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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골세포의 분화시 세포신호전달기전의 탐색 

 

재생력이 풍부한 중간엽 줄기세포의 이용은 생물학적 복원이 파괴된 연골

을 재생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서, 최근 분화 기법 및 기전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

골세포의 분화시 관여하는 세포신호전달기전 및 전체 단백질 분석에 관한 연

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성인 골수로부터 분리한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골세포 분화 

조건 과 TGF-β3에 의한 MAPK 신호전달체계 및 STAT 단백질의 발현을 통

한 세포신호전달기전과 프로테오믹스를 이용한 단백질 발현 관찰을 통해 분

화과정 중 변화되는 단백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골세포의 분화능은 계대 배양기간이 짧을수록 분화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일한 성인으로부터 분리한 클론 마다 연골 분화능에 차이를 보임으로써, 

single cell cloning을 통해 높은 효율을 보이는 세포를 선택적으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MAPK 신호전달기전 중 ERK1/2만이 활성화 되었으

며, ERK1/2의 억제는 제 2형 교원질 유전자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연골세포

의 분화를 억제하였으나, aggrecan의 유전자 발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STAT 단백질 발현은 초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나, 분화 14일까지 지

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프로테오믹스를 통한 단백질 분석에서 MMP13 등의 

증가는 분화의 시기를 의미하는 단백질로서, 분화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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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actin 등의 감소는 세포골격의 파괴로 인한 연골세

포의 고유 세포 모양을 유지시킴으로써 연골 분화를 촉진시켜주는 것으로 사

료된다. 

                                                                             

핵심되는말 : 중간엽 줄기세포, 연골 분화, TGF-β3, MAPK, STAT, 프로테오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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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골세포의 분화시 세포신호전달기전의 탐색 

 

<지도교수 신 규 호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양  기  원  

 

Ⅰ. 서론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MSC)는 연골세포 (chondrocytes), 

골세포 (osteocytes), 지방세포 (adipocytes) 및 근육세포 (myocytes) 등으

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로서, in vitro에서 특정 배양조건하에 연골 

(cartilage), 뼈(bone), 근육(muscle), 인대 (tendon) 및 지방조직 (fat tissue) 

등으로 분화를 유도할 수 있다. 중간엽 줄기세포는 골수에서 추출이 용이하여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세포 치료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3.  

연골은 재생력이 부족하여 한번 손상 후 치료의 한계점을 보인다. 퇴행성 관

절염은 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이를 완전히 정지시킬 수는 

없으며, 현재 약물요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존하고 있으나 관절염을 치료하

는 확실한 약물이 개발 안된 상태이며, 스테로이드 제제 및 윤활제의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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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은 연골의 변성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에 자가연골세포이식

술이 개발되었지만, 연골조직의 제한, 연골세포의 시험관 배양 중 탈분화, 고

연령에 따른 세포증식의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4,5,6. 따라서, 재생력

이 풍부한 중간엽 줄기세포의 이용은 생물학적 복원이 파괴된 연골을 재생하

는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응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1.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골세포의 분화 과정  

연골세포로의 분화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7. 

  가) Pre-cartilage condensation : cell-cell, cell-ECM interaction  

  나) Differentiation  

  다) Maturation    

중간엽 줄기세포의 cell condensation은 skeletogenesis에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으로서, 세포가 응집되고, 세포 분열 기능을 변화시킴으로써 세

포가 응집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분화 초기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생성하고자 하는 skeletal element의 모양과 크기, 위치 및 수를 결정하는 단

계이다. 연골세포의 초기 분화 조건은 고 도의 세포수 (high cell density)와 

세포 응집이 요구됨이 밝혀 졌다8,9. 세포간의 결합은 연골세포로 분화하기 위

해서 세포간에 서로 작은 분자량의 물질을 서로 이동시키거나, 리셉터를 통하

여 신호전달을 교류하게 된다. 따라서, 세포 결합으로 인한 여러 세포신호전

달경로의 활성화는 연골 세포를 분화시키는 초기 조절 기전으로 작용한다10. 

이 과정에 관여하는 세포 부착 단백질로는 neural cadherin (N-Cadherin)과 

neural cell adhesion molesule (N-CAM)이 연골화 초기에 발견되었고,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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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될수록 발현이 억제됨이 보고되었다11,12.  

세포 결합뿐만 아니라, 세포와 세포외기질간의 결합도 연골분화를 유도하며, 

특히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발현되는 fibronectin이 세포 응집부위에서 일시적

으로 증가하고, 분화과정 중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중간엽 줄기세포의 응집을 

유도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13. 그 외, 제1형 교원질과 단백다당의 발현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세포외기질로 인해 세포의 응집이 유도된 후, 동시에 

hyaluronan의 단백질 분해가 일어난 세포외기질의 빈 공간을 통해 결국 세포

간의 결합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15.  

연골세포의 분화는 초기 세포간의 결합이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험관 배양시 pellet culture 또는 alginate bead culture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고 도의 세포덩어리로 응집을 시킨 후에 TGF-β 계열의 성장호르몬, 

TGF-β s 또는 bone morphogenic protein (BMPs)에 의해 분화를 촉진 시킬 

수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로는 TGF-β 3 또는 TGF-β 2가 TGF-

β 1에 비해 연골화 촉진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16. TGF-β 에 의해 

유도되는 연골세포의 분화 과정은 단계적인 유전자 발현을 보인다. 초기단계

에는 fibromodulin과 cartilage oligomeric matrix protein (COMP)을, 중간단

계에는 aggrecan, decorin, biglycan과 같은 단백다당을, 분화 후기에는 제2

형 교원질과 chondroadherin을 발현하며, 과분화되어 골 형성시에는 제10형 

교원질이 발현된다17,18,19,20. 

연골세포의 성숙(maturation)은 연골세포로의 분화가 완전히 일어난 후, 혈관

이 유입되고 완전한 골이 형성하는 단계를 의미하며, 골 및 연골분화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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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세포를 이식하였을 경우 이식 부위가 4주 이내 골로 대체됨이 보고되었

다21. 그와 함께 제10형 교원질 발현이 증가하였고, 시험관 배양시에도 동일

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줄기세포와 달리 연골세포를 이식하였을 경우 골 형성

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연골을 유도할 경우 고 도의 

연골기질 또는 신혈관 생성 억제제 등을 사용함으로써 신혈관 유입으로 인한 

골 형성으로부터 연골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23.  

 

2.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골세포의 분화 과정의 세포신호전달체계  

다분화기능을 가진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골세포의 분화를 유도시키기 

위해서는 조절 기전이 매우 중요하다. 세포신호전달은 세포분화에 가장 중심

적인 조절기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러 신호전달 경로가 서로 교차함으로

써 하나의 목적 세포로 분화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골세포의 분화과정에 관여하는 세포신호전달체계는  

가) Wnt signaling  

나) Growth factor signaling (TGF-β s)  

다) cAMP-dependent protein kinase (PKA) signaling  

라) Protein kinase C (PKC) signaling 으로 요약될 수 있다24,25,26,27. 

Wnt signaling은 세포 응집과 부착에 관여하는 cadherin에 의한 신호전달경

로로 밝혀졌으며, 최근에 GSK-3β 에 의한 adenomatous polyposis coli 

(APC)와 β -catenin의 결합이 Wnt signaling의 주 매개단계로 밝혀졌다. 신

경, 신장, 근육 조직을 유도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연골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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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관 배양시 고 도 상태의 중간엽 줄기세

포에서 Wnt-3, Wnt-5A, Wnt-7A가 관찰되었고 Wnt-7A는 분화되면서 발현

이 감소하였다28. 동일한 결과로 초기 세포 응집단계에서 BMP-2에 의해 

Wnt-3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성장인자에 따라 Wnt발현에 차이를 보였다29. 

반대로, Wnt signaling의 주 조절인자인 GSK-3β 를 억제하였을 경우 연골화

가 억제됨이 보고되었다30.  

Growth factor signaling (TGF-β s)은 세포의 성장, 분화, 사멸 등에 관여

하는 다양한 성질을 가지며, 연골세포 뿐만 아니라, 상피세포, 신경세포 등 

매우 다양한 세포에 관여한다. TGF-β 에 의한 세포신호전달은 Smad, MAPK, 

p21ras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smad는 TGF-β 종류에 따른 특이성과 세

포간의 차이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일부 유전자가 smad에 의해 조절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997년 Kretzschmar 등에 의하면, 시험관 배양시 

Erk가 활성화된 세포에서 smad 1의 활성화는 오히려 감소되었고, 핵내로 유

입이 억제되었다31. 아직 그 정확한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BMP-Smad 

신호경로와 Erk-MAPK 신호경로는 서로 독립된 경로가 아니라, 외부의 

BMP 자극에 의해 서로 연관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BMP에 의한 신호전달

은 ras, raf, AP-1, homeobox genes (Msx-1, Msx-2, LEF-1) 등을 매개로 

하며, 핵내에 유입되어 Sox 등과 같은 전사인자를 통해 최종 목적하는 유전

자를 발현하게 된다32. 또한, 1999년 Bi W 등에 의하면 Sox-9의 돌연변이는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골세포의 분화와 연골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

였다고 하였다33. In vivo에서 뿐만 아니라, 세포 배양 중에 연골세포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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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유전자인 제2형 교원질과 단백다당의 발현을 유도하는데 Sox 단백질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34. 

 

 

그림 1. Smad and MAPK signaling cascade  

 

마우스의 중간엽 줄기세포를 시험관 배양시 세포 응집에 따라 cAMP의 발현

이 증가함이 발견되었고, 외부에서 cAMP를 투여하면 연골 분화가 더욱 증진

되었다. 따라서, PKA에 의한 cAMP signal에 의한 세포신호전달경로가 관여

함을 예상할 수 있었고, 많은 연구결과로 PKA에 의해 연골화가 유도됨이 밝

혀졌다35. PKA는 프로모터 부위의 cAMP response element binding protein 

(CREB)와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며, PKC와 함께 연골화 초기에 관

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6. 또한, PKC는 N-Cadherin과 fibronecti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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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을 억제시키는 ERK-1을 저해하기 때문에 연골 분화에 관여하는지는 아

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골세포의 분화과정에 관여하는 세포신호전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밝혀진 바가 매우 적다. 현재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연골을 재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가장 큰 문제점 및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골 

형성을 억제하는 것이며, 여러 단계로 나누어지는 연골세포의 분화과정에서 

분화 조절 기전의 연구는 이를 해결하는 데에 기초 자료가 되어질 것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골수로부터 분리한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골세

포 분화시 TGF-β3에 의한 MAPK 신호전달체계 및 STAT단백질의 발현을 

통한 세포신호전달기전과 프로테오믹스를 이용한 단백질 발현 관찰을 통해 

분화과정의 조절 단백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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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중간엽 줄기 세포는 자가 장골 이식술을 요하는 성인 공여자의 장골로부터 

추출한 골수 조직으로부터 얻었다. 골수액을 채취한 환자의 연령은 평균 42

세(21~65세)이며, 곧바로 실험실로 옮겨 일차 배양을 실시하였다.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low glucose(DMEM-LG),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high glucose(DMEM-HG), 우태 혈청(Fetal 

bovine serum), Antibiotic -antimycotic, trypsin-EDTA, insulin,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등은 Gibco BRL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

사의 시약을 사용하였고, ascorbic acid, western blot analysis 관련 시약 등

은 SIGMA (SIGMA, St. Louis, MO, USA)사의 시약을 사용하였다. MEK 

inhibitor인 U0126은 promega(Madison, WI, USA)사의 시약을 사용하였다. 

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에 사용되는 RNAeasy kit, Omniscript kit, Taq 

DNA polymerase는 QIAGEN(QIAGEN, Valencia, CA, USA)사의 시약을 사

용하였으며, percoll 용액과 ECL western blotting detection kit은 

Amersham Pharmacia(Amersham Pharmacia, Piscataway, NJ, USA)사의 것

을 사용하였다. ERK, p-ERK, JNK, p-JNK, p38, p-p38등의 항체들은 Santa 

cruz (Santa cruz, Santa cruz, CA, USA)사의 것을 사용하였다. 유세포 분석

에 사용된 CD105, CD44, CD29, CD34, CD45, CD14, anti-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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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clonal 항체들은 Ancell (Ancell corporation, Bayport, MN, USA)사의 

것을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가. 성인 중간엽 줄기 세포의 일차 배양  

3000 unit의 heparin이 담긴 주사기를 이용하여 건강한 성인 공여자의 장

골로부터 2-8ml의 골수액을 얻었다. 여기에 DMEM-LG를 더한 후, 1,400 

rpm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얻은 세포 결정을 20, 50, 65, 80% 의 

Percoll 용액과 섞어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도 차에 따라 

분류하였다. 50-65%의 percoll 용액이 있는 부위의 세포들을 수집하여 10% 

우태 혈청과 1% antibiotic-antimycotic 용액이 첨가된 DMEM-low glucose 

(DMEM-LG)배양액과 혼합한 후, 37℃, 5% CO2 배양기에서 일차 배양하였다. 

75cm2 culture flask에 90% 이상이 차게 되면 계대 배양하였으며, 배양액은 

3일에 한번씩 교환하였다.  

 

나. 유세포 분석  

배양된 세포를 PBS로 세척하고 1X trypsin-EDTA 1ml을 첨가한 후 세포

들을 떼어내어 PBS로 부유한 다음, 14,000 rpm에서 5분 동안 세포를 침전시

키고, PBS로 2회 더 세척한 후 침전시켰다. 침전된 세포는 5x105 cells/ml의 

농도로 PBS에 재부유하고 각각의 항체 (mesenchymal stem cell specific 

marker: endoglin (CD105), the hyarluronic acid receptor (CD44), β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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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in (CD29), the early hematopoietic progenitor cell marker (CD34), 

the monocyte/macrophage marker (CD14), the leukocyte common antigen 

(CD45))를 첨가하여 45분간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대조군으로 anti-mouse 

monoclonal 항체를 5x105 cells/ml 농도의 세포에 더하여 45분간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반응시킨 세포들은 PBS로 2회 세척한 후 침전시켜 flow 

buffer(1% paraformaldehyde, 0.1% sodium azide, and 0.5% bovine serum 

albumin in PBS)로 고정시킨 뒤, FACScan (Becton Dickinson Instrument, 

San Jose, CA, USA) 상에서 Cell-Quest software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다.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골 세포의 in vitro 분화 유도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각 세포로의 분화는 다음과 같은 특정 배지에서 

alginate bead 배양법을 이용하여 14일 동안 3차원 배양하였다. Alginate 

bead 배양은 2.4%의 low viscosity alginate 용액과 세포용액을 1:1 혼합하

여 세포 최종 농도가 2 x 106 cells/ml이 되도록 하였다. 103 mM CaCl2 용액

에 19 gauge 주사침을 이용, 한 방울씩 bead를 형성하였다. 식염수 용액으로 

3회 10분간 세척 후 배양을 시작하였다.  

배양은 0.5% FBS, 1X insulin-transferrin-selenium (ITS, GIBCO-BRL)이 

포함된 DMEM 배지에서 격일로 10 ng/ml의 TGF-β3 (R&D, Minneapolis, MN, 

USA)와 MEK 억제제로서 15µM의 U0126 (Promega)을 첨가하였다. 50µg/ml 

ascorbic acid를 매일 첨가하였으며, 일주일에 2-3번 배지를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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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역전사-중합 효소 연쇄반응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한 유전자 발현 분석  

RNeasy mini kit (QIAGEN)를 사용하여 cDNA 합성에 사용될 total RNA를 

분리한 후,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260nm와 280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함

으로써 total RNA를 정량하였다. 분리한 각각 세포의 total RNA 1 µg을 

Omniscript kit (QIAGEN)를 이용하여 37°C에서 1시간, 95°C에서 5분간 반응

시켜 cDNA를 합성하였다.  

각각 합성된 cDNA  2 µl에 10 pM의 sense primer와 10 pM의 antisense 

primer를 첨가한 후 0.2 U의 Taq DNA polymerase를 혼합하여 최종부피 50 

µl가 되게 하여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을 시행하였다. 반응이 끝나면 반응액 중 

10 µl를 취하여 1.5% (w/v) agarose gel 전기 영동으로 확인하였다. 

표 1. 각 표지유전자의 primer sequence 

Primer Sequences Size (b.p) 

 5’-GAGTGGGGTTATGGAGGGAT-3’ (S) 
Type I Collagen 

 5’-TCCCACCTCTCTCCTCTGAA-3’ (AS) 
295 

 5’-TTGGTCCTTGCATTACTCCC-3’ (S) 
Type II Collagen 

 5’-CAGGACCAAAGGGACAGAAA-3’ (AS) 
308 

 5’-CTGCAGCAGTTGATTCTGAT-3’ (S) 
Aggrecan 

 5’-TGCTCATGTCCTTGATCCAG-3’ (AS) 
540 

 5’-ACCTGCACAAAGCTCTGCTG-3’ (S) 
CD105 

 5’-AGCTCTGGAGACTTCTGAAC-3’ (AS) 
369 

 5’-CATCGAAGGTCTCGATGTTG-3’ (S) 
SOX 9 

 5’-AGCTCTGGAGACTTCTGAAC-3’ (AS) 
449 

 5’-GAAGATGGTGATGGGATTTC-3’ (S) 
GAPDH 

 5’-GAAGGTGAACCTCGGAGTC-3’ (AS)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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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호전달물질의 발현 및 활성 측정  

세포를 lysis buffer (8.5 % sucrose, 50 mM NaCl, protease inhibitors, 1 

mM PMSF)를 함유한 25 mM Tris-HCl (pH 7.4)에 부유시켰다. 이 후 

polytron homogenizer를 사용하여 세포 균질액을 만든 뒤, 4°C 14,000 rpm 

에서 20분간 원심 분리 한 후 상층액을 조심스럽게 새 시험관에 옮겼다. 단

백질 정량은 protein-assay reagent (Bradfor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실험 

전까지 -70°C에서 보관하였다. 세포 추출액을 10%의 polyacrylamide gel 

(polyacrylamide : bis-acrylamide = 29:1)을 사용하여 120V에서 2시간 동안 

전기 영동을 실시하였다. 전기 영동이 끝난 후 3시간 동안 50V의 전류를 흘

려 단백질들을 gel로부터 PVDF membrane (Amersham Phamacia)으로 옮긴 

다음 5% 무지방 우유를 함유한 1X TBST (100 mM Tris (pH 7.5), 1.5 M 

NaCl, 0.5 % Tween-20) 용액으로 1시간 동안 blocking하였다. Membrane은 

일차 항체가 첨가된 1 % 무지방 우유를 함유한 TBST로 실온에서 3시간 동

안 천천히 흔들면서 일차 항체 (p-ERK, ERK, p-p38, p-38, JNK, p-JNK, 

STAT1, 2, 3, 4, 5, GAPDH)를 부착시켰다. 일차 항체 반응 후 nitrocellulose 

membrane을 10분 간격으로 1X TBST로 3회 세척한 뒤 1 %의 무지방 우유

를 함유한 TBST에 이차항체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한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차 항체에 의한 반응이 끝나면 1X TBST를 사용하여 10분 간격으로 3회 

흔들면서 세척하였다. 이 후 ECL western blotting detection kit를 사용하여 

x-ray 필름에서 현상하였다. 최종적으로 TINA program (Raytest 

Isotopenmessgeraete GmbH, Straubenhardt, Germany)을 이용하여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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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바. Safranine-O 염색 및 Alcina blue 염색 

Paraffin section을 고정하여 4°C에서 보관한 후, 사용하기 전 60°C에서 1

시간 반응시켜 paraffin을 녹였다. Xylene과 에탄올에 5분씩 반응시키고, 증

류수로 세척한 후, 0.5% safranine– O stain용액으로 2분간 발색하였다. 95% 

에탄올로 비특이적 염색을 세척한 후, xylene용액으로 dehydration하여 마운

팅하였다. Alcina blue 염색은 paraffin을 녹인 후, 1% alcian blue 용액 (pH 

2.0)으로 30분간 발색하였다. 증류수로 세척한 후, Hematoxylin을 떨어뜨려 

5분간 염색하였다.  

 

사. 프로테오믹스를 이용한 단백질 발현 분석 

이차원 전기영동 (2 Dimensional Electrophoresis, 2DE) 분석은 350ug의 

단백질을 2DE sample buffer (9M urea, 4% CHAPS, 100mM DTT, 0.5% IPG 

buffer, 0.001% bromophenol blue)와 함께 18cm pH 4-7, 4.5-5.5, 그리고 

5.5-6.7 isoelectric focusing IEF gel strips (dry-strip, Amersham-

Pharmacia)에 in-gel rehydration 방법으로 loading하고, Multiphore Ⅱ 

system을 이용하여 총 70,000 volt/hour로 focusing하였다. IEF gel strip을 

9-16% gradient polyacrylamide gel 에 IsoDALT apparatus (Hoefer 

Scientific Instruments(A. USA))를 이용해서 분자량에 따라 분리하고 

tracking dye가 바닥에 이를 때까지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Gel은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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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ate로 염색하였다. silver nitrate로 염색된 gel은 GS-800 densitometer 

(Bio-Rad, Richmond, CA, USA)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얻은 후  Melanie Ⅲ 

프로그램 (GenBio, Geneva, Switzerland)으로 분석하였다.  

단백질의 확인 및 동정은 분석된 단백들을 mass spectrometry 

fingerprinting을 위해 gel에서 잘라낸 후 아미노산 서열 결정용 trypsin으로 

digestion하였다. 얻어진 tryptic fragment들을 0.5% trifluroacetic acid 

(TFA), 50% acetonitrile 용액에 elution하였다. 이 peptide 혼합물을 0.1% 

formic acid, 50% acetonitrile 용액과 혼합한 후 MALDI TOF microtitre 

plate에 집적하였다.  

Tryptic peptide 혼합물의 질량 분석은 0.5ul tryptic peptide 혼합물을 

0.5ul 10mg/ml α -cyano-4-hydroxycinnamic acid, 0.1% TFA, 그리고 50% 

acetonitrile 용액과 혼합하여 sample plate상에 집적하고 Voyager-DE STR 

MALDI-TOF mass spectrometer (PerSeptive Biosystem, Framingham, MA, 

USA)로 reflector mod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내부 표준물질로 트립신 자

가분해 펩타이드 피크 (m/z 1020.5030, m/z 2163.0564, 그리고 2273.1594)

를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단백질은 peptide mass fingerprint (PMF)에 의한 

ProFound search program 

(http://129.85.19.192/profound_bin/WebProFound.exe Rockfeller 

University, version 4.10.5)을 이용해 확인 동정하였다. 단백질의 동정 여부

는 각각 적어도 4개 이상의 peptide 질량을 확인하거나, 50 ppm 이상의 질량 

정확성, 분자량과 각 단백질의 등정점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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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성인의 골수로부터 분리한 중간엽 줄기세포의 일차배양  

성인 중간엽 줄기세포는 일차 배양한 시기로부터 약 3일 후 세포 배양 용

기에 붙기 시작하며, 세포의 모양은 섬유모세포와 유사한 길쭉한 형태로 관찰

되었다. 골수로부터 percoll gradient method로 추출한 세포가 중간엽 줄기세

포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세포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간엽 줄기세포의 표지

자로 알려진 CD105 (97%), CD44 (55%), CD29 (92%)에서는 최소 57% 이상 

측정되었으며, 음성 표지자로 알려진 CD34 (7%), CD45 (0.3%), CD14 (6%)

에서는 평균 4.4%로 측정되었다 (그림 2).  

 

 

 

그림 2. 중간엽 줄기세포의 세포 모양 및 유세포 분석을 통한 표현형 분석. 중간엽 

줄기세포의 양성인자로 알려진 CD105, CD44, CD29에서 음성대조군과 달리 CD44를 

제외한 CD105와 CD29에서 90%이상의 높은 표현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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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GF-β3를 이용한 중간엽 줄기세포의 연골 세포로의 분화 조건 최적화 

Alginate bead를 이용한 3차 배양법을 통해 14일간 분화를 유도하였다. 분

화 14일째, TGF-β3만을 투여한 군에서 제 2형 교원질과 aggrecan유전자 발

현이 가장 높게 관찰되었으며, 대조적으로 제 1형 교원질 발현은 약하게 관

찰되었다. 분화 촉진 물질로 1μ M 5-azacytidine, 10-7 M dexamethasone 및 

50 µg/ml proline을 처리한 경우와 세포외기질로 제 2형 교원질을 첨가하였

을 경우, 제 2형 발현이 감소하였다. 유사한 경향이 aggrecan에 발현에서도 

관찰되었으며, 이는 제 1형 교원질 유전자의 상대적인 증가와 상관 관계를 

보였다. 중간엽 줄기세포의 표현형 중의 하나인 CD105와 전사인자 SOX 9는 

모든 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3). 

 

 

그림 3.  연골 분화 최적화. 혈청이 결여된 DMEM배지에서 TGF-β3 및 분화 촉진 

물질에 의해 14일간 분화를 유도하였다. RT-PCR을 통해 제 2형 교원질 및 

aggrecan발현을 관찰함으로써 연골세포분화를 확인하였으며, Alginate bead를 이용

한 3차원 배양 후, Safranine-O 염색을 통해 정상 연골 조직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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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대배양 (passage)에 따른 연골화능 분석 

 계대배양 과정 중 중간엽 줄기세포의 특성 변화에 따른 분화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첫번째 계대배양 (passage 1)을 시작으로 제 7계대까지의 각 세포로

부터 연골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였다. 분화 7일 및 14일째에서 제 2형 교원

질 및 aggrecan유전자 발현을 RT-PCR로 관찰하였다. 제 2형 교원질은 제 

3계대까지 발현된 후, 제  5계대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aggrecan은 

비교적 제 5계대까지 관찰되었다. Safranine-O 염색결과, 단백다당의 합성이 

계대배양이 진행될수록 초기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 

 

4. 클론 (Clone)에 따른 연골화능 분석 

 중간엽 줄기세포는 초기 배양에서 여러 클론을 형성하며 증식하였고, 그 클

론의 크기 및 증식 속도가 다양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중간엽 줄기세포

내에 다양한 세포의 종류 (heterogenous populations)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

미하였다. 따라서, 계대 배양하지 않은 첫번째 배양 용기내에서 ring cloning 

방법에 의해 6개의 각각의 클론을 구별하여 배양한 후, 제 5계대 이내에서 

연골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였다. 연골세포의 특이적 유전자인 aggrecan의 

발현이 6개의 클론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발현되었으며, Safranine-O 염색에

서도 염색정도가 클론사이에서 구별되게 관찰되었다 (그림 5). 

 

5. 중간엽 줄기세포의 연골세포로의 분화 시 TGF-β3에 의한 신호전달경로의 

활성화 (MAPK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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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 분화유도 과정동안 TGF-β3를 처리하여 시간별로 신호전달 물질의 활

성화를 관찰하였다. 특히, 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내 신호

로 알려진 ERK의 발현과 활성화를 western blotting으로 측정하였다. 분화되

지 않은 MSC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으나, TGF-β3를 처리한 후 초기에 ERK가 

활성화되었다가 분화 14일까지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

림 6). 연골세포 분화 과정동안 p38과 JNK는 ERK와는 달리 활성화가 관찰

되지 않았다. 

 

  

 

그림 4. 계대배양 (passage)에 따른 연골화능. RT-PCR과 Safranine-O 염색을 통해 

연골화 특이유전자 발현과 단백다당 합성을 측정하였다. 첫번째 계대배양 (passage 

1, #1)으로부터 각 계대배양은 1주일 간격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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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ing-cloning방법에 의한 세포의 클론화 및 연골세포로의 분화. RT-PCR과 

safranine-O 염색에서 클론 마다 구별된 분화능을 보였다. 

 

그림 6. TGF-β3을 처리하여 연골세포로 분화 시 신호 전달 물질의 활성화 측정. 성

인 중간엽 줄기세포에 TGF-β3을 처리한 후 총 20 ug의 단백질로부터 western blot

을 통해 신호 전달 물질의 활성을 측정하였음.  

6. MEK 억제제 (U0126)가 연골세포의 분화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골 분화유도 과정동안 TGF-β3를 처리하여 활성화된 ERK를 억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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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의 발현양상을 RT-PCR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U0126의 농도를 결정

하기 위해 각 농도별로 ERK의 활성화를 western blotting으로 확인하여 최

적 U0126의 농도를 15μ M로 결정한 뒤 연골 분화유도 과정동안 TGF-β3과 

U0126을 동시에 처리하였다. 연골 분화과정동안 ERK의 활성화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림 7A). 또한 ERK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을 때 연골 세포

의 표지 유전자인 제 2형 교원질이 발현되지 않으며 연골세포로의 분화가 억

제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aggrecan 발현은 ERK의 활성화를 억제시켰

을 때 감소되지 않았다 (그림 7B). 동시에 단백다당의 합성은 safranine-O 

염색 및 alcian blue 염색을 통해 관찰하였고, U0126에 의해 단백다당의 합

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8). 

 

 

그림 7. U0126 처리시 처리하여 연골세포로 분화 시 신호 전달 물질의 활성화 (A) 

및 유전자 발현 (B) 측정. 연골세포 분화과정동안의 연골세포 특이 유전자인 제 2형 

교원질 발현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성인 중간엽 줄기세포에 10ng/ml TGF-β3와 

15μ M U0126을 14일간 처리하였으며, 3일마다 배지 교체시 동시에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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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afranine-O 염색 및 alcian blue 염색으로 측정한 U0126가 연골세포 분화

에 미치는 영향. U0126처리는 연골세포 분화시 전체 단백다당의 합성을 감소시켰다. 

 

7. 중간엽 줄기세포의 연골세포로의 분화 시 STAT 및 Smad4 발현 

TGF-β3에 의한 연골 분화유도 과정에서 STAT 및 Smad4 발현을 관찰하

였다. STAT1, STAT 4 및 STAT 5는 연골세포 분화 14일까지 지속적을 감

소하였으며, STAT2는 분화 1시간에서 1일째까지 일시적으로 발현되었다. 반

면 STAT3은 분화14일 동안 지속적으로 발현하였다. TGF-β의 또 다른 신호

전달경로 물질인 smad4는 분화 1일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14일째 다시 

강한 발현을 보였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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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Western blot을 통한 연골세포로의 분화 시 STAT 및 Smad4발현 분석. 중

간엽 줄기세포는 STAT1, STAT2, STAT3, STAT4, STAT5 및 Smad4를 발현하고 

있으며, TGF-β3에 의한 연골 분화시 초기에는 STAT3을 제외하고 초기에 강한 발현

을 보였다. 

 

8. 프로테오믹스를 이용한 연골세포 분화시 단백질 발현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골 세포 분화시 변화 단백질 및 조절인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단백질 2D 전기영동법을 이용하여 분화 7 일과 14 일째에 

분석하였다. 총 변화단백질 중 최종 50 spot 을 단백질 동정하였고, 그 중 

연골세포 분화 14 일 동안 증가하는 단백질로 heme binding protein, 

collagease-3 (MMP13), cathepsin D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조적으로 

annexin I, ACTB protein, ENO protein 등은 7 일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10). 변화된 단백질의 기능은 단백질 합성 및 분비, 세포 

증식의 억제 및 항산화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포의 운동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은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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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roteomics 통한 단백질 분석.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TGF-β3에 의한 연

골세포 분화시 약 20개의 증가하는 단백질 (A)과 약 26개의 감소하는 단백질 (B) 

spot을 선택하여 동정하였다.  

 

표 2.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골세포의 분화과정에서 단백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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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연골 세포는 혈청이 결여된 배지에서 TGF family 중 TGF β와 bone 

morphogenic protein (BMP)에 의해 유도되며, 연골세포 배양은 alginate 

bead법, micromass 배양법, pellet 배양법 또는 고분자 scaffold를 이용한 3

차 배양법과 일부 BMP에 의한 단층배양법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반면 TGF β family가 아닌 IGF, EGF, TGF-α 등을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5% 

정도만이 연골화가 유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7. 따라서, 연골에 손상을 입

은 토끼에 자가 연골세포를 채취한 후 30분간 TGF cytokine을 처리한 후 바

로 토끼에 이식하면, 연골 손상 부위가 회복되는 것이 보고 되었으며38, 이 

방법은 실제로 수술시에 바로 옆에서 실행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었다. 

TGF β family의 가장 대표적인 세포신호전달 경로는 smad pathway와 

non-smad pathway로 구분되어지며, non-smad pathway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MAP kinase pathway인 ERK, JNK, p38 MAP kinase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TGF family중 TGF β3 처리와 alginate bead 방법을 이용

하여 성인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골세포 분화시 관련된 세포신호기전과 

프로테오믹스를 이용한 전체 단백질상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였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시험관에서 분리한 중간엽 줄기세포내에 다양한 세포가 

존재하며, 세포의 계대 배양 시기 및 세포의 크기 등이 분화 정도와 상관관계

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9,40,41. 특히 골 세포와 지방세포간의 분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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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크기에 접한 영향을 보임으로써, 골 세포와 지방세포간의 분화 비율

이 반비례적으로 이루어짐이 관찰되었다. 이는 계대 배양 중 세포 형태 및 크

기 변화와 분화능간의 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본 연구 결

과에서 관찰된 연골세포의 분화능 또한 계대 배양 (passage 5)이 길어질수록 

분화능이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중간엽 줄기세포의 초기 7일 이내

에 세포내 다양한 크기의 클론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서로 다른 증식 

능력을 보이는 세포의 다양성을 암시하였다. 세포의 클론마다 aggrecan 및 

safranine-O 염색을 통한 단백다당의 합성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특정 세포

의 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적의 세포 클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연골 분화에 최적 조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화 촉진 물질을 첨가하여 연골화를 유도하였다. 탈 메틸화제인 물질

로 5-azacytidine은 DNA의 메틸화를 억제시킴으로써 전사 활성을 높여 유

전자 발현을 증가시키는 역할로 주로 myoblast 분화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2. 또한 dexamethasone은 연골 및 골 세포로의 분화에도 사용되

어 왔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 5-azacytidine 및 dexamethasone은 제 2형 

교원질 발현은 감소시키고, 제 1형 교원질 합성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TGF 

β3만을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가 제 2형 교원질 및 aggrecan의 발현은 가장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 제 1형 교원질 발현은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

나 TGF β3만을 단독으로 처리하였을 경우에도 분화 초기부터 14일까지 제 1

형 교원질은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분화의 효율, 즉 

제 1형 교원질을 발현하고 있는 미분화된 줄기세포로부터 관찰된 것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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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어진다. 연골의 형성과 매우 접한 발현을 보이는 전사인자로서, Sox-5, 

Sox-6, Sox-9의 역할이 중요하며, Sox-9은 Sox-5 또는 Sox-6과 결합하여 

제 2형 교원질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에 결합함으로써 유전자의 발현을 조

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3.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골세포의 분화과정에서 

sox-9과 제 2형 유전자 발현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최근 보고에

서 연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진 전사인자 sox-9는 연골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본 실험의 연골 분화 모델은 sox-9

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세포신호전달 기전을 살펴보면, 분화 14일 동안 ERK1/2 활성화의 감소는 제 

2형 교원질 발현을 의미있게 감소시키고, aggrecan 및 제 1형 교원질의 발현

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 TGF-β 에 의한 연골세포 분화시 aggrecan의 발현

은 SMAD와 ERK1/2, p38의 경로를 통해 조절됨이 보고 되었다44. 따라서, 

MEK 억제제에 의한 ERK1/2 활성이 억제되었을 경우에도, aggrecan발현이 

지속적으로 관찰된 것은 제 2형 교원질에 비해 여러 세포신호경로를 통해 유

전자 발현 조절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p38과 

JNK의 활성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TGF-β 에 의한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골세포의 분화과정에서 

STAT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의 발현 양상을 분

석하였다. STAT은 ERK와 달리 STAT1, STAT2, STAT4 및 STAT5는 초기

에 강한 발현을 보였으나, 연골세포 분화 14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반면 STAT3는 분화 14일 동안 지속적으로 발현되었다. 그러나 연골세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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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과정에서 TGF-β 에 의한 STAT의 기전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으며, 

STAT 1이 연골세포 및 여러 세포에서 세포 증식 및 apoptosis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IGF-binding protein에 의한 연골 분화에서 STAT 1이 

초기 4일과 7일까지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45. 이와 반대로 smad4

는 1일까지 증가한 후, 연골 분화 14일에 강한 발현을 보였다. 연골 분화과

정에서 제 2형 교원질 유전자의 발현은 recpetor-regulated smad (R-smad)

와 smad4와 결합한 경우에서 의미 있게 증가됨이 보고되었다44,46. 따라서 

smad4의 발현 증가는 분화과정에서 제 2형 교원질 유전자 발현 유도에 관여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인의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골세포로의 분화 과정의 세포신호전달 기

전 및 조절인자에 대해 밝혀진 바가 매우 적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

인의 골수에서 분리한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pellet 배양법을 이용한 분화과

정에서 변화는 유전자를 cDNA microarray를 통해 분석하였다47,48. 교원질 

및 단백다당 외에 증가된 단백질로는 proline arginine-rich end leucine-rich 

repear protein (PRELP), hox, Indian hedgehog (IHH), WNT11, frizzled-2, 

BAPX1 (homeobox gene), Smad, MMP, cadherin 등의 유전자들에 변화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2D 단백질 전기 영동법을 이용한 프로테오믹스

를 통해 분화 과정에서 변화되는 단백질을 동정하였다. 반복적 실험을 통해 

재현성을 보이는 증가하는 단백질로는 heme binding protein, collagease-3 

(MMP13), cathepsin D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조적으로 annexin I, ACTB 

protein, ENO protein, actin 등은 7일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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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13은 제 1형 교원질을 분해하는 단백질로서, 중간엽 줄기세포에서는 발

현되지 않으나 분화 7일부터 발현이 증가하여 14일까지 유지되었다. 동일한 

결과가 cDNA array에서도 분화 7일째부터 mRNA 발현이 6배 증가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48. 반면 limb bud에서 분리한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의한 

연골 세포 분화 중 발현하는 MMP13을 포함한 제 10형 교원질, VEGF 및 

osteocalcin 등 terminal differentiation의 표식 유전자 발현이 TGF-β 에 의

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49. 따라서, MMP13의 발현은 연골 분화의 단

계를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즉 terminal differentiation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장골의 발달은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골의 분화를 거쳐 골 생

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골의 형성을 위해서는 골 형성이 시작

되는 시점의 선택과 분화 조건에 대한 연구가 더 요구 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조적으로 actin은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발현을 보였으나 분화 7일 이후에

는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다. 배아 줄기세포에서 cytochalasin D를 처리하여 

actin cytoskeleton을 파괴시키면 연골세포 분화가 유도됨이 보고되었다 

[50]. 왜냐햐면, 연골세포의 분화는 세포 모양과 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

졌고, 따라서 연골세포의 둥근 세포모양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3차 배양이 

요구되며, actin cytoskeleton을 파괴시키는 것이 세포 모양 유지 뿐만 아니

라 protein kinase C- α (PKC-α) 신호전달 경로를 통해 연골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0,51.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7일 이후, actin의 감소는 

연골세포로의 분화 조건을 형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성인의 골수에서 분리한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골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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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시 세포 클론화 및 계대 배양 시기에 따른 연골세포의 분화능을 분석하

였으며, 이는 임상 적용시 시험관 배양 조건과 기준을 마련하는데에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골 분화시 관련된 조절 인자로서 세

포신호전달 물질에 대한 활성 및 발현을 관찰하였다. ERK는 분화 과정 중 지

속적으로 활성화되며, STAT은 분화 초기에 그리고 smad4는 분화 초기와 후

기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특히 ERK의 활성 억제는 제 2형 교

원질 발현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뿐만 아니라, 프로테오믹스를 이용한 전체 

단백질에 대한 변화 양상을 통해 다양한 단백질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으

며, 특히 MMP13의 증가는 연골세포의 분화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actin 등의 감소는 세포골격의 파괴로 인한 연골세포의 고

유 세포 모양을 유지시킴으로써 연골 분화를 촉진시켜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 cathepsin D, annexin I 등의 기전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며, 추후 

연골 분화에 관여하는 기전을 밝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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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성인 골수로부터 분리한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골세포 분화 조건과 

TGF-β3에 의한 세포신호전달기전과 단백질 발현 관찰을 통해 분화과정 중 

변화되는 단백질을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골 세포 분화의 유도시 계대 배양을 짧게하여 분화능을 높게 유지하고, 

single cell cloning을 통해 세포를 순수한 클론으로 선택하여 배양하는 것이 

분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여겨진다. 연골세포 분화의 

신호전달기전은 MAPK 신호전달기전 중 ERK1/2의 활성이 연골세포 분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MEK 활성 억제는 

연골세포의 특이 유전자인 제 2형 교원질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아 ERK1/2에 의한 제 2형 교원질 유전자 발현이 연골세포의 분화에 

중요한 기전으로 사료된다. 프로테오믹스를 통한 단백질 분석에서 MMP13의 

증가 및 actin 등의 감소가 관찰 되었고, 이러한 단백질의 변화는 시험관에서 

연골 세포를 분화시키는데 있어서 분화 시점의 지표로 이용될 수 있으며, 

세포의 형태에 의한 연골세포 분화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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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studied that the use of multi-potential mesenchymal stem 

cell is one of best biological method to treat cartilage defect that has 

limited capacity for repair. Currently, there are many reports about 

differentiation into several cell types from mesenchymal stem cell and the 

related signaling mechanisms.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about 

intracellular signaling pathways, and protein profile changes in 

chondrogenesis of humen mesenchymal stem cell.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optimal condition for differentiation, signal pathways 

especially MAPK and STAT pathways, and identify of proteins 

differentially expressed during chondrogenesis of human mesenchy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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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cell by TGF-β3  

The optimal condition for differentiation potential and purifying of 

mesenchymal stem cell were short times subculture and to select good 

clone with single cell cloning culture method.  

ERK1/2 was activated strongly during chondrogenesis and MEK 

inhibition resulted in complete down-regulation of type II collagen. In 

contrast, aggrecan expression was detected in same level. The STATs 

were transiently expressed at early stage of differentiation and down 

regulated upto 14 days of differentiation. The main protein profiles 

changes by proteomic method were increase of MMP13 that could be 

indicator for differentiation period, and decrease of actin, suggesting 

change of cell morphology to round shape might stimulate chondrogenesis. 

                                                                             

Key words: mesenchymal stem cell, chondrogenesis, TGF-β3, MAPK, 

STAT, prote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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