교원질의 발현은 척추체 종판 전체에 걸
쳐 발현되는 양상을 보였다. 제 III형 교원질은 부분적 발현이 관찰되었으며 퇴
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부위 및 탈조직화되는 부위와 관계가 있는 듯이 보였고,
제 V형 교원질은 각각의 세포 주위에서 관찰되는 양상을 보였다.
MMP I의 발현은 MMP III의 발현에 비해 척추체 종판에서 더 강하게 관찰되었
다.
핵심되는 말 : 척추체 종판, 교원질, Matrix metalloproteinase

차

례

국문요약

1

차례

2

그림 차례

3

I. 서론

4

II. 연구내용

6

III. 연구방법

7

A.

척추체 종판의 채취

7

B.

척추체 종판의 조직학적 검사

7

C.

Hematoxylin-Eosin 염색법, alcian-blue 염색법 및 면역
조직화학 염색 판독

9

IV. 결과

.10

V. 고찰

.15

VI. 결론

22

참고문헌

.23

영문요약

.31

그 림 차 례

Fig. 1. The expression of collagen I (x 400)
Fig. 2. The expression of collagen II (x 400)
Fig..3. The expression of collagen III (x 200)
Fig. 4. The expression of collagen V (x 400)
Fig. 5. The expression of MMP I (x 400)
Fig. 6. The expression of MMP III (x 400)

I. 서

론

척추체 종판은 초자 연골로 구성되어 있으며2 추간판의 섬유륜과는 달리 섬유
연골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척추체 종판의 초자 연골은 proteoglycan gel과
collagen fibril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체의 다른 초자 연골과는 달리 활액과 접
해있지 않다10,31.
추간판 조직의 구성 성분 중 교원질은 구조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7종의 교원질이 구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3,4,13. 이런 교원질은 추간판의
부위 및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그 구성비가 변한다. 척추체 종판을 구성하고 있
는 교원질은 약 6종의 교원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trix metalloproteinase(MMP)는 이제까지 약 20가지 종류가 발견되었으며,
이중 주로 MMP I과 MMP III이 추간판 조직의 생화학적 반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MP I은 interstitial collagenase로 추간판 조직의 세포 외 기질
의 대사에 관여하며, MMP III은 응집된 단백 다당의 분해에 관여하며 핵심 단백
질을 분해 시켜 관절 연골과 추간판 조직에서 기질의 분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척추체 종판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 시 나타나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나
척추체의 퇴행성 변화 및 골다공증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자기공명 영상을
통해서 퇴행성 변화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보고들은 있으나29 조직학적인 연구는
없었다. 이에 저자는 척추체 종판의 퇴행성 변화 시 나타나는 세포 및 세포 외
기질의 변화는 퇴행성 추간판에서 나타나는 형태와는 다를 것으로 사료되기에

수술 시에 채취한 척추체 종판을 대상으로 퇴행성 변화에 따른 척추체 종판의
조직학적 연구를 통해 퇴행성 척추체 전반의 연구에 한 기전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 내용

퇴행성 척추질환에 대해 전방 추체간 유합술 시 채취한 척추체 종판 34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시 채취한 척추체 종판은 섭씨

70도로 급냉하여 보관

하였다.
척추체

종판의

조직

표본을

Hematoxylin-Eosin 염색과 alcian

blue

염색법을

이용하여 척추체 종판의 퇴행 정도를 관찰하였다. 척추체 종판 내에서 교원질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제 I, II, III, V형 교원질과 Matrix metalloproteinase 과
I III에 대한
면역 염색을 실시한 후, 제 I, II, III, V형 교원질의 발현과 Matrix metalloproteinase I,
III의 발현 형태를 연구하였다.

III. 연구 방법

A. 척추체 종판의 채취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전방 추체 유합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척추체 종판을 척
추체로부터 분리하여 채취하였다.

B. 척추체 종판의 조직학적 검사
척추체 종판 조직은 Hematoxylin-Eosin 염색 및 점액종성 변형(myxomatous
degeneration)을 관찰하고자 PAS 반응을 이용한 alcian blue 염색을 실시하였다.
제 I, II, III, V형 교원질의 발현에 대해서는 제 I, II, III, V형 교원질 항체
(Dako patts. Copenhagen, Denmark) 와 Matrix metalloproteinase I, III 항체
(Dako patts. Copenhagen, Denmark)를 이용한 면역염색을 실시하였다.

(1) Hematoxylin-Eosin 염색법
70℃로 냉동시킨 척추체 종판 조직을 실온에서 녹인 후 bouin 용액에 30분에
서 40분간 고정한 후 흐르는 물에 고정액을 제거하고 formalin 용액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저농도에서 고농도 알코올을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하고 탈알코올
과정과 xylene으로 투명 과정을 거친 후 연질 파라핀부터 경질 파라핀까지 항온
기에 침투시켜 파라핀 포매블럭을 만들었다. 박절기로 조직을 얇게(6±2㎛) 자
른 후, 각각의 조직을 4% neutral buffered solution으로 고정한 후, 파라핀으
로 고정하였다. 각각의 조직(6±2㎛)을 Hematoxylin-Eosin으로 염색하였다.

(2) PAS 반응을 이용한 alcian-blue 염색법
조직절편을 alcian blue lg과 3% acetic acid를 섞은 용액에 5분간 고정하였
다. 이후 흐르는 물과 증류수에 세척 후 1% 수성의 periodic acid 용액에 5분간
고정하였다. 증류수에 세척하고 15분간 Schiff's reagent로 반응시킨 후, 흐르
는 물에 5～10분간 세척하고 통상적인 Hematoxylin 용액에 엷게 염색을 실시하
고, 증류수에 세척 후 alcohol로 다시 세척하였다.

(3) 면역 조직화학 염색
조직절편을 30분에서 60분간 56℃～60℃ 항온기에서 가온시켜 조직을 슬라이
드에 잘 부착시킨 후 60℃ 항온기에서 충분히 건조 시켰다. 이 후 xylene으로
10분간 3회에 걸쳐 탈파라핀시키고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내재성 peroxidase를
억제하고자 3% 과산화수소(H2O2)와 methanol을 섞은 용액으로 10분에서 15분간
처리한 후 증류수로 3분간 세척하였다.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으로 5
분간 3회에 걸쳐 세척한 후 비특이성 반응을 억제하고자 정상 goat 혈청으로 20
분에서 30분간 처리한 후 1차 항체로 실온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감작시켰
다. 이후 PBS로 5분간 3회에 걸쳐 세척하였다. 2차 항체로 20분에서 30분간 반
응한 후 5분씩 3회에 걸쳐 PBS로 세척하였다. Labelled serum으로 20분간 처치
후 PBS로 세척하였다. AEC (3-amino-9-Ethyl-Carbazone) 용액으로 처리한 후 다
시 PBS로 세척하였다. Hematoxylin과 Eosin 염색법으로 대조 염색을 실시하였다.
제

I,

II,

III,

V형

교원질

항체는

각각

1:100의

농도로

Matrix

metalloprotenase I, III 항체는 1:50의 농도로 염색하여 척추체 종판 조직 내
에서 발현 형태를 관찰하였다.

C. Hematoxylin-Eosin 염색법, alcian-blue 염색법 및 면역 조직화학 염색판독
Hematoxylin-Eosin 염색, alcian blue 염색 및 면역 조직화학 염색의 판독은
현미경으로 판독하였으며, 면역 염색상 갈색에서 적색으로 염색되는 것에 한해
양성으로 판독하였다. 면역 조직 염색상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세포도 양성으로
판독하였다.

IV. 결 과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연구 대상이 된 질환은 척추 전방 전위증이 12예, 퇴행
성 추간판 질환이 14예, 요추 척추관 협착증이 8예였다(Table 1).
연령 분포는 37세에서 68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45.6세였다. 육안적 및 조직
학적 소견 상에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척추체 종판은 두께가 얇아지는 소견을
보였고,

척추체 종판의 점액성 변화 등의 퇴행성 변화를 보인 경우가 7예에서

있었으며, 세포 증식 등과 함께 연골 세포의 군집화도 관찰 대상으로 삼았으나
추간판 조직에서 관찰되는 연골 세포의 군집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제 I형 교원질의 발현은 척추체 종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며(Fig. 1), 제
II형 교원질의 발현은 척추체 종판의 전반에 걸쳐 발현되는 양상을 보였다(Fig.
2). 제 III형 교원질은 부분적으로 발현되었으며, 이는 퇴행성 변화 시 발현되
는 부위와 척추체 종판의 탈조직화되는 부위와 관계 있는 듯이 보였다 (Fig. 3).
제 V형 교원질은 각각의 세포 주위에서 관찰되는 양상을 보였다 (Fig. 4).
MMP I의 발현(Fig. 5)은 MMP III의 발현(Fig. 6)에 비해 척추체 종판에서 그
발현 형태가 더 강하게 관찰되었다.

Fig. 1. The expression of collagen I (x 400). Collagen I was not expressed in the
endplate.

Fig. 2. The expression of collagen II (x 400). Collagen II was expressed in the whole
areas of the endplate.

Fig. 3. The expression of collagen III (x 200). Collagen III was expressed in the partial
portion of the endplate.

Fig. 4. The expression of collagen V (x 400). Collagen V was mainly expressed in the
pericellular areas.

Fig. 5. The expression of MMP I (x 400). MMP I was expressed strongly.

Fig. 6. The expression of MMP III (x 400). MMP III was expressed weakly.

Table 1. Disease entities
Disease

No.

Spondylolisthesis

12

Degenerative disc disease

14

Spinal stenosis

8

Table 2. Result of staings
Collagen I

Collagen II

Collagen III

Collagne V

MMP I

MMP III

-

++

+

++

++

+

weakly

pericellular

End plate

++ = strongly expressed; + = weakly expressed.

Weakly

V. 고 찰

추간판은 전체 척추 길이의 1/3을 차지하며, 척추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척추
체와 추간판 사이에 위치하는 척추체 종판은 단지 척추와 추간판 사이에 존재하
는 조직일 뿐만 아니라 추간판의 척추체에 가해지는 생역학적인 부하로부터 발
생하는 수압(hydrostatic pressure)을 흡수하며, 또한 수분화된 추간 판의 척추
체 내로의 팽윤을 막는 역할을 한다6.
추간판 조직은 3개의 다른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은 수핵과 내측
및 외측 섬유륜으로 나뉘며,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교원질의 구성 성분이 다르
게 이루어져 있다. 추간판 조직의 구성 성분 중 교원질은 구조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7종의 교원질이 구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3,4,13 . 이런 교
원질은 추간판의 부위 및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그 구성비가 변한다. 제 I형 및
제 II형 교원질은 섬유륜과 수핵을 구성하는 주된 교원질로 알려져 있으며15, 섬
유륜에서는 제 II형 교원질보다는 제 I형 교원질이 주된 교원질이며, 수핵에서
는 제 II형 교원질이 주된 교원질로 알려져 있다4 . 추간판은 성장기 이후에는 무
혈관성 조직이므로 추간판 내에 존재하는 세포 및 세포 외 기질의 대사 작용에
서 척추체 종판의 중심부와 섬유륜 전체는 작은 분자량의 분자의 확산을 용이하
게 하며, 척추체의 변연부에 위치하는 척추체 종판의 측면부에서는 작은 분자량
의 분자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33.
추간판이 생역학적 부하를 견디기 위해서는 기질 자체가 적절한 구성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질의 적절한 전환 형태를 보여야 한다17,18. 추간 판 조직

에서는 퇴행성 및 연령 변화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기질이 많이 축적되어 추간판
조직 세포나 세포의 군집을 감싸는 형태를 취한다17,18. 이런 부위에서는 정상 교
원질의 섬유층에 결손이 일어나며, 교원질의 crimping에 의해서 기능적 신장 기
능이 감소하게 되며, 또한 기질 자체가 분산된 형태로 보이는 부위에서는 소량
의 교원질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부위에서는 수직으로 압박력이 작용할 시
파열에 대한 저항력의 감소가 일어나며, 결국에서는 부분적으로 심각한 세포 외
기질의 감소가 발생하여 정상 교원질의 얇은 층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척추체 종판의 연골 부분은 수분화된 proteoglycan 분자의 젤 형태로 구성되
어 있어 교원질 교사의 구성을 강화시킨다26 . 특히 척추체 종판은 척추의 골조직
과 직접 접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섬유륜의 내측부의 얇은 층을 통해서 추간 판
과 직접 접촉하고 있다21 . 성인의 척추체 종판의 폭은 1mm 이내로 알려져 있으
며, 49 수핵 부위로 갈수록 점점 더 얇아진다 49. 척추체 종판은 척추의 성장과 생
체 역학적 보존 및 추간판의 영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런 역할의 손실은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10,14 . 본 연구에서 관찰되는 척추
체 종판의 퇴행성 변화에서는 척추체 종판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연골 세포
보다 부분적으로 형태가 큰 세포가 관찰되었으며, 추간판의 세포 외 기질과 비
슷한 기질의 형성이 관찰되었다.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나 연령 변화 시 나타나
는 추간판의 파열이나 crimping 현상은 척추체 종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수술

시 척추체 종판을 채취하는 과정과 척추체 종판의 조직학적인 관찰의 결

과 퇴행성 변화가 심할수록 척추체 종판의 두께가 얇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
다.
척추체 종판의 생화학적 구성은 성장판의 연골보다는 다른 관절의 연골과 비

슷하다고 알려져 있다49. 특히 척추체 종판의 생화화적 구성은 추간판의 보존 형
태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Proteoglycan은 추간판 내, 외로 용질의 전달
에 매우 중요하며, 또한 척추체 종판 내의 proteoglycan의 손실이 추간판의
proteoglycan의 손실을 유도한다고 한다50 . 성장기에서 척추체 종판의 생화화적
구성의 변화는 측만증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43,48 . 성장기 초기
에는 미세한 혈관이 척추체 종판 내로 침투하여 척추체 종판의 연골 뿐만 아니
라, 성장기의 추간판에도 영양 공급을 하게 된다. 이런 혈관은 성장기까지 존재
하며, 성장기 이후에는 추간판은 무혈관성 조직이 된다. 척추체 종판 바로 밑에
존재하는 작은 혈관 돌기(buds)는 척추체의 수질부에 위치하며, 침투성에 영향
을 주게 된다. Crock과 Yoshizawa는 척추체의 중심 1/3 부위와 마주하고 있는
척추체 종판에서 동맥과 정맥으로 구성된 망상조직의 형성을 보고하였다12. 이러
한 혈관 망상조직의 기능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혈관 망상조직은 subchondral 혈
관으로 용해된 분자의 확산기전이 추간 판 내로 작은 용질(solute)을 이동시키
는 주된 기전을 일으키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54 . 추간판 자체의 침투성은 섬유
륜이 침투되어 있는 척추체 종판의 변연부에서는 거의 확산되는 율이 적지만,
추간판의 여러 부위에서도 각각 다르게 일어난다38 . 성년 초기까지 척추체 종판
의 연골에서는 어느 정도의 무기질화가 일어난다5,37 . 특히 척추체 종판 내에 위
치하고 있는 혈관은 석회화되면서 점점 없어지며, 영양분의 교환에 제한이 일어
난다. Roberts 등47 은 추간판과 척추체 골수 사이에서 용질의 흐름의 변화가 척
추체 종판과 subchondral bone 부위의 재생(remodeling)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몇몇 종(specimen)에서는 성장된 척추체 종판은 정상적인 조직

에서 혈관이 형성되기도 하며, 추간판에 수상이 가해진 후에 혈관이 형성되기도
한다41,30. 이런 현상은 혈관계가 추간판의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비
정상적인 생리적 환경 내에서 성장 후에도 증식된다고 한다. 척추체 종판에서
혈관의 형성은 Matrix metalloproteinase 등의 효소와 이런 효소의 억제재 등을
활성화시키며, 이런 효소 등은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비활성화된 상태로 존재
하게 된다11,16,23. 이런 척추체 종판에서 관찰되는 혈관의 형성은 본 연구에서 관
찰되지 않았으며, 또한 퇴행성 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할 수 없었다. 척추체 종판
내에 위치하고 있는 혈류는 전적으로 수동적이지 않으며, 변화된 생리적인 조건
하에서 추간판의 영양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muscarinic 수용체가 척추체
종판 내에 존재하고 있다. 최근의 면역 염색 연구에서 퇴행성 변화를 보인 추간
판 조직에서 혈관을 따라서 척추체 종판과 subchondral bone 내로 자라나는 신
경 조직이 발견되었으며, 이런 현상을 통해 손상 받은 조직이 동통의 원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7.
척추체 종판은 척추의 생체 역학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척추체 종판의
특별한 효과는 척추체 종판과 척추체의 trabecular bone의 변형을 일으키는 축
성 압박력에 저항할 수 있다. 척추체 종판과 추간 판의 퇴행성 정도보다는
subchondral bone의 보존 상태가 압박력을 받는 동안에 손상되는 양상을 보인다
고 한다20. 척추체 종판은 기계적 손상을 당하기 쉬우며, Natarajan 등34 은 척추
운동 분절의 생역학적 실패는 언제나 척추체로부터 척추체 종판의 분리로 시작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Vernon- Roberts 55은 열과 파열이 중년부터 척추체 종판
가까이에 나타나고 평행한 형태를 취하며, 이런 현상은 Tanaka 등이 사체 검사
에서도 관찰하였다52 .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 척추체 종판이 척추체에서 분리되

고 추간판에서도 탈출 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열이나 열
의 형성은 척추체 종판을 종으로 절단한 면에서는 정확히 관찰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척추체 종판의 절단 시 손상에 의해 파열이나 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조직의 염색 과정 중 조직의 절편 시에 파열이나 열이 발생 할 수 있어 정
확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
Schmorl's node는 사체 검사에서 70% 정도 관찰되며, 척추체의 상, 하로 탈출
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런 Schmorl's node 같은 현상은 불분명하지만, 수상이나
종양 또는 척추체 종판의 선천성 악화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50세 전후에서 비슷한 발생율을 보이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나 척추
체 골밀도와는 특별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19,56. 본 연구에서도 일부에
서 현미경 검사상 미세하게 추간 판이 척추체 종판으로 탈출되는 양상이 관찰되
었다.
척추체 조직은 제 I형 교원질로 구성되어 있고, endostium은 제 III, V, VI형
교원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골극 주위에서는 제 V형 및 VI형 교원질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의 척추체 종판에서는 제 II형의 구성비가 낮고, 제 III형과 V형, VI
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제 II형 교원질의 합성이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정상적인 세포의 연령 변화와 관련이 있거나, 척추체 종판과 세
포의 불충분한 영양 상태와 관련이 있다. 교원질의 합성과 연령 변화에 관한 연
구에서 제 II형 교원질과 교원질 전체가 연령 및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1. 척추체 종판의 전체 교원질 양은 연령 변화와 함께 감소하며, 노
령인 경우는 6～7%까지 감소한다고 한다1. 제 II형 교원질이 척추체 종판에서는
주된 구성 성분이며, 5～15세에서는 약 80%까지 차지하나 척추의 성장판이 닫히

는 시기에 처음 그 구성비의 감소가 나타나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
면서 두 번째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1. 그러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
화의 형태학적인 변화와 척추체 종판의 교원질의 전체량이나, 척추체 종판의 제
II형 교원질의 양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1. 제 III형 교원질은
pericellular 형태로 발현되고, 주로 제 II형 및 IX형 교원질로 구성되어 있으
며, 퇴행성 변화를 보인 부위에서는 정상보다 감소된 양상이 관찰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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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rix metalloproteinase(MMP)는 Zinc-dependent proteinase의 Metzincin

family에 속하며 세포 외 기질의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을 분해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Matrix

metalloproteinase는

포유동물에서

발견되는

4군의

proteinase(serine, cystein, aspartic, metallo)등이 기질의 분해에 관여한다27 .
이제까지 MMP군은 최소한 18개 이상이 확인되었다44. MMP는 다시 4개의 군으로
나누어진다 8.

이 중 MMP I은 collagenase I, interstitial

collagenase,

fibroblast collagenase등으로도 불리며, 교원질(I, II, III, VII, VIII, X)의
분해에 관여한다45 . MMP II는 72-kd gelatinase A 72-kd type IV gelatinase로
불리며, 교원질 (IV, V, VII, X, XI), fibronectin, elastin, 당단백 등의 분해
에 관여한다45 . MMP에 의한 세포 외 기질의 분해 정도는 활동형 MMP의 증감에 따
라 차이가 있다.
여러 개의 MMP 중, MMP I은 류마토이드 관절염39,42과 퇴행성 관절염40 의 관절
연골 기질의 분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MP I은 제 II형 교원질과
단백다당 응집체(proteoglycan aggrecans)를 포함하고 있는 관절 연골이 포함된
요추 추간판 조직에서도 발견되었다60 . MMP I은 특히 제 I, II, III, V형 교원질

의 분해에 관여하며, MMP I의 추간 판 조직에서의 작용은 조직의 분해 및 퇴행
성 변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7. 최근에는 이런 MMP I은 특히 탈출된
추간판 조직에서 발견되었고, 특히 거대세포, 섬유모세포, 반흔 조직과 관련지
어 발현되고 있다60. 또한, 반흔조직의 형성이 많을수록 수핵 및 섬유륜에 있는
세포와 반흔 조직 내의 세포에서 더 발현이 잘된다고 보고되었다60. 반흔 조직
내의 세포와 수핵 및 섬유륜 내의 연골세포에서 MMP I의 발현은 거대세포에서
분비된 세포키나제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4,51. 추간판에서 MMP I의 특징
적인 활동성은 섬유륜보다는 수핵 조직의 세포에 더 많으며, 이것은 gelatinase
와 elastase와는 다른 형태로 보인다31.
MMP 중 MMP I(collagenase)과 MMP III(stromelysin)은 관절의 세포 외 기질의
분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요추부 추간판의 연령 변화에도 관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40. MMP III은 MMP I보다는 다양한 기질 특이성이 있으
며, proteoglycans, laminin, fibronectin, gelatin, 제 IV형 및 제 V형 교원질
을 분해하는데 관여한다9,32,46,58,59. MMP III은 응집된 단백 다당의 분해에 관여하
며 핵심 단백질(core protein)을 분해시켜 관절 연골과 추간판 조직에서 기질의
분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또한 MMP I과 MMP III가 탈출된 추간판
조직에서 면역 염색의 결과 더 발현이 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효소들
은 거대 세포, 반흔 조직 내의 섬유 모세포와 연골 세포와 관련 지어 국한된다
고 한다28. MMP III은 퇴행성 변화를 보인 조직에서 많이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MMP I과 MMP III가 척추체 종판에서 모두 관찰되었으나, MMP I
의 발현이 MMP III의 발현에 비해 그 발현의 형태가 더 강하게 관찰되었다.

VI. 결 론

퇴행성 변화 시 척추체 종판은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척추
체 종판에서는 추간판 조직에서 관찰되는 연골 세포의 군집화는 관찰되지 않았
다.
제 I형 교원질의 발현은 척추체 종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제 II형 교원
질은 척추체 종판의 전반에 걸쳐 발현되는 양상을 보였다. 제 III형 교원질은
부분적으로

발현되었으며, 제 V형 교원질은 척추체 종판 내에 위치하는 각각의

연골 세포 주위에서 관찰되는 양상을 보였다.
MMP I의 발현은 MMP III의 발현에 비해 척추체 종판에서 그 발현 형태가 더
강하게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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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changes of the cell and extracellular matrix according to the
degeneration in the vertebral endplate

Yong Ho Kang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Associate Professor Chang-Hoon Jeon)

In this study, there were some results for the histologic studies with collagen I, II,
III, V and matrix metalloproteinase I , III in the degenerated vertebral endplate.
According to the degeneration, there was a tendency to decrease the thickness of
the endplate and were some myxomatous changes. The chondrocyte cluster was not
found in the endplate.
Collagen I was not expressed and collagen II was expressed in the whole areas
of the endplate. Collagen

III was expressed in the partial portion of the endplate and

it seemed to be associated with the areas of the degeneration and disorganization.
And collagen V was expressed in the pericellular pattern.
MMP I and MMP III were expressed in the endplate. And MMP I was expressed

strongly than MMP III.
Key words : Vertebral endplate, Collagen, Matrix metalloprotein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