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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aimed to offer basic data in long term drug efficacy test using
monosodium iodoacetate-induced osteoarthrits model.
Methods Sixty male rats were divided into normal and osteoarthritic group. Rats of normal group were injected with 0.1 ml physiological saline, and rats of osteoarthritic group
were inected with 0.1 ml monosodium iodoacetate (3 mg/ml) into each left and right knee
joint cavities. Gross examination, proteoglycan contents and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on the knee joint were performed at 10, 20, 40, and 60 days after injection.
Results Grossly, degenerative changes at 10 days, desquamation at 40 days, and ulceration of articular cartilages at 60 days were observed. Proteoglycan contents in articular
cartilages were decreased rapidly to 40 days, after than decreased gradually. Osteoarthritic
scores were increased rapidly to 20 days, after than increased gradually to 60 days.
Conclusions From above results, osteoarthritis model induced by a single intra-articular
injection of monosodium iodoacetete is useful model for long term drug efficacy test. (J
Korean Med Rehab 2015;25(4):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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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되어, 골관절염은 근골격계를 침범하는 가장 흔한

서론»»»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골관절염(osteoarthrtis)은 만성 퇴행성 관절질환으로

한의학적으로 골관절염은 痺證의 범위에 속하는 질환

초기에는 관절연골의 변성으로 시작되나 점진적으로 관

으로 여겨지고 있으며3), Hou 등4)은 2013년부터 과거 50

절연골 및 연골하 골조직의 파괴로 인한 통증 및 강직증

년간 골관절염 환자에게 적용한 전통중의학적 치료에 관

1)

2)

을 초래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 2013 국민건강통계 에

한 문헌 연구를 통해서 침, 약포(herbal patch), 한약, 기

의하면 방사선학적 골관절염 유병율은 50대의 연령에서

공 등의 치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침구치료는

19%, 60대의 연령에서 40%, 70세 이상의 연령에서 61%

비교적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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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에 대한 실험적 연구에 사용되는 질환모델로
5)

6)

는 외과적 십자인대 손상 , collagenase 관절강내 접종 ,
7)

papain 관절강내 접종 , monosodium iodoacetate (MIA)
8)

관절강내 접종 등 여러 병태모델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군(osteoarthritic group)에 각각 30마리씩을 배정하였다.
정상군의 모든 개체에는 실험개시일에 양측 슬관절강
내에 각 각 멸균 생리식염수 0.1 ml씩을 1회 주사하였
다.

MIA 유발 골관절염 모델은 비교적 단기간에 병변이 유발

골관절염군의 모든 개체에는 Januzs 등8)의 방법을 변

되고, 용량의존성으로 병변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또한

형하여 실험개시일에 양측 슬관절강내에 각 각 3 mg/ml

9)

농도의 monosodium iodoacetate (MIA) (Sigma, USA)

사람의 골관절염과 유사하여 한의학적 치료의 효능평가
10-12)

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

용액 0.1 ml 씩을 1회 주사하여 골관절염을 유발시켰다.

그러나 현재까지 MIA 골관절염 모델을 이용한 대부분
의 연구는 MIA 접종 후 3주 또는 5주에 국한되어 수행되
어 왔다. 골관절염은 만성 질환이기에, 비록 실험적으로 골
관절염 병변이 단기간에 만들어 진다고 할지라도, 그 효능
평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다면 보다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MIA 접
종에 따른 슬관절의 육안적 변화, 병리조직학적 변화 및
관절연골의 proteoglycan 함유율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서
관찰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3. 검사 항목 및 방법
1) 체중의 측정
실험개시일, 실험 10일, 20일, 40일, 60일에 모든 개체
의 체중을 측정하였다.
2) 표본의 처리
실험 10일에는 군당 6마리씩을, 실험 20일, 40일 및

따라서 필자 등은 슬관절강내에 MIA를 1회 투여하고

60일에는 군당 8마리씩을 경추탈골법으로 희생시킨 후

60일간 육안적 소견, 병리조직학적 소견 및 proteogly-

우측 및 좌측 슬관절 부위를 적출하고 10% 중성포르마

can 함유율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린액에 담가 24시간 고정하였다. 고정된 우측 슬관절에

MIA 유발 골관절염모델은 골관절염 치료약물의 장기간

서 경골을 분리하여 육안관찰 및 safranin O 염색에 사

효능평가에 매우 유용한 모델이라고 생각되어 보고하는

용하였으며, 좌측 슬관절은 병리조직학적 검사에 사용하

바이다.

였다.
3) 관절연골의 육안 관잘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체중 200 g 내외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나라
바이오텍, 한국)를 구입하여 **대학교 동물사육실(온도
o

고정된 우측 경골 근위단의 관절연골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사진 촬영하여 육안적으로 관절연골표면의 상
태를 관찰하였다.
4) 관절연골의 proteoglycan (PG) 함유율 평가
육안관찰에 사용된 경골 근위단을 40% formic acid액

23 C, 습도 55%, 12시간 주기 명암)에서 일주일간 실험실

과 20% sodium citrate액을 동량으로 섞은 탈회액에 담

환경에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전 실험기간 동안 사료

가 4일간 교반 시키면서 탈회시켰다. 탈회된 경골 근위

및 음수는 충분하게 제공하였다. 본 동물실험은 ***** 동

단의 정중 관상단면을 만들고 일반적인 조직처리과정을

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smecae 14-06-02)하

거쳐 파라핀 포매하고 5 μm 두께의 박절편을 제작하

에 실시되었다.

였다.
경골 근위단 관절연골내의 PG 변성을 확인하기 위하

2. 실험군의 설정

여, 박절편된 표본을 safranin O 염색 및 Hematoxylin 대
조염색을 실시하였다. 저배율의 시야에서 관절연골이 모

총 60마리의 흰쥐를 정상군(normal group)과 골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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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보이도록 조직사진을 촬영한 후 칼라영상분석기(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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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netics, Image-Pro Plus, USA)를 이용하여 관절연골
에서의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정상군에서 측정된 투과도
의 평균을 100%로 설정하고 골관절염군에서 측정된 투과

결과»»»
1. 체중의 차이

도를 환산하여 PG 함유율로 평가하였다.
정상군의 체중은 실험개시일부터 실험종료일까지 현저

5) 병리조직학적 관찰 및 골관절염 지수의 평가

히 증가되어 60일간의 체중증가율은 77.6%에 달하였다.

좌측 슬관절을 탈회액에 담가 4일간 교반 시키면서 탈

골관절염군의 체중은 실험 10, 20, 40일에 각각의 정상군

회시켰다. 대퇴골 및 경골의 관절면과 슬관절낭이 포함되

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낮았으며, 실험 60일에는 정상군

도록 슬관절 시상단면을 만들고 일반적인 조직처리과정

에 비해서 낮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Table II).

을 거쳐 파라핀 포매하여 5 μm 두께의 슬관절 박절편을
제작하였다.

2. 관절연골의 육안 소견

슬관절 박절편을 Hematoxylin & Eosin 염색하고 광학
현미경으로 슬관절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정상군의 슬관절을 구성하는 경골 근위단의 관절연골 표

관절연골 및 연골하 골조직에서 관찰된 병리조직학적 병

면은 전 실험기간 동안 윤택감이 있고 매끄러운 상태로 관

13)

변을 Rudolphi 등 의 방법에 준하여 골관절염 지수를

찰되었다(Fig. 1a). 골관절염군에서는 실험 10일부터 표면

평가하였다(Table I).

의 윤택감이 사라지고 중심부 관절연골의 변색이 관찰되
었으며, 실험 20일에는 관절연골의 변색이 보다 현저하게
관찰되었다(Fig. 1b). 실험 40일에는 관절연골 표면이 거

4. 통계처리

칠었으며 부분적으로 표면의 탈락이 관찰되었고, 실험 60
정상군과 골관절염군에서 측정된 평균값 차이에 대한
유의성은 SPSS (SPSS 12.0 for Windows, USA) 프로그램

일에는 표면이 더욱 거칠어졌으며 많은 부분에서 표면의
궤양이 관찰되었다(Fig. 1c).

을 이용하여 student’s t-test로 검증하였다. 모든 측정치
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
로 하였다.
Table I. Criteria for Histopathological Scores of Osteoarthritic Lesions
Matrix Score
0
1
3
6
8

Chondrocyte Score

Normal
Surface irregularities
Superficial fibrillation
Clefts in deep zone
Massive loss of cartilage

0
2
5
8

Normal
Reduced cells
Strongly reduced cells
Total loss of cartilage and cells

Subchondral Bone Score
0 Normal
3 Remodeling processes
8 Thickening, strong sclerosis

Table II. The Changes of Body Weight
Group
Normal
Osteoarthritic

Body Weight (g)
0 (n=30)

10 (n=30)

20 (n=24)

40 (n=16)

60 days (n=8)

241±9*
242±7

300±11
290±9§

349±14
337±14‡

418±14
395±15*

434±18
426±16

*data expressed as Mean±S.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group (†p＜0.05, ‡p＜0.01, §p＜0.001).
Normal: a single intra-articular saline injected normal group, Osteoarthritic: a single intra-articular monosodium-iodoacetate injected
osteoarthritic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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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은 safranin O에 강하게 염색되어 연골층 전체가 짙

3. Safranin O 염색소견 및 관절연골의 proteoglycan (PG) 함유율 차이

은 적색으로 관찰되었다(Fig. 2a). 골관절염군에서는 실험
10일에 관절연골층의 염색강도가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실험 20일에는 연골층의 두께와 염색강도가 보다 감소되

경골 근위단을 safranin O 염색한 결과, 정상군의 관절

었다(Fig. 2b). 실험 40일에는 연골층의 탈락으로 염색된
범위 및 강도가 더욱 감소되었으며(Fig. 2c), 실험 60일에

Fig. 2. Coronal section of proximal tibias stained with safranin
O. Cartilage layer of normal tibia (a) is strongly stained to red
color. At 20 days (b) after monosodium-iodoacetate injection,
the thickness of cartilage layer and the intensity of stain are
reduced. At 40 days (c), erosion of articular cartilage is observed and the intensity of stain is more reduced. At 60 days
(d), most of articular cartilage is ulcerated. Original magnification ×40.

Fig. 1. Photograph of tibial platues. The articular sufaces of
normal tibias (a) are smooth and glossy. At 20 days after monosodium-iodoacetate injection (b), the surfaces are discolored
and coarse. At 60 days after injection (c), the surfaces are
more coarsed and ulcerated.

Table III. The Changes of Proteoglycan Contents in Tibial Articular Cartilages
Group
Normal
Osteoarthritic

Proteoglycan Contents (%)
10 (n=6)

20 (n=8)

40 (n=8)

60 days (n=8)

100.0±9.9*
45.2±9.5†

100.0±12.9
27.42±8.4†

100.0±11.5
16.3±8.4†

100.0±10.4
14.6±6.3†

*data expressed as Mean±S.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group (†p＜0.001).
Normal: a single intra-articular saline injected normal group, Osteoarthritic: a single intra-articular monosodium-iodoacetate injected
osteoarthritic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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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부분의 연골층이 탈락되어 safranin O에 염색된 부
위가 매우 적게 관찰되었다(Fig. 2d).

4. 슬관절의 병리조직학적 소견 및 골관절염 지
수의 차이

칼라영상분석기를 통하여 측정된 관절연골에서의 투과
도 평균으로 PG 함유량을 평가한 결과, 골관절염군은 실

정상군의 모든 예에서 슬관절을 구성하는 대퇴골, 경

험 10일, 20일, 40일, 60일 모두 각각 정상군에 비해서 유

골, 슬개골, 관절반월 및 활막에서 정상범위의 소견만이

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골관절염군에서의 PG 함유량 감

관찰되었다(Fig. 3a). MIA를 양 쪽 슬관절강내에 주입하

소정도는 실험 20일까지 급격히 진행되었으나 그 후에는

고 10일이 경과된 골관절염군에서 슬관절의 병리조직학

감소정도가 완만하였다(Table III).

적 병변은 관절연골의 변성으로 대표되었다(Fig. 3b). 실

Fig. 3. Microphotograph of knee joint. In normal knee joint (a), articular cartilages (*) of tibia (T), femur (F) and patella are well
developed. At 10 days (b) after monosodium-iodoacetate injection, the articular cartilages (*) of tibia (T) and femur are degenerated,
and appeared homogeneously. At 20 days (c), most of articular cartilages (*) of tibia (T) and femur are degenerated and cleft
(arrow) of cartilage layer is shown. At 40 days (d), most of articular cartilages (*) are degenerated and ulcerated, and subchondral
bony tissue (arrow) is exposured.
Table IV. Osteoarthritic Score of the Knee Joints of Osteoarthritic Group
Osteoarthritic Score
Matrix Score
Chondrocyte Score
Subchondral Bone Score
Sum of Scores

Days after Monosodium-Iodoacetate Injection
10 (n=6)

20 (n=8)

40 (n=8)

60 days (n=8)

1.0±1.1*
3.5±1.6
2.0±1.5
6.5±2.7

2.9±1.6
4.3±1.4
3.9±2.7
11.0±4.4

4.1±1.6
4.3±1.4
4.3±2.3
12.4±3.7

4.9±1.6
5.1±0.4
4.3±2.3
14.0±3.1

*data expressed as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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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20일에는 관절연골의 변성과 표면 연골층의 탈락이 주

후에는 급성기 반응이 미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된 병변으로 관찰되었고(Fig. 3c), 실험 40일에는 심부 연

본 연구에서 육안적으로, MIA 접종 10일부터 관절연골

골층의 탈락과 연골하 골조직의 파괴 및 반응성 재구축이

표면의 윤택감 소실과 변색이 관찰되기 시작하여 실험 40

주된 병변으로 관찰되었다(Fig. 3d). 실험 60일에는 40일

일에는 표면의 탈락이 관찰되었고, 실험 60일에는 궤양이

에서 관찰된 병변이 보다 심하게 나타났다.

관찰되었다. 이러한 소견으로 MIA 1회 접종은 관절연골

정상군에서는 병리조직학적으로 정상범위의 소견만이

손상을 60일 이상 진행성으로 유발시킴을 확인하였다.

관찰되었기에 골관절염지수는 평가하지 않았다. 골관절염

관절연골의 세포외기질은 collagen과 proteoglycan이 주

군에서의 골관절염 지수는 실험 10일에 6.5±2.7에서 실

성분이며, 정상적으로 연골세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생산

험 20일에는 11.0±4.4로 크게 증가된 후 실험 40일 및

되며, 동시에 연골세포에서 분비하는 수 종의 단백분해효

실험 60일까지는 완만하게 증가되었다(Table IV).

소에 의해서 파괴가 진행되어 균형을 이루게 된다19). 골
관절염은 관절연골에 가해지는 과도한 부하 또는 연골세
포의 대사 장애 등의 원인으로 세포외기질의 파괴 반응이
항진되고, 기질 파괴에 따른 일련의 반응으로 초래되는

고찰»»»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Monosodium iodoacetate (MIA) 유발 골관절염 병태모
14)

델은 kalnhen 에 의해서 닭에서 최초로 수립된 이후 흰
15)

본 연구에서 관절연골내 proteoglycan 함유율을 측정한
결과, MIA 접종 후 10일에는 약 45%, 20일에는 약 27%,

쥐 및 생쥐 등 여러 종의 실험동물에서도 확립되었다 .

40일에는 약 16% 수준으로 정상군에 비해서 급격히 감소

MIA는 세포의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

하였으며, 그 후 60일에는 40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찰

ase 활성도를 저하시키는 물질로, 관절강내에 주입하면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MIA 접종에 의한 세포외기질 파

연골세포의 해당작용을 억제하여 연골손상을 초래하는

괴는 60일 이상 지속됨이 확인되었다.

16)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이 모델은 사람의 골관절염

본 연구에서 병리조직학적 소견은 MIA 접종 후 10일에

의 소견과 매우 유사하며, MIA 주입 농도에 비례해서 연

는 관절연골의 변성으로 시작되어 20일에는 표면 연골층

9)

골세포 손상이 초래되기에 병변의 발생 시기 및 정도를

의 탈락으로, 40일에는 심부 연골층의 탈락 및 연골하 골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골관절염 치료약물의 평

조직의 손상으로 진행성으로 확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17-18)

가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

국내에서도 MIA 골관절염 모델을 이용하여 한의학적

골관절염 지수도 실험 20일까지는 급격히 증가되고 그 이
후에는 완만하게 증가됨을 관찰하였다.

치료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를 종합할 때, 슬관절강내

대부분은 단기간에 국한되어 있었다. 골관절염은 만성 질

MIA 1회 투여로 유발되는 골관절염 모델은 실험 40일까

환이기에 한의학적 치료의 효능 평가도 장기간에 걸쳐서

지 골관절염 병변이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고, 그 이후에

진행된다면 보다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나, MIA 골관절염

는 완만하게 진행성으로 확대되기에, 60일 이상의 장기

모델에서 장기간에 걸친 병변의 변화가 제시되지 못하고

효능평가에 매우 유용한 모델이라 생각된다.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슬관절강내에 MIA

치료 효능 평가에 사용되는 병태모델에서 병변의 정도

를 1회 투여하고 60일간 육안적 소견, 병리조직학적 소견

가 매우 심하게 발현되거나 또는 매우 미약하게 발현된다

및 proteoglycan 함유율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면 병태모델로서의 가치가 적을 수 있을 것이다. MIA는

본 연구에서 골관절염군의 체중은 골관절염이 유발되는

농도 의존적으로 연골세포의 손상을 초래하는 것이 알려

초기부터 실험 40일까지 정상군에 비해서 낮았으며, 실험

져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한 농도

60일에는 정상군에 비해서 다소 낮았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

보다 적은 양의 MIA를 주입하고도 60일 이상 적정한 수

이지는 않았다. 이는 MIA 접종으로 인한 관절연골 손상과

준의 병변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 후 MIA 농도

관련된 급성기 반응(acute phase reaction)으로 인한 식욕결

별 그리고 보다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진행된다면 골관절

핍 등이 원인이 되리라 생각되며, 최소한 MIA 접종 40일 이

염 치료 효능평가에 보다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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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생각된다.

결론»»»
흰쥐의 슬관절강내에 monosodium iodoacetate (MIA)
를 접종하여 유발되는 골관절염모델에서 접종 후 10, 20,
40, 60일에 각각 관절연골의 육안상태, 관절연골의 proteoglycan 함유율 및 슬관절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관찰
하여 MIA 유발 골관절염모델을 이용한 장기적인 약물효
능 평가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육안적으로 실험 10일부터 관절연골표면의 윤택감
소실과 변색이 관찰되기 시작하여 실험 40일에는 표면의
탈락이 관찰되었고, 실험 60일에는 연골의 궤양이 진행되
었다.
- 관절연골내 proteoglycan 함유율은 실험 40일까지 급
격하게 감소되었으며, 그 후 실험 60일까지는 완만하게
감소되었다.
- 골관절염지수는 실험 20일까지 급격하게 증가되었으
며, 그 후 실험 60일 까지는 완만하게 증가되었다.
이상의 성적을 토대로 할 때, 슬관절강내 MIA 1회 투
여로 유발되는 골관절염 모델은 관절연골 손상이 실험 40
일까지 급격히 진행되고 그 후 실험 60일까지는 완만하게
진행되기에 골관절염에 대한 장기적인 약물효능 평가에
매우 적합한 모델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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