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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관절 표면 결함부에 연골세포/연골을 이식하는 효과적인 방법,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 기구 및 키트

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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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전형적인 골의 관절 단부를 도시한 도면이다. 전형적으로, 골 물질은 관절 표면에서 연골성 물질로 덮여져 

있다.

도 1B는 연골성 캡에 대한 결함이나 상해가 발생한 부분(연골의 갭)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며, 이러한 결함은 직접적

으로 치료되거나, 치료 전에 외과적 처리에 의해 이식하려는 물질을 받아들이도록 약간 확대되거나 조각될 수 있다.

도 1C는 어떻게 지혈성 배리어(1)가 연골 캡의 결함부내에 혈관화를 억제하거나 방지하도록 위치하여, 밑에 있는 골

로부터 연골을 재생시키는 지를 도시한 도면이다. 그 후, 결함 공동부내로 이식하려는 연골세포는 지혈성 배리어의 

상부에 적층된다.

도 2는 결함 부위 상에 캡/패취 또는 밴디지(bandage)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세포 비함유 반투과성 물질(2)에 의해 

덮어진 연골성 캡의 치료하려는 결함부(연골의 갭)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러한 캡은 적소에 고정되는데, 건강한 연골 

내로 공동의 가장자리에 봉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부착된다. 이러한 캡은 배양된 연골세포/연골 이식물이 정위된 관

절의 결함 영역을 덮거나, 부분적으로 부착된 캡 아래에 정위될 것이다.

도 3A는 경계 지대에 인접해 있는 경질 및 연질의 연골의 압박 및 전단력에 대한 상이한 반응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B는 결함부가 물결 벽을 갖도록 조각된 후의 이식 부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C는 관절면 연골(4)내의 적소에 지혈성 배리어(1), 이식된 물질(3), 및 세포 비함유 커버링 패취(2)를 갖는 조각

된 이식 부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A는 컷팅 티스(cutting teeth)(5) 및 돌출된 정위 핀(placement pin)(6)을 나타내는 본 발명의 외과용 장치의 한 

구체예를 도시한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횡단면 도면은 두개의 가능한 컷팅 칼날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도 4B는 본 발명의 외과용 장치의 두 번째 구체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5는 이식 부위를 조각한 후의, 경질 연골 및 연질 연골에 의한 압박 및 전단력에 대한 변형된 상이한 반응을 나타

내는 도면이다.

도 6A는 왼쪽 (내측) 관절융기의 연골 결함을 나타내는 돼지 무릎의 MRI 영상이다.

도 6B는 치료한 지 3개월 후의 동일한 돼지 무릎의 MRI 영상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연골세포 이식, 경골 및 연골 이식, 유합, 관절 복구 및 관절염 질환의 예방 분야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

하게는, 이식 부위를 준비시키는 방 법, 이러한 준비를 위한 기구, 및 준비된 이식 부위에 세포를 자가 이식하는 방법

에 관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500,000번이 넘는 관절성형술 및 전체 관절 대치술이 수행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미국과 거의 같은 

횟수로 유사한 수술이 수행되고 있다. 매년 유럽에서 수행되는 약 90,000번의 전체 무릎관절 대치술 및 약 50,000번

의 무릎관절의 결함을 복구하기 위한 수술이 이러한 횟수에 포함된다. 이러한 많은 수술의 횟수는 사실상 미국과 동

일한 것이다[참고 문헌: Praemer A., Furner S., Rice, D.P.,  Musculoskeletal conditions in the United States , A

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Park Ridge, Ⅲ., 1992, 125]. 연골의 재생-치료를 위한 방법이 가장

유용한데, 이는 관절 손상의 초기 단계에서 수행될 수 있어서, 인공 관절 대치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예방적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골관절염이 발병하는 환자의 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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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에서 연골 구조를 리설페이싱(resurfacing)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은 주로 병든 연골과 연골하골을 절제하면서 혈

관화된 해면골을 노출시키는 연골하 천공, 박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연골의 복구를 유도시키고자 하였다[참

고 문헌: Insall, J., Clin. Orthop. 1974,101,61; Ficat R.P. et al, Clin Orthop. 1979,144,74; Johnson L.L., In:  Op

erative Arthroscopy , McGinty J.B., Ed., Raven Press, New York, 1991, 341].

쿤(Coon) 및 칸(Cahn)(Science 1966, 153, 1116)은 계배(chick embryo) 체절로부터 연골 합성 세포를 배양하는 기

법을 설명하였다. 그 후, 찬(Cahn) 및 라셔(Lasher)(PNAS USA 1967, 58, 1131)는 연골 분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서의 DNA 합성의 관여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연골세포는 성장시 EFG 및 FGF 둘 모두에 반응하지만[참

고 문헌: Gospodarowicz and Mescher, J. Cell Physiology 1977, 93, 117], 궁극적으로 이들의 분화 기능을 손실

하였다[참고 문헌: Benya et al., Cell 1978, 15, 1313]. 연골세포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브리트베르그, 엠(Brittberg,

M.) 등의 문헌[New Engl. J. Med. 1994, 331, 889]에 기재되어 있으며, 대체로 약간씩 조정되면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성장시킨 세포는 환자의 무릎 관절내로의 자가 이식물로서 사용되었다. 추가적으로, 콜레타

스(Kolettas) 등의 문헌[J. Cell Science 1995, 108, 1991]에는 장기간의 세포 배양하에서 콜라겐 및 프로테오글리

칸과 같은 연골 특이적 분자를 발현시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콜레타스 등은 단일층 배양물에서 배양하는 동안의 

형태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참고 문헌: Aulthouse, A. et al., In Vitro Cell Dev. Biol., 1989,25,659; Archer, C. et

al., J. Cell Sci. 1990,97,361; Haenselmann, H. et al., J. Cell Sci. 1994,107,17; Bonaventure, J. et al., Exp. Cell

Res. 1994,212,97], 아가로오스겔상에서 성장시키는 현탁 배양과 비교하여, 많은 과학자에 의해 시험된 스피너 배양

(둥근 세포 형태학을 보유함)으로서의 알기네이트 비드는 타입 Ⅱ 및 타입 Ⅸ 콜라겐과 같은 연골세포 발현된 마커를 

변화시키지 않았고, 큰 결집성 프로테오글리칸, 아그레칸(aggrecan), 베르시칸(versican) 및 링크 단백질은 변하지 

않았다[참고 문헌: Kolettas, E. et al., J. Cell Science 1995,108,1991]는 것을 발견하였다.

관절 연골세포는 연골조직에서만 발견되는 특수화된 중간엽 유도된 세포이다. 연골조직은 무혈관성 조직이며, 이의 

물리적 특성은 연골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세포외 매트릭스에 의존한다. 연골내 골화 동안, 연골세포는 세포 비대로 

유도되는 성숙을 겪게되며, 이는 타입 Ⅹ 콜라겐의 발현의 개시를 특징으로 한다[참고 문헌: Upholt, W.B. and Olsen

, R.R., In:  Cartilage Molecular Aspects (Hall, B amp; Newman, S, Eds.) CRC Boca Raton 1991,43; Reichenbe

rger, E. et al., Dev. Biol. 1991,148,562; Kirsch, T. et al., Diffrentiation, 1992,52,89; Stephens, M. et al., J. Ce

ll Sci. 1993,103,1111].

또한, 관절의 외부층 또는 관절면에서의 타입 Ⅱ 콜라겐의 과다한 분해는 골관절염에 의해 초래된다. 따라서, 콜라겐 

네트워크는 약화된 후, 세동을 발생시킴으로써, 프로테오글리칸과 같은 매트릭스 물질이 손실되고, 결국 완전히 제거

되게 된다. 약해진 골관절염 연골의 이러한 세동은 아래의 석회화된 연골까지 도달하여, 연골하 골내로 도달할 수 있

게 된다[참고 문헌: Kempson, G.E. et al., Biochim. Biophys. Acta 1976,428,741; Roth, V. and Mow, V.C., J. Bo

ne Joint Surgery, 1980,62A,1102; Woo, S.L.-Y. et al., in  Handbook of Bioengineering (R. Skalak and S. Chie

n eds.), McGraw-Hill, New York, 1987,pp.4.1-4.44].

골, 연골 및 다른 이러한 결합 조직의 기초적인 발생, 조직학적 및 현미경적 해부학의 설명은 예를 들어, 휘터, 부르킷 

및 다니엘스(Wheater, Burkitt and Daniels)의 문헌[  Functional Histology , 2 nd Edition(Churchill Livingstone, 

London, 1987, Chp.4)]에 기재되어 있다. 골, 연골 및 다른 결합 조직의 결함의 기초적인 조직학적 해부학의 설명은 

예를 들어, 휘터, 부르킷, 스티븐스(Stevens) 및 로우(Lowe)의 문헌[  Basic Histopathology (Churchill Livingstone

, London, 1985, chp. 21)]에 기재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연골세포 배양, 및 골 및 연골의 조작 분야에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손상된 관절면을 복구하기 위해 연골 또는 연골

세포를 이식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두드러진 성공은 없었다. 본 발명은 교합성(articulating) 관절 및 그 밖의 연골로 

덮어진 골 표면의 결함부내로의 연골 및/또는 연골세포의 이식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여, 

연골을 재생시켜 결함부를 복구한다. 본 발명은 또한, 이식 부위를 준비시켜서, 이식 부위로의 이식하려는 물질의 효

율적인 삽입을 촉진시켜주도록 디자인된 외과용 기구를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지혈성 배리어(barrier) 및 세포 비함유 커버링 패취(covering patch)를 이용하여 적합한 매트릭스내의 연

골세포를 치료될 표면에 이식함으로써 교합성 관절면 연골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우선, 지혈성 배리어

를 치료하려는 표면에 인접한 곳에 정위시키고, 적합한 매트릭스내의 연골세포를 치료하려는 표면상에 정위시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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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성 배리어로부터 원위에 정위시키고, 치료하려는 표면을 세포 비함유 커버링 패취로 덮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하기에 추 가로 설명되는 지혈성 배리어는 혈관화 세포 및 조직이 이식하려는 물질내로 침투하는 것을 억

제하거나 방지하는 배리어이다. 특히, 본 발명의 방법은 혈관이 배리어를 통해 침투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재흡수성의 반투과성 물질인 지혈성 배리어를 제공한다. 한 구체예에서, 지혈성 배리어는 콜라겐을 함유한다. 당 분야

에 사용되는 바와 같이, 본원에 사용된 세포 비함유(cell-free)란 세포 분열, 보급(promulgation), 또는 생물학적 활성

을 촉진시킬 수 있는 손상되지 않은 세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의미한다. 한 가지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세

포 비함유 물질은 모든 무손상 유핵 세포를 함유하지 않는다. 한 구체예에서, 본 방법은 반투과성 콜라겐 매트릭스를 

함유하는 세포 비함유 패취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한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세포 비함유 커버링 패취

의 다공성 표면은 이식 물질쪽으로 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이식 부위로의 콜라겐 또는 연골세포를 자가 이식시키는 방법을 제공하며, 여기에서, 먼저 이식 부위

는 이식하려는 물질을 더욱 잘 수용하도록 외과적 조작에 의해 준비된다. 한 구체예에서, 이식편 부위는 이식 부위의 

벽이 물결 패턴으로 윤곽을 이루도록 조각되어, 이식하려는 물질이 이식 부위내에 정위되고, 팽창되어, 이식 부위 벽

과 접촉하는 경우, 이식편 부위로부터 전체 이식편이 이동하거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교합성 관절의 표면상에 연골 및/또는 연골세포를 이식하기 위한 키트로서, 지혈성 배리어, 세포 비

함유 반투과성 커버링 패취 및 유기 아교를 포함하는 키트를 제공한다. 추가적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의 키트는 임의

로 하나 이상의 외과용 기구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외과용 기구는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이식 부위를 

조각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연골 결함부로의 연골세포의 자가 이식 공정 동안, 정착시키려는 연골내로 돌출되는 모세혈관 고리와 같은

혈관 조직의 형성을 억제하는 특정 생성물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아래에 있는 골로부터의 혈관 조직의 형성

은 형성시키려는 새로운 연골내로 돌출하여, 원하는 중간엽의 특수 연골세포 이외의 세포의 출현을 유도시키려는 경

향이 있을 것이다.

혈관화에 의해 도입된 오염 세포는 이식된 연골세포에 의해 형성시키려는 연골내로의 잠식 및 과다 성장을 유도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제품 타입중 하나는 7일 내지 14일 후에 흡수성이 되는 써지셀(등록상표

: Surgicel)(Ethicon Ltd., UK)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에티콘 리미티드로부터의 패키지

삽입물에 설명된 바와 같은 써지셀과 같은 지혈성 장치의 일반적인 용도와는 다르다.

놀랍게도, 본 발명자는 연골내로의 재혈관화를 억제시키고자 하는 경우, 지혈성 물질이 겔형 인조 응고제와 같이 작

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적혈구가 이러한 지혈성 배리어에 의해 캡핑된 관절 연골의 전층 피부 결함부내에 존재하

는 경우, 이러한 적혈구는 헤마틴으로 화학적으로 변화되어, 혈관 성장을 유도시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브린 접착

제의 존재 또는 부재하에서 재혈관화 억제용 배리어로서 사용되는 지혈용 제품, 예를 들어 써지셀은 본 발명에 의해 

교시되는 방법에 효과적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부분은 이식용 자가 연골세포를 이용하여 배양 된 연골세포/연골이 

이식되고 있는 관절의 결함 영역을 덮는 패취로서 사용되는 세포 비함유 성분의 용도이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연

골 결함을 복구하기 위해 적합한 동종 연골세포 또는 이종 연골세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관절 골 표면의 연골 결함부를 효과적으로 복구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복구하려는 연골 부

위내로의 혈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제 또는 기구를 투여하고, 또한, 복구 부위를 격리시키고, 이식하려는 세포를 

적소에 유지시키는 세포 비함유 배리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복구하려는 부위로의 혈

관화가 효과적으로 억제되도록 복구하려는 부위내로 삽입되는 지혈성 배리어 성분을 포함하는 키트를 제공하며; 이

식하려는 연골세포가 복구하려는 부위내로 정위되는 경우, 이식하려는 연골세포가 적소에 고정되지만 여전히 영양분

에 접근할 수 있게 되도록 세포 비함유 반투과성 배리어가 복구 부위 상에 캡핑된다.

본 발명의 특정 일면은, 혈관 조직의 형성을 억제하는 특정 제품 또는 특정 제품의 조합물과 접촉되는 경우, 연골세포

의 작용을 실험하기 위한 시험관내 시스템을 사용하여 예증되어 왔다. 이러한 시험관내 시험은, 모세혈관 고리가 연

골의 결함부로의 연골세포의 자가 이식 공정 동안 정착되는 연골내로 돌출되는 경우 생체내에서 발생하는 혈관화를 

억제시킬 수 있는 시험된 특정 물질의 능력을 예측해준다.

적합한 지혈성 제품은 혈관 조직, 골세포, 섬유모세포 등이 성장하거나 이들이 발육되는 연골내로 침입하는 것을 억

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짐을 특징으로 한 다. 연골의 형성을 최적화하고, 관절 연골의 임의의 결함의 전체층의 복구

를 달성하기 위해 발육되는 연골내로의 혈관성 및 세포성 침입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적합한 지혈성 물

질은 본 발명의 방법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상적으로, 지혈성 배리어는 완전한 연골 복구를 가능하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연장된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흡수되거나 분해될 수 있다. 적합한 것으로서 확인

된 한 가지 물질은 써지셀 W1912(산화되고 재생된 무균 셀룰로오스를 함유하는 흡수가능한 지혈제; Lot GG3DH, Et

hicon Ltd., UK)로 명명된다. 적합한 물질의 또 다른 예는 바이오기드(BioGide; 등록 상표)(시판되는 타입 Ⅰ 콜라겐 

매트릭스 패드; Geistlich Soehne, Switzerlan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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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유기 아교 물질은 예를 들어, 티스셀(Tisseel; 등록 상표) 또는 티수콜(Tissucol; 등록 상표)(피브린 기재 접착

제; Immuno AG, Austria), 어드히시브 프로테인 (Adhesive Protein)(Cat. #A-2707, Sigma Chemical, USA), 및 다

우 코닝 메디칼 어드히시브 B(Dow Corning Medical Adhesive B)(Cat. #895-3, Dow Corning, USA)와 같이 시중

에서 발견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해 고려되는 외과용 기구는 1회용 또는 재사용가능한 외과용 기구를 제조하기에 적합한 금속 및/또는 플

라스틱으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컷팅 기구는 완전히 환형 또는 평면이거나, 이들 둘 사이의 형태를 갖는 컷팅 티스를 

함유할 수 있다. 연골이 비교적 연질의 물질이므로, 골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연골을 조각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커팅 가장자리를 단단하게 제작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다. 이러한 컷팅 기구는 유체의 투여, 컷팅 잔해 및 유체의 흡입

제거를 위한 구멍, 및 결함 부위를 조명하고 가시화시켜주는 광섬유사(fiber optic thread)가 통합되도록 제작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 양태는 하기에 설명된 실시예에 의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본 발명을 설명하고자 하

는 것이지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자가 이식된 연골 또는 연골세포내로 혈관이 발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라 써지셀을 사용하기 위해서

, 우선 써지셀을 글루타르 알데히드와 같은 고정제로 처리하였다. 요약하면, 써지셀을 1분 동안 0.6% 글루타르 알데

히드로 처리한 후, 조직에 유해할 수 있는 잔여 글루타르 알데히드를 제거하기 위해 몇 차례 세척하였다. 대안적으로, 

써지셀을 실시예 2에 설명될 바와 같이 글루타르 알데히드로 처리하기 전에 티스셀로 불리는 피브린 접착제로 처리

하였다. 예를 들어 글루타르 알데히드와 같은 고정제로 고정되고, 무균의 생리학적 식염수(0.9%)로 세척되고, 냉장고

에 보관되는 써지셀은 1 내지 2개월 동안 용해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써지셀은 7 내지 14일 동안 재

흡수된다. 이 시간은 너무 짧은데, 그 이유는, 이식된 연골 세포가 고형 연골층으로 성장하여 영양 요구량을 인접 연골

로부터 얻게 되기 전에, 골 구조로부터 이식된 연골내로 혈관의 발육 또는 혈관화 그 자체를 방지하는 데는 장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화를 충분히 억제하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 예를 들어, 1개월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기 

제품은 이러한 기간 전에 현저하게 흡수되서는 안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재흡수가 요구된다. 따라서, 억제 배리

어로서 사용되는 유기 물질은 이러한 능력 을 가져야하며, 상기 방식으로 처리된 써지셀은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시예 2

써지셀은 또한 유기 아교로 코팅되며, 본 실시예에 있어서 사용된 아교는 티스셀이지만, 다른 아교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써지셀과 함께 이러한 제품은 본 발명의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가능한 배리어를 생성시킨다. 임의의 다른 지혈

제 또는 혈관 억제 배리어가 사용될 수 있다. 티스셀을 하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혼합하였다. 그 후, 써지셀 물질의 양

면이 젖을 때까지, 써지셀을 티스셀로 분무시켜 코팅시켰다. 그 후, 티스셀(피브린 아교)을 실온에서 고형화시켰다. 그

후, 고형화가 완료되기 바로 전에, 코팅된 써지셀을 0.6% 글루타르 알데히드에 1분간 넣은 후, 무균의 생리학적(0.9%

) 식염수로 세척하였다. 그 후, pH가 7.2 내지 7.4로 안정화 될 때까지, pH를 PBS 및/또는 NaOH로 조정하였다. 그 

후, 이렇게 처리된 써지셀을 15mM Hepes 완충액이 함유된 최소 필수 배지/F12와 같은 조직 배양 배지에서 세척하

였다.

본 실시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발명자는 피브린 접착제로서 티스셀을 사용하여 써지셀을 코팅하였다. 게다가, 

피브린 접착제 또는 아교는 또한, 써지셀이 아교로 부착되는 골쪽의 병변의 기부에 직접 도포될 수 있다. 생체내 시험 

대신에 사용되는 시험관내 시스템은 세포 연구 작업을 위한 NUNCLON TM 델타 6-웰 무균의 1회용 플레이트로 구

성되어 있다(NUNC, InterMed, Roskilde, Denmark). 각각의 웰의 직경은 약 4cm인 것으로 측정된다.

본 발명에서, 피브린 접착제는, 피브린 성분과 함께 사람에게서 허용될 수 있는 아교를 생성시키는 임의의 접착제일 

수 있다[참고 문헌: Ihara, N, et al., Burns Incl. Therm. Inj., 1984, 10,396]. 또한, 본 발명은 피브린 접착제 대신에

사용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아교 성분을 예견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본 발명자는 티스셀 또는 티수콜(Immuno AG, 

Vienna, Austria)을 사용하였다. 티스셀 키트는 하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티스셀(동결건조되고 바이러스 불활성화된 실러(Sealer)로서 피브리노겐, 혈장 피브로넥틴(CIG) 및 인자 ⅩⅢ, 및 플

라스미노겐(Plasminogen)의 응고가능한 단백질을 함유함).

아프로티닌 용액(Aprotinin Solution)(소과)

트롬빈 4(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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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롬빈 500(소과)

염화칼슘 용액

티스셀 키트는 두플로젝트(DUPLOJECT; 등록상표) 도포 시스템을 함유한다. 티스셀 키트를 사용하는 피브린 접착제

또는 2성분 밀봉제는 이뮤노 아게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 하기 방식으로 조합된다.

실시예 3

연골세포를 37℃에서 CO 2 인큐베이터에서 HAM F12, 15mM Hepes 완충액, 및 5 내지 7.5% 자가 혈청을 함유하

는 최소 필수 배양 배지에서 성장시키고, 덴마크 코펜하겐 심비온 사이언스 파크에 소재하는 베리젠 유로브 에이/에

스의 클래스 100 실험실(Class 100 laboratory at Verigen Europe A/S, Symbion Science Park, Copenhagen, De

nmark)에서 실험하였다. 다른 배양 배지의 조성물이 연골세포를 배양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세포를 트립신 EDTA를

이용하여 5 내지 10 분 동안 트립신처리하고, 뷔르커-투르크 챔버(Buerker-Tuerk chamber)에서 트립판 블루 생존

성 염색법(Trypan Blue viability staining)을 이용하여 세포를 계수하였다. 세포수를 ml당 7.5 x 10 5 세포로 조정

하였다. 하나의 NUNCLON TM 플레이트를 클래스 100 실험실에서 뚜껑을 열었다.

써지셀 지혈성 배리어를 NUNCLON TM 조직 배양 트레이내의 웰의 바닥에 맞추어지는 적합한 크기로 잘랐다. 이 경

우, 크기가 약 4cm(임의의 가능한 크기가 될 수 있음)인 환(circle)을 무균 조건하에서 세포 연구 작업을 위한 NUNC

LON TM 델타 6-웰 무균의 1회용 플레이트의 웰의 바닥에 위치시켰다(NUNC, InterMed, Roskilde, Denmark). 웰

의 바닥에 위치시키려는 지혈성 배리어를 실시예 1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전처리하였다. 이러한 처리는 써지셀의 흡수

를 현저하게 지연시킨다. 그 후, 이러한 지혈성 배리어를 증류수로 수 회 세척한 후, 반응하지 않은 글루타르알데히드

가 세척될 때까지 여러차례 세척하였다. 지혈성 배리어내로 흡수되도록 혈청을 함유하는 소량의 세포 배양 배지를 도

포시키고, 동시에, 지혈성 배리어를 웰의 바닥에서 젖은채로 유지시켰다.

1ml 배양 배지중의 약 10 6 세포를 지혈성 배리어 상부에 직접 위치시키고, 상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0.4% 글루타르

알데히드로 전처리된 지혈성 배리어의 표면 위로 분산시켰다. 그 후, 플레이트를 37℃에서 60분간 CO 2 인큐베이터

에서 인큐베이션시켰다. 5 내지 7.5% 혈청을 함유하는 2 내지 5ml 양의 조직 배양 배지를 세포를 함유하는 웰에 조심

스럽게 첨가하면서, 배지를 방출시킬 때 피펫 팁을 웰의 측면에 비스듬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세포가 튀는 것을 방지하

였다. 배지의 pH가 너무 낮은(pH~6.8)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pH를 7.4 내지 7.5로 조정하였다. 다음날, 일부 연골

세포는 클러스터 형태로 배치된 지혈성 배리어상에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pH를 조정하기 전에 세포의 일부는 낮은

pH에 노출됨으로써 치사하였다. 플레이트를 3일째에 배지를 갈아주면서 3 내지 7일 동안 인큐베이션하였다.

인큐베이션 말기에, 배지를 따라내고, 0.1M의 디메틸아르신산의 나트륨염(또한, 나트륨 카코딜레이트로 불림, pH를 

HCl을 사용하여 7.4로 조정)을 함유하는 차갑게 냉장된 2.5% 글루타르알데히드를 세포를 준비시키기 위한 고정제 및

전자 현미경으로 차후 관찰하기 위한 지지제(지혈성 배리어)로서 첨가하였다.

실시예 4

연골세포를 37℃에서 CO 2 인큐베이터에서 HAM F12, 15mM Hepes 완충액, 및 5 내지 7.5% 자가 혈청을 함유하

는 최소 필수 배양 배지에서 성장시키고, 덴마크 코펜하겐 심비온 사이언스 파크에 소재하는 베리젠 유로브 에이/에

스의 클래스 100 실험실에서 실험하였다. 다른 배양 배지의 조성물이 연골세포를 배양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세포

를 트립신 EDTA를 이용하여 5 내지 10분간 트립신처리시키고, 뷔르커-투르크 챔버내에서 트립판 블루 생존 염색법

을 이용하여 세포를 계수하였다. 세포수를 1ml당 7.5 x 10 5 개 세포로 조정하였다. 하나의 눈클런 플레이트를 클래

스 100 실험실에서 뚜껑을 열었다.

써지셀(지혈성 배리어로서 사용됨)을 실시예 1에 설명된 바와 같이 1분 동안 0.6% 글루타르 알데히드로 처리하고, 0.

9% 무균 염화나트륨 용액, 또는, 바람직하게는, PBS 완충액과 같은 완충액 또는 MEM/F12와 같은 배양 배지로 세척

하였는데, 그 이유는 글루타르 알데히드 처리 후 pH가 6.8이며, 바람직하게는, 7.0 내지 7.5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플로젝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써지셀의 양면을 상기 티스셀로 도포하여, 써지셀의 양면을 코팅시키고, 패취는 피브린 

접착제와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된다. 아교를 무균 상태에서 3 내지 5분 이상 동안 건조되도록 방치하였다. '코팅된' 

지혈성 배리어를 세포 연구 작업을 위한 눈클런 델타 6-웰 플레이트의 웰의 바닥에 위치시켰다. 혈청을 함유하는 소

량의 조직 배양 배지를 지혈성 배리어내로 흡수되도록 적용하였다. 혈청을 함유하는 1ml 조직 배양 배지중 약 10 6

개 세포를 지혈제의 상부에 직접 위치시키면서, 지혈성 배리어의 표면위로 분산시켰다. 그 후, 플레이트를 37℃에서 

60분간 CO 2 인큐베이터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5 내지 7.5% 혈청을 함유하는 2 내지 5ml의 조직 배양 배지의 양을

세포를 함유하는 웰에 첨가하면서, 배지를 방출시킬 때 피펫 팁을 웰의 측면에 비스듬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세포가 튀

는 것을 방지하였다. 3 내지 6일 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 과, 세포가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써지셀에 부착하고, 써지

셀내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써지셀이 연골세포에 유독성을 갖지 않으며, 연골세포가 만족스러운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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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써지셀내로 성장함을 암시한다.

플레이트를 3일째에 배지를 갈아주면서 3 내지 7일 동안 인큐베이션하였다. 인큐베이션 말기에, 배지를 따라내고, 0.

1M의 디메틸아르신산의 나트륨염(또한, 나트륨 카코딜레이트로 불림, pH를 HCl을 사용하여 7.4로 조절)을 함유하는

차갑게 냉장된 2.5% 글루타르알데히드를 세포를 준비시키기 위한 고정제 및 전자 현미경으로 차후 관찰하기 위한 지

지제(지혈성 배리어)로서 첨가하였다

실시예 5

연골세포를 37℃에서 CO 2 인큐베이터에서 HAM F12, 15mM Hepes 완충액, 및 5 내지 7.5% 자가 혈청을 함유하

는 최소 필수 배양 배지에서 성장시키고, 덴마크 코펜하겐 심비온 사이언스 파크에 소재하는 베리젠 유로브 에이/에

스의 클래스 100 실험실에서 실험하였다. 세포를 트립신 EDTA를 이용하여 5 내지 10 분 동안 트립신처리시키고, 뷔

르커-투르크 챔버의 트립판 블루 생존 염색법을 이용하여 세포를 계수하였다. 세포수를 ml당 7.5 x 10 5 내지 2 x 1

0 6 개 세포로 조정하였다. 하나의 눈클런 플레이트를 클래스 100 실험실에서 뚜껑을 열었다.

바이로-기드(Bio-Gide; 등록 상표)가 재흡수가능한 이중층막으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지혈성 배리어 뿐만 아

니라 배양된 연골세포가 이식되고 있는 관절의 결함 영역을 덮는 패취 또는 밴디지로서 이용될 것이다. 상기 바이오-

기드는 표준화되고, 조절된 제조 공정에 의해 수득된 순수한 콜라겐 막이다(참조: E.D. Geistlich Soehne AB, CH-6

110 Wolhusen). 콜라겐을 수의학적으로 증명된 돼지로부터 추출하고, 항원 반응을 피하기 위해 주의깊게 정제하고, 

이중 블리스터(blister)에서 γ-조사에 의해 멸균하였다. 이중층막은 다공성 표면 및 조밀한 표면을 갖는다. 상기 막

은 추가의 가교 또는 화학적 처리 없이 콜라겐 타입 Ⅰ 및 타입 Ⅲ로 제조된다. 콜라겐은 24주내에 재흡수된다. 상기 

막은 젖었을 때에도 이의 구조적 일체성을 유지하며, 봉합제 또는 네일(nail)에 의해 고정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막은 

봉합제 대신 또는 봉합제와 함께 티스셀과 같은 피브린 접착제를 사용하여 인접 연골 또는 조직에 '아교 접착'될 수 있

다.

바이오-기드를 클래스 100 실험실에서 뚜껑을 열고, 무균 조건하에서 세포 연구 작업을 위한 눈클런 델타 6-웰 무균

의 1회용 플레이트의 웰의 바닥에 위치시키면서 - 이중층막의 다공성 표면을 위로 향하게 하거나, 조밀한 표면을 위

로 향하게 하였다. 혈청을 함유하는 1ml 조직 배양 배지중 약 10 6 세포를 바이로-기드의 상부에 직접 위치시키면서,

바이오-기드의 다공성 표면 또는 조밀한 표면 위에 분산시켰다. 그 후, 플레이트를 37℃에서 60분간 CO 2 인큐베이

터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5 내지 7.5% 혈청을 함유하는 2 내지 5ml 양의 조직 배양 배지를 세포를 함유하는 웰에 첨

가하면서, 배지를 방출시킬 때 피펫 팁을 웰의 측면에 비스듬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세포가 튀는 것을 방지하였다.

연골세포를 바이오-기드를 함유하는 웰에 위치시킨 지 이틀 후, 세포를 니콘 인버티드 현미경(Nikon Inverted micro

scope)로 관찰하였다. 일부 연골세포가 바이오-기드의 가장자리에 부착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물론, 이러한 현미경

으로 바이오-기드 자체를 꿰뚫어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플레이트를 3일째에 배지를 갈아주면서 3 내지 7일 동안 인큐베이션하였다. 인큐베이션 말기에, 배지를 따라내고, 0.

1M의 디메틸아르신산의 나트륨염(또한, 나트륨 카코딜레이트로 불림, pH를 HCl을 사용하여 7.4로 조절)을 함유하는

차갑게 냉장된 2.5% 글루타르알데히드를 다공성 표면 또는 조밀한 표면상에서 배양된 세포를 갖는 바이오-기드 지

지제 및 세포를 준비시키기 위한 고정제로서 첨가하였다. 그 후, 바이오-기드 패취를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 

덴마크의 에를레브 하스피털(Herlev Hospital, Denmark)의 병리학과에 보냈다.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바이로-기드의 조밀한 표면상에서 배양된 연골세포는 바이오-기드의 콜라겐 구조로 

성장하지 않았으며, 반면, 다공성 표면상에서 배양된 세포는 실제로 콜라겐 구조로 성장하였으며, 게다가, 프로테오글

리칸의 존재를 나타냈지만, 섬유아세포 구조의 표시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를 들어 바이오-기드 패취와 같은 콜

라겐 패취가 연골 결함부를 덮는 패취로서 봉해질 경우, 다공성 표면이 배양된 연골세포가 결함부로 주입되는 결함부

쪽으로 아래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후, 이들은 콜라겐을 투과하여, 손상되지 않은 표면과 일치하는 평활

한 연골 표면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 영역에서, 프로테오글리칸의 평활한 층이 적층될 것이다. 그러나, 콜라겐의 조밀

한 표면이 결함부쪽으로 아래로 향하게 된 경우, 이식될 연골세포는 콜라겐과 통합되지 않을 것이며, 세포 는 상기에 

설명된 바와 같은 동일한 평활한 표면을 생성하지 못할 것이다.

실시예 6

연골세포를 37℃에서 CO 2 인큐베이터에서 HAM F12, 15mM Hepes 완충액, 및 5 내지 7.5% 자가 혈청을 함유하

는 최소 필수 배양 배지에서 성장시키고, 덴마크 코펜하겐 심비온 사이언스 파크에 소재하는 베리젠 유로브 에이/에

스의 클래스 100 실험실에서 실험하였다. 세포를 트립신 EDTA를 이용하여 5 내지 10 분 동안 트립신처리시키고, 뷔

르커-투르크 챔버의 트립판 블루 생존 염색법을 이용하여 세포를 계수하였다. 세포 수를 ml당 7.5 x 10 5 내지 2 x 1

0 6 세포로 조정하였다. 하나의 눈클런 플레이트를 클래스 100 실험실에서 뚜껑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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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흡수가능한 이중층 막으로서 사용되는 바이오-기드는 또한 제품 설명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티스셀에서 일

반적으로 발견되는 것 보다 추가의 훨씬 높은 함량의 아프로티닌을 지니면서 티스셀과 같은 유기 아교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아프로티닌의 함량을 약 25,000 KIU/ml로 증가시킴으로써, 물질의 재흡수는 전형적인 몇 일 대신에 몇 주

까지 지연될 것이다.

시험관내에서 이러한 특성을 시험하기 위해, 티스셀을 눈클런 플레이트의 웰의 바닥에 적용시키고, 불완전하게 고형

화시켰다. 그 후, 바이오-기드와 같은 콜라겐 패취를 티스셀위로 적용시키고, 웰의 바닥에 아교 접착시켰다. 바이오-

기드와 티스셀의 이러한 조합은 혈관이 연골세포 이식 영역내로 발육하거나 침입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지

혈성 배리어가 되도록 설계된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콜라겐 패취는 병변의 바닥에서(복구될 표면에 가장 근접한 위치

) 지혈성 배리어로서 및 연골 형성을 위한 지지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원위 표면이 콜라겐 패취의 다공

성 측면일 수 있어서, 연골세포 및 연골 매트릭스의 침투를 촉진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하이브리드 

콜라겐 패취는 또한, 콜라겐 다공성 표면이 이식된 연골세포 및 상부를 형성하는 배리어쪽으로 유도되게 하면서 이식

물의 상부를 덮는데 사용될 수 있다. 증가된 아프로티닌 성분을 갖는 하이브리드 콜라겐 패취는 또한 티스셀과 같은 

임의의 유기 아교 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직접 결함부내에 위치하여 자연적인 힘에 의해 부착된다. 따라서, 콜라겐 패

취는 패취의 다공성 표면을 이식된 연골세포/연골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지혈성 배리어 및 복구/이식 부위의 세포 비

함유 커버링 둘 모두로서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변형물은 타입 Ⅱ 콜라겐으로 구성된 콜라겐 패취(참조: Geistlich 

Sohne AG, CH-6110 Wolhusen)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하이브리드 콜라겐 패취를 제공하며, 상기 패취는 유기 매트릭스 아교와 결합된, 증가된 수준의 아

프로티닌 성분, 바람직하게는, 약 25,000 KIU/ml를 갖는 콜라겐이며, 상기 콜라겐 성분은 바이오-기드 재흡수가능한

이중층 물질 또는 타입 Ⅱ 콜라겐과 유사하며, 유기 아교는 티스셀 물질과 유사하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하이브리드

콜라겐 패취는 복구 부위에 접착시키기 위해 임의의 유기 아교를 사용하지 않는다.

실시예 7

골관절염 연골의 약해진 구조 때문에, 결함이 있는 연골의 이식 부위로 이식 된 배양된 자가 연골세포의 부착이 억제

되어, 새로이 이식된 연골/연골세포와 주변의 정착된 연골 사이에 변연대(marginal zone)(경계 영역)이 생성될 수 있

다. 이식 부위가 선형적으로 곧고 평활한 벽 절단부를 생성시킴으로써 이식편에 대해 준비되는 경우, 이러한 변연대는

아주 뚜렷해질 것이다. 이식 부위가 선형적으로 절단될 경우, 이러한 변연대를 가로지르는 전단력 및 압박력(도 3A에

도시됨)이 큰 힘을 가하여, 이식편을 이동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연대 및 이러한 변연대에 걸친 물질의 상이한 이동은

이식되는 물질과 주변의 물질 사이의 융합성 유합을 억제할 것이다. 이러한 변연대 전단은 인접 물질의 경도가 상이

할 경우 더욱 심하게 된다. 많은 경우, 이식 물질은 주변 물질보다 더 연질이지만, 골관절염의 몇몇 경우, 주변 연골은 

사실상 이식된 연골세포/연골보다 더욱 연질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의 방법은 벽이 선형이 되지 않도록 이식 부위의 벽을 조각하기 위해 

외과용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시하고 있으며, 기복이 있는 표면을 제공하여 경계 영역 전단을 감소시키고, 이식된

물질을 고정시켰다. 또한, 골 표면에 근접한 부위의 직경이 골에 대해 먼쪽에 있는 구멍과 복구하려는 연골의 표면에 

있는 구멍 보다 큰 치수를 가져서 '역 깔대기' 효과가 존재하도록 이식 부위를 형상화시킬 수 있다. 표면에서 좁아진 

구멍은 변연대 전단을 감소시키고 이식 부위로부터의 이식편 물질의 배제를 감소시키는 것을 도울 것이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볼트 또는 스크루를 수용하기 위한 나사(threaded) 구멍과 유사한 형태로 이식 부위의 벽을 조각하여(도 3

B에 도시됨), '수' 및 '암' 나사깍기로서 설명될 수 있는 이식편 부위로부터 이식된 물 질의 압박 및 이식 부위로부터의

방출에 대한 기계적 저항성을 제공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본 발명에 의해 고려되는 외과용 기구는 1회용 또는 재사용가능한 외과용 기구를 제조하기에 적합한 금속 및/또는 플

라스틱으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연골이 비교적 연질의 물질이므로, 골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연골을 조각할 수 

있게 해주는 단단한 플라스틱 절단 에지를 제작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다. 이러한 절단 기구는 유체의 투여, 컷팅 잔해

및 유체의 흡입 제거를 위한 구멍, 및 결함 부위를 비춰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광섬유사가 통합되도록 제작될 수 있

다. 상기 기구의 특정 구체예에서, 기구의 기부는 돌출 점 또는 핀형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이식편 부위에서 기

구를 조정하거나 정위시키는 것을 돕는다. 물론, 이러한 핀은 아래에 있는 골에 끼치는 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될 

것이다.

기구의 절단면은 단일 톱날 또는 다중 톱날, 또는 금속 부품에서 나사산 홀(hole)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탭

내의 패턴과 같은 스크루 패턴을 가질 수 있지만, 절단 기구에 필요한 특징은 생성된 이식 부위의 조각된 측면이 기복

이 있고 비선형이라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구체예에서, 기구의 절단 에지는 도 4A 또는 도 4B에 도시된 에지

와 유사하게 성형될 수 있다. 절단 에지는 절단 기구의 직경 주위를 감싼다는 점에서, 평평하거나 환형일 수 있다. 많

은 다른 형태가 본 방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어, 이식된 물질 및 주변 물질상의 압박 및 전단력에 대한 상이한

반응에 대한 기계적 저항성을 제공하는 경계면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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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8

4개월된 요크셔계 잡종 돼지를 일반적 마취약으로 처리하여, 반듯이 눕혔다. 상기 돼지를 세척하고, 아리조나 페닉스

에 소재하는 해링턴 관절염 연구 센터(Harrington Arthritis Research Center, Phoenix, Arizona)에 있는 수술실로 

옮겼다. 모든 외과 처리는 무균상태로 수행하였다. 왼쪽 뒷 다리, 이에 근접한 복부 및 사타구니 부분을 요오드로 세정

하였다. 무릎 관절을 국부화시키고, 슬개골을 국부화시켰다. 슬개골의 뒷부분으로부터 약 3cm로 내측 절개를 수행하

고, 몇몇 피하조직, 근육층 및 인대를 대퇴골내측 관절융기에 접근하도록 거의 절단하였다. 환형 커터를 이용하여, 병

변을 내측관절융기의 내측부상의 백색 연골에서 준비시켜서, 상기 관절융기의 내측 후부를 덮는 연골의 가장 자리에 

대해 0.5 내지 1cm 마진(margin)을 남겨놓았다(왼쪽 관절융기, 도 6A). 내측 관절융기의 꼬리 중량 함유 부분에 0.5 

내지 1cm의 결함을 입혔다. 전체 외과 처리는 왼쪽 대퇴부상에서 지혈대 없이 수행하였다. 적합하게는 상이한 층 및 

피부를 봉합하였다.

3일째에, 상기 동물을 다시 수술실로 옮기고, 상기한 바와 같이 수술대에 위치시켜, 일반적 마취제로 마취하였다. 왼

쪽 뒷 다리, 복부 및 사타구니 영역을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요오드로 처리하였다. 봉합선을 자르고, 상기 영역을 개

방하였다. 적당한 혈종이 무릎 관절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혈액 응고물을 제거하고, 결함부를 관찰하였다. 

혈액 응고물이 결함부에 존재하였으며, 이를 제거하였다. 병변의 영역 보다 조금 크거나 이에 상응하는 크기를 지니고

수나사산 컷팅 에지를 지니도록 설계된 무균의 외과용 기구를 조심스럽게 결함부내로 조이면 서 넣었다. 바이오기드 

패드를 결함부의 바닥과 동일한 크기로 잘랐다. 어드히시브 프로테인(A-2707, Sigma Chemical, USA)으로 불리는, 

사용된 제 1 아교를 다듬어진 지혈성 배리어 패드의 조밀한 측면상에 적용시키고, 상기에 설명된 배리어로서 패드를 

이용하여 조밀한 측면이 병변의 바닥으로 향하도록 패드를 위치시켰다. 이러한 아교는 매우 빠르게 건조되지 않는 것

으로 밝혀졌다. 결함부의 바닥으로부터 약간의 출혈은 즉시 멈추었다. 두 번째 바이오기드를 병변의 영역 보다 다소 

크게 자르고, 조밀한 측면이 상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위로 가도록 위치시켰다(따라서, 다공성 측면이 아래의 이식편

으로 향함).

그 후, 이러한 비세포성 커버링 패드를 한 쪽 에지를 개방시켜 놓으면서 공동 위에서 봉합시키며, 여기서, 체외 이식

하려는 연골세포는 이식 부위내로 주입될 수 있다. 패드의 에지의 주변부를 제 2 아교, 즉, 도우 코닝 메디칼 어드히시

브 B(Dow Corning Medical Adhesive B)(Cat. #895-3, Dow Corning, USA)로 덮었다. 이러한 제 2 아교는 제 1 아

교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건조되었다. 이러한 특정 과정 동안, 제 1 아교는 캡의 봉합이 시도되는 경우 지혈성 

배리어를 적소에 고정시킬 수 정도로 충분히 건조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식 부위의 인접 표면상에 형성된 주요

배리어는 아교 그 자체이다.

1ml 주사기 및 16 게이지(gauge) 바늘을 이용하여, 연골세포 현탁액(약 0.6ml)을 주사기의 배럴내로 유도시켰다. 16

게이지 바늘을 23 게이지의 짧은 바늘로 바꾸고, 세포 현탁액을 봉합된 커버링 패취 아래의 이식편 부위내로 주입하

였 다(약 10 x 10 6 세포). 그 후, 캡의 개방 에지를 바늘을 제거하기 전에 아교 접착시키고, 바늘을 조심스럽게 회수

하였다. 세포의 누출이 관찰되지 않았다. 상처를 상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봉합하되, 지혈대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출

혈은 관찰되지 않았다. 최종 피부 층을 봉합하였다. 봉합 후, 피부의 돌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혈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술후 회복은 무사히 진행되었다.

상기에 의해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식된 연골세포는 시험 돼지의 무릎 관절의 관절연골 표면에 있는 결함부를 

복구하기에 충분한 연골 매트릭스를 생성하였다. 도 6A는 무릎에 생긴 연골 결함을 보여주는 돼지 무릎의 MRI 영상

이며(왼쪽 관절융기, 내측 관절융기), 도 6B는 결함이 복구된 치료후 3개월 후의 동일한 돼지 무릎 관절의 MRI 영상

이다.

실시예 9

본 발명의 방법을 실행하기에 유용한 성분을 포함하는 키트는 외과 세팅에서 본 발명의 방법이 편리하게 수행될 수 

있게 해준다. 한 가지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본 발명의 키트는 외과적 환경에서 용이하게 사용하기에 적합한 무균 성

분을 제공하며, 적합한 지혈성 배리어, 적합한 커버링 패취, 필요에 따라, 유기 아교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키트

는 관절 표면 결함부내로 이식되는 자가 연골세포를 지지하기에 적합한 무균의 세포 비함유 매트릭스 물질을 제공할 

수 있다. 한 구체예에서, 본 발명의 키트는 써지셀 지혈성 배리어 및 티스셀 유기 아교가 적당히 코팅된 바이오-기드 

커버링 패취를 함유하며, 여기서, 써지셀 및 바이오-기드는 재흡수까지의 시간을 연장시키도록 본 발명의 교시에 따

라 처리되었다. 티스셀이 예비 코팅된 경우, 한 구체예에 있어서, 재흡수까지의 시간을 연장시키도록 티스셀은 추가의

아프로티닌으로 보충되었다.

또 다른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지혈성 배리어 및 커버링 패취는 둘 모두 재흡수까지 시간을 연장하도록 처리된 반투

성 콜라겐 매트릭스이다. 모든 복구/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유의 변이성 및 독특한 환경으로 인해 필요에 따라 적

용되는 분리 성분으로서의 강화된 형태의 티스셀 아교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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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키트의 또 다른 구체예는 상기의 실시예 7에 설명된 바와 같은 외과용 기구 또는 이들의 적합한 변형체를 

포함할 것이다.

당업자는 많은 변형체 및/또는 변이물이 상기에 설명된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특정 구체예에 

제시된 본 발명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교합성(articulating) 관절 및 그 밖의 연골로 덮어진 골 표면의 결함부내로의 연골 및/또는 연골세포의 이

식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여, 연골을 재생시켜 결함부를 복구한다. 본 발명은 또한, 이식 

부위를 준비시켜서, 이식 부위로의 이식하려는 물질의 효율적인 삽입을 촉진시켜주도록 디자인된 외과용 기구를 제

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합한 매트릭스내의 연골세포가 지혈성 배리어와 커버링 패취를 이용하여 치료될 표면에 이식되는, 관절 표면 연골

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약제 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연골세포의 용도로서, 지혈성 배리어를 치료될 표면에 근

접하게 위치시키고, 적합한 매트릭스내의 연골세포를 지혈성 배리어에 대해 원위에서 치료될 표면상에 위치시키고, 

치료될 표면을 커버링-패취로 덮는 것을 포함하는 용도.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먼저 커버링-패취가 이식 부위를 덮는 연골의 표면에 부착된 후, 연골세포가 커버링-패취 아래의 

이식 부위내로 위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청구항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있어서, 커버링-패취가 반투성 콜라겐 매트릭스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커버링-패취가 다공성 표면을 갖는 반투성 콜라겐 매트릭스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다공성 표면이 이식된 연골세포와 접촉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청구항 6.
제 3 항 내지 제 5 항에 있어서, 커버링-패취가 손상되지 않은 세포가 없는 반투성 콜라겐 매트릭스를 함유함을 특징

으로 하는 용도.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에 있어서, 지혈성 배리어가 배리어를 통한 혈관 침입을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재흡수가능한 반투

성 물질임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7 항에 있어서, 지혈성 배리어가 콜라겐을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청구항 9.
표면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연골세포의 용도로서,

먼저 이식 부위의 벽이 비선형이거나 기복이 있는 형태가 되도록 이식 부위를 조각하고, 조각된 이식 부위내의 치료

될 표면의 근위에 지혈성 배리어를 위치시키고, 적합한 매트릭스내의 연골세포를 이식 부위내에서 지혈성 배리어상에

위치시키고, 커버링-패취로 치료될 표면을 덮는 것을 포함하는 용도.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이식 부위내에서 지혈성 배리어상에 연골세포를 위치시키기 전에, 커버링-패취가 부분적으로 부착

됨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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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9 항 및 제 10 항에 있어서, 지혈성 배리어가 배리어를 통한 혈관 침입을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재흡수가능한 반투

성 물질임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청구항 12.
제 9 항 내지 제 11 항에 있어서, 지혈성 배리어가 콜라겐을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청구항 13.
제 9 항 내지 제 12 항에 있어서, 커버링-패취가 세포 비함유 반투성 콜라겐 매트릭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용도.

청구항 14.
연골세포를 관절의 표면상에 이식시키기 위한 키트로서,

관절 표면상에 정위되어질 수 있는 재흡수 저항성이 되도록 전처리된 지혈성 배리어, 관절 표면을 덮게 되어질 수 있

는 재흡수 저항성이 되도록 전처리된 커버링-패취, 및 지혈성 배리어, 커버링-패취 또는 둘 모두를 관절 표면에 부착

시킬 수 있는 유기 아교를 포함하는 키트.

청구항 15.
재흡수를 억제하도록 처리된 지혈성 배리어, 재흡수를 억제하도록 처리된 커버링-패취, 및 유기 아교를 포함하는 제 

1 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키트.

청구항 16.
관절 연골 표면내의 벽과 바닥을 포함하는 이식 부위를 조각하기 위한 외과용 기구로서,

이식 부위내에서 나선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스크라이빙(scribing)하는 경우 이식 부위의 벽이 비선형적으로 조각되

도록, 로드 또는 핸들에 부착된 컷팅 에지를 포함하는 외과용 기구.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컷팅 에지가 비선형임을 특징으로 하는 외과용 기구.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컷팅 에지가 관형 또는 환형 로드의 표면을 따라 나선을 이루는 나선형 칼날로서 형성됨을 특징으

로 하는 외과용 기구.

청구항 19.
제 15항에 있어서, 이식 부위의 벽을 조각하기 위한 외과용 기구를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키트.

청구항 20.
제 15항에 있어서, 이식 부위내에 정위되는 연골세포를 지지하기에 적합한 매트릭스 물질을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하는 키트.

청구항 21.
제 15항에 있어서, 이식 부위의 벽을 조각하기 위한 외과용 기구 및 이식 부위내에 정위되는 연골세포를 지지하기에 

적합한 매트릭스 물질을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키트.

청구항 22.
관절 연골 표면내의 벽과 바닥을 포함하는 이식 부위를 조각하기 위한 외과용 기구로서,

이식 부위내에서 나선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스크라이빙(scribing)하는 경우 이식 부위의 벽이 기복이 있는 형태로 조

각되도록, 로드 또는 핸들에 부착된 컷팅 에지를 포함하는 외과용 기구.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컷팅 에지가 기복이 있는 형태임을 특징으로 하는 외과용 기구.

청구항 24.
제 22항에 있어서, 컷팅 에지가 관형 또는 환형 로드의 표면을 따라 나선을 이루는 나선형 칼날로서 형성됨을 특징으

로 하는 외과용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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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연골을 관절의 표면상에 이식시키기 위한 키트로서,

관절 표면상에 정위되어질 수 있는 재흡수 저항성이 되도록 전처리된 지혈성 배리어, 관절 표면을 덮게 되어질 수 있

는 재흡수 저항성이 되도록 전처리된 커버링-패취, 및 지혈성 배리어, 커버링-패취 또는 둘 모두를 관절 표면에 부착

시킬 수 있는 유기 아교를 포함하는 키트.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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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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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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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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