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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CAGpromoter를 이용한 GDNF(glialcellline-derivedneurotrophic
factor)및 VEGF(vascularendothelialgrowthfactor)발현 재조합

adenovirus의 제작과 인간 신경줄기세포 감염 후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동물모델에 이식

<지도교수 박박박국국국인인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윤윤윤석석석환환환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myotrophiclateralsclerosis;ALS)은 진행성 운
동신경질환으로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선택적으로 소실되며,운동신
경세포의 지배를 받는 근육이 점차 위축되어 사망한다1,2.100,000명 당 2-3
명의 유병율을 보이며,발병 3-5년 이내에 사망한다1,2.ALS 환자 중
90-95%는 유전적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산발성(sporadic)ALS이고,5-10%
는 상염색체 우성/열성으로 유전되는 가족성(familial)ALS이다1.가족성
ALS의 약 20%에서 세포내 활성산소 제거효소인 Copper/Zincsuperoxide
dismutase(SOD1)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견된다2.현재까지 125개의 각기
다른 SOD1유전자 돌연변이가 동정되었는데,이 중 114개의 돌연변이가
ALS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1.
본 연구에서는 ALS의 동물모델로서 인간 SOD1유전자의 93번째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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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산인 Glycine이 Alanine으로 치환된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형질전환
쥐 (transgenicmice)를 사용하였다.
인간 신경줄기세포는 임신 13주에 자연 유산된 태아의 종뇌(telencephalon)에

서 분리,배양하여 확립하였고,줄기세포에 CAG(CMV-actin-globinhybrid)프로
모터 (promoter)를 이용하여 제작한 GDNF및 VEGF발현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로 각각 감염시켜,생후 75일된 SOD1G93A 형질전환 쥐의 cisternamagna부위에 이
식하였다.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후 GDNF혹은 VEGF발현 인간 신경줄기세포는
모델동물에 이식된 후,숙주 중추신경계에 광범위하게 이주 및 생착함이 관찰되었
고,공여세포는 주로 신경교세포로 분화하였으며,소수에서는 미성숙한 신경원세포
로 분화하였고,일부 세포는 미분화된 상태로 존재하였다.
GDNF및 VEGF을 과 발현케 한 인간 신경줄기세포를 이식한 실험군과
H-H buffer만 이식한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유
의하게 체중감소가 억제되었고,상지근력의 감소가 향상되었으며,운동조정
능력의 감소가 개선되었고,그리고 생존일수가 증가함을 보였다.
-------------------------------------------------------------------
핵심 되는 말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CAG(CMV-actin-globinhybrid)프로모터
(promoter),신경교세포유래 신경영양인자(GDNF),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
(VEGF),유전자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인간 신경줄기세포,SOD1형질전
환 쥐,세포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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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Gpromoter를 이용한 GDNF(glialcellline-derivedneurotrophic
factor)및 VEGF(vascularendothelialgrowthfactor)발현 재조합

adenovirus의 제작과 인간 신경줄기세포 감염 후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동물모델에 이식

<지도교수 박박박국국국인인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윤윤윤석석석환환환

ⅠⅠⅠ...서서서론론론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LS)은 대표적인 진행성 운동신경질환으로,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선택적으로 소실되며,운동신경세포의 지배를 받는
근육이 하반신부터 점차 위축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1,2.100,000명 당 2-3
명의 유병율을 보이며,발병 3-5년 이내에 호흡근의 마비로 사망한다.
ALS 환자 중 90-95%는 유전적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산발성(sporadic)
ALS이고,5-10%는 상염색체 우성/열성으로 유전되는 가족성(familial)
ALS이다1.가족성 ALS의 약 20%에서 세포내 활성산소 제거효소인
Copper/Zincsuperoxidedismutase(SOD1)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견되었
다7.현재까지 125개의 각기 다른 SOD1유전자 돌연변이가 동정되었는데,
이 중 114개의 돌연변이가 ALS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1,2.최근에
는 GTPaseregulator인 alsin의 유전자인 ALS2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청소
년기에 발병하여 천천히 진행하는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하는 ALS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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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고1,senatoxin,VAMP(vesicleassociated/membrane-boundprotein)
associatedproteinB,dynactin의 돌연변이가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될
경우 ALS가 발병하는 것이 밝혀졌으며,그 밖에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COX1(cyclooxygenase1)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날 경우 모계 유전을
통해 ALS가 발병한다1,2.
ALS의 발생기전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돌연변이 SOD1유전자의 발

견으로 운동신경원세포에 산화손상 (oxidativedamage)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병리조직 소견 상 운동신경원세포의 세포체와 축삭돌기 부위에
비정상적인 신경필라멘트의 축적으로 인한 봉입체 (inclusions)형성이 관
찰되어 신경필라멘트의 해체 혹은 붕괴가 병인으로 제시되며,비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 기능,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인 glutamate처리에 이상으로 인
한 excitotoxicity,그리고 세포내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축적,단백질의 분
해 혹은 접힘 (folding)의 실패로 인한 세포독성 발생 등이 질병발생과 연
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1.
가족성 ALS와 산발성 ALS는 임상적으로 유사하므로 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발성 ALS의 기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SOD1유전자의 돌연변
이 유도를 통한 질환 발생기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다양
한 돌연변이를 보이는 인간 SOD1유전자를 과 발현시킨 형질전환 마우스
는 유독한 ‘gain-of-function'과정을 통하여 인간 ALS질환과 유사한 운동
신경원세포의 소실과 신경병리 소견을 보이며,성체에 이르러 발병하는 진
행성 운동신경질환을 일으킨다.본 연구에 사용되는 SOD1G93A 형질전환 쥐
는 ALS의 동물모델로는 첫 번째 개발된 모델로 humanSOD1유전자의
93번째 아미노산인 Glycine이 Alanine으로 치환된 변이를 갖고 있으며,생
후 12주경부터 지속적인 하부 운동신경원의 퇴화와 하지 진전 (tremor)이
관찰되며 생후 20주경에 사망하게 된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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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으로,환자에게는
임상적으로는 생존기간을 약간 연장할 수 있는 riluzole만이 처방되어지고
있다.세포배양,동물모델 및 환자에서 나온 시료 등을 이용한 광범위한 연
구결과에 의하면 운동신경세포가 특이적으로 사망하는 기전으로 세포사멸
(apoptosis)이 관여함이 밝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이 현재 개
발되고 있는데, 운동신경원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제 (Vitamin E,
N-acetylcysteine,Selegiline,D-penicillamine,Topiramate),항글루타메이
트 제제 (Riluzole, L-threonine, Branched-chain amino acids,
Dextromethorphan,Lamotrigine,Gabapentine),칼슘조절제 (Verapamil,
Nimodepine),미토콘드리아 기능 항진제 (Creatine),면역조절 및 항염증
치료제 (Cyclophosphamide,Cyclosporine,Azathioprine,Totallymphoid
irradiation, IV immunoglobulin, Gangliosides), 세포사멸 억제제
(zVAD-fmk,p53,p35,Bcl2,caspase 1,Bax,PARP),신경영양인자
(CNTF, BDNF, GDNFα, IGF-1, VEGF, TRH, Xaliproden, sonic
hedgehog,BMP7,cardiotrophin 1,HGF),항바이러스 제제 (Guanidine,
Guanidine, Amantidine, Isoprinosine, alpha-interferon, Tilorone,
Pleconaril)등이다1.그러나 ALS동물모델에서 효력을 보였던 대부분의 치
료제들이 실제 임상시험에서는 실패하여 동물모델과 인간 ALS질환과의
차이점이 제시되고 있어,동물실험에서 생존률의 연장을 보이는 약제도 반
드시 ALS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에서 효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경영양인자(Neurotrophicfactors;NTFs)들은 신경계 발생에 관여하고

신경 퇴행성 질환 모델 동물들의 신경세포 생존능력을 증진시킨다3,4,5,6,

7. 특히 GDNF, BDNF(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IGF1(Insulin-likegrowthfactor1),VEGF등은 다발성 경화증,척수손상,
ALS와 같은 퇴행성 신경계질환 모델동물 연구에서 운동신경세포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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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증상을 완화시킴이 보고되었다3,4,5,6.
GDNF는 TGF-β(transforminggrowthfacotr-β)family의 일원으로 운

동신경세포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invitro상에서 산화손상
시 운동신경세포를 보호하여6ALS치료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되었는
데,실제로 최근에 ALS를 비롯한 다양한 퇴행성 신경계질환 모델에서
GDNF는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다30.
VEGF은 혈관형성에 관여하는 성장인자로서 종양치료에 주요 표적물질

이다.최근 연구에 의하면 VEGF은 신경계 형성에도 관여하며,운동신경세
포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4. Double transgenic mutant
SOD1/VEGF-B lackingmice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SOD1transgenic
mice의 평균 생존일수는 double transgenic mutant SOD1/VEGF-B
lackingmice의 평균 생존일수보다 10일 이상 연장되었다7.또한 저산소증
으로 인하여 손상된 쥐의 뇌에 존재하는 성상교세포 (astroglia)에서는 내
생적(endogenous)으로 VEGF의 발현이 증가되어 신경보호 작용에 관여하
며4,ALS동물모델 쥐인 SOD1G93A 형질전환 쥐의 중추신경계를 VEGF를
발현하는 재조합 lentivirus로 감염시켜 생존일수가 연장되었음이 보고되었
다8.따라서 VEGF또한 ALS치료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CAG(CMV-actin-globinhybrid)프로모터는 인위적으로 합성된 강력한

유전자 발현 장치로,닭 β-액틴 프로모터(chicken β-actinpromoter),토끼
β-글로빈 종결자(rabbitβ-globinterminator)를 조합하여 만든 프로모터이
다9,10,11,12,13.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모터의 종류에는
CMV(cytomegalovirus), RSV(Rous sarcoma virus), SV40(Simian
virus40)및 PGK(phosphoglyceratekinase)프로모터가 있는데,이 중에
서 CMV 프로모터가 가장 강력한 발현효율을 보인다13.그러나 CAG 프로
모터를 합성한 후 luciferaseassay를 수행한 결과,CAG 프로모터는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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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ro에서 CMV 프로모터보다 1.5-6배의 발현효율을 보이고,invivo에서 2
배의 발현 효율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11,1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DNF
와 VEGF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해 CAG 프로모터를 제작하여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생성에 이용하였다.
신경줄기세포란 미성숙, 미분화된 상태로 계속 증식하는 자가갱신

(self-renew)을 보이고,적어도 신경원세포(neuron)및 신경교세포(glia)로
분화하는 분화의 다능성(multipotency)을 보이는 세포로 정의되는데,이러
한 신경줄기세포는 태아 신경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해부학적 부위에서 존
재하며,최근에는 태아뿐만 아니라 성체의 신경계에서도 줄기세포가 존재
하고,일생을 통하여 특정 부위에서 새로운 신경원세포를 생성한다는 사실
이 밝혀졌다.따라서 향후 신경줄기세포의 증식,성장 및 분화에 대한 기초
연구와 줄기세포의 가소성(plasticity)을 이용하여 한번 손상되면 특별한 치
료 방법이 없는 난치성 신경계질환에 대한 세포 및 유전자치료를 시도할
수 있어 신경계에 대한 재생 의학적 접근 가능성을 제시한다,15-17.
신경줄기세포의 세포생물학적 특성과 신경계질환에 대한 세포치료에 있

어서 유용성을 요약하면,첫째,간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뇌 혹은 척수이
식이 가능하고,전체 중추신경계에 생착(engraftment)하여 통합된다.둘째,
기능부전을 보이는 신경계에 본 세포를 이식 시 전체 숙주 신경축(neural
axis)에 통합되어 숙주 신경줄기세포와 똑같이 시간 및 공간적 신경발달
미세환경신호(microenvironmentalsignals)를 받아 세포 구조학적 및 기능
적으로 적절하게 각각의 신경세포로 분화하는 다능성을 보이므로,기능부
전을 보이는 신경세포를 대체하고,손상된 신경망을 재건하여 중추신경계
를 재생케 하는 가능성을 보인다15-17.셋째,중추신경계 이식 시 신경축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주하므로 국소성(focal)뿐만 아니라 다소성(multifocal)
및 전신성(global)신경계질환에 있어서도 부전증을 보이는 세포,효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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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양인자,수초(myelin),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등의 미만성
(diffusible)혹은 비미만성(non-diffusible)물질을 제공할 수 있다18.넷째,
본 세포의 가소성으로 인하여 신경계 이식 시 생착된 부위에 통합되어 그
부위에 적절한 신경세포로 분화되므로,숙주 신경계의 특정 부위에 이식
시 그 부위에 맞는 공여 신경세포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이식 시 숙주 신
경계의 특정 부위에 정확히 표적화(targeting)할 필요도 없다19-22.다섯째,
본 세포는 신경계에서 유래되었으므로 본태성(intrinsic)으로 저 농도의 정
상 신경세포 고유의 미만성 및 비미만성 인자(lysosomalenzyme,신경영
양인자,세포외기저물질,세포유착인자,수초,homeoproteins등)를 분비하
므로,많은 치료적 및 신경발달학적으로 유용한 물질을 계속 제공할 수 있
고,그 외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경세포 특이 생리활성인자의 공급도 가
능하다19-22.여섯째,한 종류 및 한 개체 설치류에서 신경줄기세포를 개발
하여 같은 종 혹은 다른 종의 설치류에 뇌 이식 시,면역억제제를 사용하
지 않아도 특별한 거부반응이 없는 면역내성을 보이므로,한 종류의 신경
줄기세포는 같은 종의 여러 개체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19-22.일곱
째,본 세포를 바이러스성 vectors를 만드는 세포로 사용할 경우 생체 내에
서 광범위하게 vector를 분포시킬 수 있어,광범위한 신경조직 부위에 바
이러스성 vector-매개성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다19-22.여덟째,생분해성
합성 고분자화합물(biodegradablesyntheticpolymermatrix)과 공동배양
시 세포의 성장,증식 및 분화가 촉진되므로 본 세포를 조직공학적 방법으
로 이용하여 신경조직의 재생을 유도할 수 있다.아홉째,본 세포는 급�만성
으로 진행하는 신경퇴행변성(neurodegeneration)시 발생하는 신호에 반응하여
향성(tropism)과 영양성(trophism)을 보이는데,신경계에 이식 후 손상된
부위에 확고한 생착 및 외부 유전자 발현을 보이고,신경손상 부위로 특이
적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보이며,태아기 신경계뿐만 아니라 출생 후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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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시에도 발현되는 “신경세포생성신호"(neurogenicsignals)에 반응하여
적절한 신경세포로 분화하여 손상된 신경세포를 대체 및 재생함을 보인다
19-25.
1990년대 초 미국 및 캐나다에서 주로 설치류의 신경줄기세포를 생체

외에서 유전적 혹은 비유전적 방법으로 배양하는 기술이 개발된 이래,체
외에서 계속 배양한 신경줄기세포를 중추신경계에 이식하면 줄기세포의 가
소성으로 인하여 적절히 통합되어 신경세포로 분화하고 외부유전자를 지속
적으로 표현함이 밝혀져,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한 신경계 발달 연구와 중추
신경계질환에 대한 세포 및 유전자치료의 유용성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최
근에는 설치류의 신경줄기세포와 유사한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는 인간 신
경줄기세포가 존재함을 확인하고,배양 및 확립하여 생물학적 특성을 연구
한 결과,설치류의 줄기세포와 유사하게 생체내외에서 분화의 다능성을 보
이고,생체 내에서 숙주 신경계의 공간적 및 시간적 신경발달 신호에 반응
하며,여러 질병모델 동물에 뇌 이식한 결과 손상 혹은 부전증을 보이는
신경세포를 대체하고 줄기세포 매개성 유전자 치료가 가능함이 제시되었다
19-3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 신경줄기세포를 분리 및 배양하여 생체 외에

서 증식,성장 및 분화 특성을 확립하고,이렇게 확립된 인간 신경줄기세포
를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신경영양인자인 GDNF또는 VEGF
을 발현케 한 후,SOD1G93A 형질전환 쥐의 cisternamagna부위를 통하여
중추신경계에 이식하여 공여세포가 숙주동물의 척수 부위에 이주,생착 및
분화하고 외부유전자를 발현케 하여,모델동물에 있어서 생존기간의 변화
와 체중,상지근력,운동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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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동물 모델

가.SOD1G93A 형질전환 쥐

HumanSOD1gene의 93번째 아미노산인 Glycine이 Alanine으로 치환
된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형질전환 쥐[B6SJL-TgN(SOD1-G93A)1Gur]
를 JacksonLaboratory(BarHarbor,ME,USA)에서 구입하여 확보하고,
wildtypehybridmice인 B6C3/F1을 오리엔트 바이오에서 구입하여 확보
한 뒤,형질전환 쥐와 교배시켜 출생한 한배의 새끼에서 유전자형 분석
(genotyping)을 실시하여,mutanthumanSOD1G93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heterozygotemice를 확인하여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MutanthumanSOD1G93A 유전자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태어난

모든 쥐에 유전자형 분석을 실시하였는데,생후 3주된 쥐의 꼬리 끝 조직
을 20-30㎎ 확보한 후 G-spinTM Genomic DNA Extraction Kit
(INTRON,성남시,대한민국)을 이용하여 쥐의 genomicDNA를 추출하였
다.PolymeraseChainReaction(PCR)반응은 GenomicDNA 추출의 성공
여부를 알기 위해서 IL-2(Interleukin-2)의 특정 부분을 증폭하는 sense
primer 5̀-CTAGGCCACAGAATTGAAAGATCT-3̀,anti-sense primer
5̀-GTAGGTGGAAATTCTACATCATCC-3̀를 사용하였고,인간 SOD1
유전자의 존재 유무를 알기 위해서 sense primer
5̀-CATCAGCCCTAATCCATCTGA-3̀, anti-sense primer
5̀-CGCGACTAACAATCAAAGTGA-3̀를 사용하였다.PCR 반응은 T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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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ase를 이용하여 95℃에서 3분간 초기 변성,94℃에서 30초간 변성,
64℃에서 30초간 어닐링(annealing)및 72℃에서 30초간 신장(extension)의
25회 반복 및 72℃에서 7분간 최종 신장으로 수행하였다.IL2는 324bp의
band로 검정하였고,SOD1은 240bp의 band로 검정하였다(그림 1).모든 동
물은 AAALAC국제 동물 보호 규정(International AnimalCarepolicies)
에 의해 관리되었다.

2.인간 신경줄기세포의 배양

가.인간 신경줄기세포 배양

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법안 연구지침을 따르고,세브란
스병원 IRB의 승낙을 받은 후,임신 13주에 자연 유산되어 사망한 태아의
종뇌(telencephalon)부위에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서를 획득한 후,일부
신경조직을 채취하여 신경줄기세포를 배양하였다.Dulbecco's Modified
EagleMedium (DMEM)/Ham'sF-12(1:1)(GIBCO,Invitrogen,Carlsbad,
CA,USA;이하 세포배양에 사용한 모든 재료는 특이 기재 사항이 없는
한 GIBCO 社 제품임)에 1%의 N2supplement,100units/mlpenicillinG
sodium과 100㎍/mlstreptomycinsulfate(1X P/S)의 항생제를 첨가한 배
지 (N2배지)를 기본으로 배양하였고,mitogeniccytokines으로 20ng/ml의
basicfibroblastgrowthfactor(bFGF;R&D,Minneapolis,MN,USA),8
㎍/ml의 heparin (Sigma,St.Louis,MO,USA),10ng/ml의 leukemia
inhibitoryfactor(LIF;Sigma)를 첨가하였다.3-4일마다 배지를 교환하고
7-9일 마다 0.05% Trypsin/0.53mM EDTA (T/E)를 2분 30초간 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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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2   (324bp)
SOD1 (240bp)

MMMM 1111 2222 3333 4444 5555 6666

200bp
300bp

400bp
IL-2   (324bp)
SOD1 (240bp)

MMMM 1111 2222 3333 4444 5555 6666

200bp
300bp

400bp

그그그림림림 111...SSSOOODDD111GGG999333AAA 형형형질질질전전전환환환 쥐쥐쥐의의의 유유유전전전자자자형형형 분분분석석석... SOD1G93A 형질전
환 쥐를 확립하기 위해 출생 3주 후에 꼬리로부터 추출한 genomicDNA
로부터 PCR을 실시하였다.IL-2는 조직으로부터 DNA가 성공적으로 추출
했음을 보여준다.(M;sizemarker,3,5번 쥐:APPsw 형질전환 쥐,1,2,
4,6번 쥐 :정상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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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대 배양하였다.

나.인간 신경줄기세포의 생체 외에서 특성 확립

N2 배지에 mitogeniccytokines을 첨가한다.여기에 배양된 부유 cell
cluster를 cornicaltube로 이동,원심분리 후 차가운 PBS로 세척한다.다시
원심분리 후 4% paraformaldehydein0.1M Pipesbuffer로 고정하고 30%
sucrose in PBS로 동결 보호한다.O.C.T compound 배지에 담가 cell
cluster를 동결하여 cryosection 하였다.일차항체 anti-human Nestin
(hNestin; Chemicon; 1:200),anti-Vimentin (Sigma; 1:80),anti-Glial
FibrillaryAcidicProtein(GFAP;Dako,Carpinteria,CA,USA;1:1000),
anti-NeuronalclassⅢ β-Tubulin(Tuj1;Covance,Berkeley,CA,USA;
1:1000),anti-NF(pan-neurofilament;Sternberger,Lutherville,MD,USA;
1:500)anti-NF M (neurofilamentM;Chemicon;1:1000),anti-NF H
(neurofilament H; Chemicon; 1:1000),Pax6 (Developmental Studies
Hybridoma Bank,Iowa City,IA,USA;1:40),excitatory amino acid
transporter1(EAAT1;SantaCruzBiotechnology,INC.,SantaCruz,
CA;1:100)사용하여 면역세포화학 방법으로 염색하였다.

3.재조합 adenovirus제작

가. CAG 프로모터를 포함하는 아데노바이러스용 재조합 발현벡터
(pShuttle-CAG)제작

pTriEX-1.1Neo벡터(Novagen)로부터 토끼 β-글로빈 종결자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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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u 중합효소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는데, sense primer
5̀-CTCGAGATCAATTCTCTAGCCAAT-3̀, anti-sense primer
5̀-GGATCCTTACATATGGGCATATGT-3̀을 사용하였다.Senseprimer
에는 제한효소 XhoⅠ이,anti-sense primer에는 제한효소 BamHⅠ을
tailing하였다.PCR 반응은 95℃에서 5분간 초기 변성,94℃에서 45초간
변성,55℃에서 45초간 어닐링(annealing) 및 72℃에서 30초간 신장
(extension)의 35회 반복 및 72℃에서 7분간 최종 신장으로 수행하였다.증
폭된 PCR산물을 pGEM-T easy벡터(Promega,Wisconsin,USA)에 클로
닝하였다.토끼 β-글로빈 종결자가 삽입된 pGEM-T easy벡터는 제한효
소 XhoⅠ과 BamHⅠ 으로 절단하고,pShuttle벡터(Stratagene,LaJolla,
CA,USA)는 제한효소 SalⅠ,BglⅡ로 절단하여 각각의 산물을 연결
(ligation)하였다.이때 SalⅠ과 XhoⅠ,BglⅡ와 BamHⅠ은 각각 상보적인
응집말단으로 서로 연결(ligation)이 가능하고 연결된 벡터는 각각의 제한
효소 자리를 잃는다.이렇게 하여 토끼 β-글로빈 종결자를 포함한
pShuttle벡터(pShuttle-rabbitβ globinterminator)를 클로닝하였다.다음으
로 CMV 즉시초기 인헨서(immediateearlyenhancer)와 닭 β-액틴 프로
모터 부분을 클로닝하였다.닭 β-액틴 프로모터와 pTriEX-1.1Neo벡터의
MCS사이에 존재하는 제한효소 PacⅠ 부위를 제거하기 위해 우선 PacⅠ
으로 pTriEX-1.1Neo벡터를 자른 후 클레나우 조각(klenow fragment;
Takara)을 이용해 평활말단(bluntend)을 만들었다.이를 제한효소 SmaⅠ
으로 다시 자른 후 자가 연결(selfligation)을 수행하여 제한효소 PacⅠ 부
위가 없어진 변형된 pTriEX-1.1 Neo 벡터를 얻었다.상기의 변형된
pTriEX-1.1Neo벡터를 제한효소 FseⅠ으로 절단 후 클레나우 조각으로
중합반응을 수행하여 평활 말단을 만들고 다시 제한효소 XhoⅠ으로 절단
하여 CMV 즉시초기 인헨서와 닭 β-액틴 프로모터 부분을 얻었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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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토끼 β-글로빈 종결자를 포함한 pShuttle벡터를 제한효소 KpnⅠ
과 XhoⅠ으로 절단하여 얻은 산물과 상기 CMV 즉시초기 인헨서와 닭 β-
액틴 프로모터 부분을 연결하여,CMV 즉시초기 인헨서,닭 β-액틴 프로
모터와 토끼 β-글로빈 종결자를 포함한 아데노바이러스용 재조합 발현벡
터(pShuttle-CAG)를 제작하였다.

나.pShuttle-CAG벡터에 인간 GDNF/VEGF유전자 Cloning

인간 신경줄기세포에서 RNA를 추출한 후 cDNA를 합성하고,이를 주형
으로 GDNF와 VEGF의 PCR을 각각 Pfupolymerase를 이용하여 수행하였
다. GDNF는 sense primer
5̀-AGATCTGCCACCATGAAGTTATGGATGT-3̀, anti-sense primer
5̀-CTCGAGCTATTAGATACATCCACACCTTT-3̀를 사용하였고,
VEGF은 sense primer
5̀-AGATCTGCCACCATGAACTTTCTGCTGTCTTG-3̀, anti-sense
primer5̀-CTCGAGCTATTACCGCCTCGGCTTGTCACA-3̀을 사용하였
다.각각의 senseprimer에는 제한효소 BglⅡ를,anti-senseprimer에는 제
한효소 XhoI을 tailing하였다.PCR반응은 95℃에서 3분간 초기 변성,94℃
에서 30초간 변성,55℃에서 45초간 어닐링(annealing)및 72℃에서 45초간
신장(extension)의 34회 반복 및 72℃에서 7분간 최종 신장으로 수행하였
다.PCR결과물은 pGEM-T easyvector(Promega,Madison,WI,USA)에
클로닝하여,각각 pGEM-T easy-GDNFplasmid와 pGEM-T easy-VEGF
plasmid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각각의 plasmid들은 DH5α E.coli에
transformation시키고,CsCl2법으로 mega-prep하여 제한효소 BglⅡ,XhoI
으로 자른 후 전기영동하여 band를 분리 정제했다.이를 앞서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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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huttle-CAG 벡터의 BglⅡ, XhoI 사이에 클로닝하여
pShuttle-CAG-GDNF plasmid와 pShuttle-CAG-VEGF plasmid를 제작하
였다.

다.재조합 GDNF및 VEGF발현 adenovirus의 제작

상기의 plasmid들은 BJ5183Escherichiacoli에 pAd Easy1(E1,E3
deleted Adenovirus type 5)과 co-transformation시켜 homologous
recombination을 유도하였다.이렇게 얻은 pAd Easy1-CAG-GDNF/pAd
Easy1-CAG-VEGF을 제한효소 PacI으로 절단하여 homologous
recombination을 확인하고,293 cell에 CaCl2 방법으로 transfection하여
Adeno-CAG-GDNF/Adeno-CAG-VEGF virus를 제작하였다.최종적으로
CsCl2gradient방법으로 바이러스를 dialysismembrane(Pierce)으로 정제
하여 CsCl2을 완전히 제거하였다.재조합 adenoviruses가 replication
competentvirus인지 여부를 A549 plaqueassay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virus titer는 293 cells을 이용하여 plaque assay를 하였다.Purified
viruses는 PBSwith3% sucrose에 넣어서 사용 시까지 보관하였다.
인간 신경줄기세포에 상기 제작한 바이러스를 20,40,80,160,250MOI

로 각각 감염시켰다.감염 24-48시간 후 위상차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감
염 여부를 확인하고,감염 48시간 후에 ELISA(R&Dsystems,MN,USA.)
방법을 이용하여 신경영양인자 발현 여부 및 정도를 확인 및 정량하여 배
양된 인간 신경줄기세포에 감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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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V ie enhancer actin GDNFα globin adenovirus

CMV ie enhancer actin VEGF globin adenovirus

CMV ie enhancer actin GDNFα globin adenovirus

CMV ie enhancer actin VEGF globin adenovirus

그그그림림림 222...GGGDDDNNNFFF 및및및 VVVEEEGGGFFF을을을 CCCAAAGGG 프프프로로로모모모터터터에에에 의의의해해해 발발발현현현하하하는는는 재재재조조조합합합
아아아데데데노노노바바바이이이러러러스스스 벡벡벡터터터... CAG promoter는 CMV immediate early(ie)
enhancer,chicken β-actinpromoter,rabbitβ-globinterminator로 구성되
어 있다(노란색;CAG 프로모터,파란색;GDNF 및 VEGF,빨간색;
adenovirusgenome).GDNF및 VEGF은 adenovirusgenome에 의하여 숙
주 세포 내부로 전달되며,CAG프로모터에 의하여 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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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OD1G93A 형질전환 쥐에 인간 신경줄기세포의 이식

가.이식세포 준비

이식할 인간 신경줄기세포는 5-bromodeoxyuridine(BrdU,2μM)이 첨가
된 배지에서 5일간 배양하고,이식을 위하여 T/E처리하여 단일세포로 만
들고,남아있는 BrdU를 제거하기 위해 H-H buffer(1X Hanks'balanced
saltsolution,10mM HEPES,pH 7.4)로 3회 세척하고,0.05% trypanblue
로 염색하여 8×104cells/㎕을 준비하였다.이와 같이 준비된 인간 신경줄기
세포는 이식할 때까지 얼음에 보관하였다.이식 24시간 전에 GDNF 및
VEGF 발현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Ad-CAG-GDNF,Ad-CAG-VEGF)
를 각각 80MOI,8MOI로 인간 신경줄기세포에 감염시키고 H-H buffer로
3차례 세척 후 이식하였다.

나.동물 수술

실험동물군은 SOD1G93A 형질전환 쥐에 GDNF발현 인간 신경줄기세포
를 이식한 군(GDNF군;n=21),VEGF 발현 인간 신경줄기세포를 이식한
군(VEGF군;n=16),H-H buffer를 이식한 군(Vehicle군;n=13)으로 나누었
다.생후 75일된 SOD1G93A 형질전환 쥐를 ketamine(50㎎/㎏)과 Rompun(10
㎎/㎏)으로 마취시키고,stereotaxicapparatus로 고정시켰다.머리의 피부
를 70% 알콜로 소독하고 절개한 후,26 게이지 실린지를 이용하여
8×105cells/㎕의 세포부유액 총 10㎕를 쥐의 cisternamargna부위에 수막
강내 (intrathecal)주사하였다.수술도구는 모두 멸균 처리하여 사용하였고
수술부위는 요오드 연고로 소독하고 봉합하였으며,마취가 깰 때까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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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 pad에서 안정화시키고,이식된 인간 신경줄기세포에 대한 면역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이식 하루 전부터 실험동물이 사망할 때까지 매일
cyclosporine(10mg/kg/day;종근당,서울,대한민국)을 증류수에 희석하여
피하 주사하였다.

5.행동검사 및 통계처리

가.WireManeuvertest

상지근력(forelimbstrength)을 측정하기 위하여 wiremaneuvertest를
실시하였는데,지름이 2mm 되는 wire를 지상 60cm 높이에 150cm 길이
로 설치하고,바닥은 짚을 10cm 높이로 깔아 떨어지는 충격을 감소시킨
후,앞발로 wire를 잡게 한 뒤,쥐의 몸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유지한 상
태에서 꼬리를 놓았다.쥐를 매달고 손으로 몸을 받쳐서 처음 적응 하는
시간 10초를 준 후,최대 180초 동안 매달아 놓고 쥐가 떨어지는 시간을
초단위로 기록한다.실험군 및 대조군을 이식 1주전부터 이식 9주후까지 1
주일에 1회씩 측정하였다.

나.Rotarodtest

운동조정 기능(motorcoordination)을 측정하기 위하여 rotarodtest를
실시하였는데, 5분 동안 일정하게 가속되는 rotating axle (3.2 cm
diameter,4-40rpm)에 쥐를 올려놓고,처음 적응 하는 시간 15초를 준 후,
쥐가 떨어지는 시간을 측정한다.최소 10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총 3번을
반복하여 가장 높은 측정치를 취한다.실험군 및 대조군을 이식 1주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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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9주후까지 1주일에 1회씩 측정하였다.

다.통계처리

각 실험군들의 생존일수,체중의 변화,행동검사에 대한 수치 결과는 실
험성적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통계처리를 SPSS12.0forwindows를 이용
하여 시행하였다.생존일수는 Kaplan-Meier생존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유의수준 p값 0.05수준에서 검정하였다.체중의 변
화와 wiremaneuver검사 성적,rotarod 검사는 모수분석의 oneway
ANOVA test와 unpairedT test를 실시하여 검정하였다.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역시 유의수준 p값 0.05수준에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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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1.세포배양 및 특성 확립

임신 13주에 자연 유산된 태아의 종뇌(telencephalon)에서 획득한 신경
조직으로부터 채취된 인간 신경줄기세포는 매 7-9일 마다 T/E 처리하여
계대 배양하였다.계대배양 3일 정도 후에 세포들은 군락을 이루면서 배지
에 떠다니는 둥근 구 모양의 신경구 (neuroshprere)를 형성하면서 자랐다
(그림 3A).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그림과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자가 증식
하는 것을 trypanblueexclusion방법에 의한 세포 수 측정으로 확인하였
다.이러한 신경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면역세포화학방법으로 염색
을 실시하였다.신경줄기세포 또는 방사성 신경교세포(radialglialcell)와
같은 미성숙 줄기세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 특이적 nestin항체를,방사
성 신경교세포의 확인을 위해서 vimentin,glialfibrillary acidicprotein
(GFAP), paired box protein (Pax6), glutamate astrocyte specific
transporter(GLAST 혹은 excitatoryaminoacidtransporter1;EAAT1)
항체를 사용하였다.또 성상교세포와 신경원세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
GFAP항체와 neuronalclassⅢ β-Tubulin(Tuj1),neurofilament(NF),
NeuN 항체를 사용하였다.신경구를 이루는 전체 세포의 95-99%가
vimentin,nestin,GFAP,Tuj1,Pax6(그림 3B,D,E,H,J)를 발현하였고,
GLAST 는 neurosphere의 일부 바깥쪽 세포만 발현하였다 (그림 3M,N,
O).그리고 GFAP를 발현하는 90% 이상의 세포에서 nestin,vimentin및
Pax6를 동시에 발현하였다(그림 3D,E,F,J,K,L).또 GFAP를 발현하
는 90% 이상의 세포에서 초기 미성숙 신경원세포의 표지인자인 Tuj1을
약하게 혹은 중등도로 동시에 발현하였고,neurosphere중앙의 일부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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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Tuj1을 강하게 발현하였고 동시에 GFAP는 발현하지 않았다 (그림
3G,H,I).반면에 신경구 세포들은 Tuj1에 비해 좀 더 성숙한 신경원세
포의 표지인자인 NF(그림 3C)는 발현하지 않았다 .따라서 태아의 신경
조직으로부터 추출하여 계속 증식시켜 계대 배양한 신경구 세포들은 주로
신경줄기세포 (neuralstem cells),신경전구세포 (neuralprogenitors),신경
줄기세포의 일종인 방사성 신경교세포, 신경원 전구세포 (restricted
neuronalprogenitors)및 신경교 전구세포 (restrictedglialprogenitors)및
일부 분화된 신경세포 등으로 구성된 비교적 이질의 세포군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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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333...인인인간간간 신신신경경경줄줄줄기기기세세세포포포 배배배양양양 및및및 특특특성성성 확확확립립립...A,인간 신경줄기세포는
N2배지에 bFGF와 LIF를 첨가하여 배양하였고 미성숙 세포가 뭉쳐져 신경
구 (neurosphere)를 형성하여 부유하면서 자란다.인간 신경줄기세포의 특
성분석을 위해 cryosection된 신경구를 면역세포화학염색법을 실시하여 현
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음.신경구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세포는 Vimentin,
Nestin,GFAP,Tuj1,Pax6를 발현하였고 (B,D,E,H,J,K,L),GLAST
는 신경구의 바깥쪽 세포에서 주로 발현되었다 (M,N,O;화살표).GFAP
(red)를 발현하는 세포의 90% 이상이 Nestin(green)을 동시에 발현하였고
(D,E,F),GFAP(red)를 발현하는 세포의 역시 90%이상이 Tuj1(green)
을 동시에 발현하였다 (G,H,I).일부 neurospheres의 중앙에 위치하는 세
포는 GFAP를 발현하지 않고 Tuj1만을 강하게 발현하여 미분화된 줄기세
포가 아니고 분화된 초기 미성숙 신경원세포임을 보였다(H,I;화살표).C,
성숙한 신경원세포의 표지인자인 NF를 발현하는 세포는 별로 없었다.
Scalebar,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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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 신경줄기세포의 GDNF및 VEGF
발현량 확인

Adeno-CAG-GDNF/Adeno-CAG-VEGF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될 경
우,각각 GDNF/VEGF을 발현시킨다.각 바이러스의 titer는 각각 2×107/ul,
8.22×107/ul이었다.감염된 인간 신경줄기세포가 GDNF및 VEGF을 얼마
나 발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인간 신경줄기세포에 상기의 바이러스를 20,
40,80,160,250MOI로 각각 감염시켰다.감염 72시간 후의 배지를 수집하
여 GDNF 및 VEGF의 발현량을 ELISA 방법으로 측정하였다.아울러
CMV 프로모터와 CAG 프로모터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과정에서 제작된 Adeno-CMV-GDNF/Adeno-CMV-VEGF 바이러스로
감염한 인간 신경줄기세포 배지의 GDNF및 VEGF발현량을 함께 측정하
여 비교하였다(그림4).Adeno-CMV-GDNF 및 Adeno-CAG-GDNF 바이
러스 각각을 인간 신경 줄기세포에 감염시켰을 때,CAG프로모터 사용 시
유전자 발현효율이 CMV 프로모터 사용 시 보다 약 1.5-9배 증가하였다
(20 MOI감염 시 Adeno-CMV-GDNF,8.3±4.0 (mean±SEM)ng/ml,
Adeno-CAG-GDNF, 72.5±1.9ng/ml; 250 MOI 감염 시
Adeno-CMV-GDNF, 140.4±9.7ng/ml, Adeno-CAG-GDNF,
215.5±9.9ng/ml).Adeno-CMV-VEGF과 Adeno-CAG-VEGF 바이러스를
각각 인간 신경줄기세포에 감염시켰을 때 CAG 프로모터 사용 시 유전자
발현효율이 CMV 프로모터 사용 시와 비교하여 약 1.8-3.9배 증가하였다
(20MOI감염 시 Adeno-CMV-VEGF,33.8ng±1.8/ml,Adeno-CAG-VEGF,
90.4±26.8ng/ml; 40MOI 감염 시 Adeno-CMV-VEGF, 42.5±4.8ng/ml,
Adeno-CAG-VEGF,166.5±8.3n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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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444...iiinnnvvviiitttrrrooo상상상에에에서서서 각각각각각각의의의 재재재조조조합합합 바바바이이이러러러스스스로로로 감감감염염염된된된 인인인간간간 신신신경경경줄줄줄
기기기세세세포포포의의의 GGGDDDNNNFFF및및및 VVVEEEGGGFFF발발발현현현랑랑랑...Control로 사용된 감염되지 않은 인
간 신경줄기세포,Ad-CMV-GDNF바이러스로 감염된 인간 신경줄기세포
(CMV GDNF),Ad-CAG-GDNF 바이러스로 감염된 인간 신경줄기세포
(CAG GDNF),Ad-CMV-VEGF 바이러스로 감염된 인간 신경줄기세포
(CMV VEGF),Ad-CAG-VEGF 바이러스로 감염된 인간 신경줄기세포
(CAG VEGF)를 감염 48시간 후에 각각의 배지에서 ELISA 방법으로
GDNF및 VEGF의 발현량을 비교분석하였다.모든 수치는 평균값±표준오
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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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중의 변화

실험군(GDNF군,n=21;VEGF군,n=16)과 대조군(Vehicle군,n=13)에서
세포이식 1주일 전부터 매주 1회씩 체중을 측정하여 총 10주일 동안 체중
의 변화를 관찰하여,GDNF혹은 VEGF발현 인간 신경줄기세포의 이식이
모델동물의 체중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세포이식 1주일 전인
68일령의 평균체중은 세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GDNF군,
22.9±1.3gm (mean±SEM);VEGF군,22.2±2.0gm;vehicle군,23.0±1.6gm),
그 후 세포이식 5주일 후인 110일령까지 세군 간에 유의한 평균체중의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그러나 세포이식 6주일 후인 117일령에는 실험군의
평균체중은 유지되고 있었으나,vehicle군의 평균체중은 먼저 유의하게 감
소하기 시작하였으며 (GDNF군,23.5±3.8gm;VEGF군,23.9±1.7gm,vehicle
군,20.2±3.6gm),124일령에는 GDNF군은 평균체중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vehicle군뿐만 아니라 VEGF군의 평균체중도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GDNF
군,22.6±1.2gm;VEGF군,20.5±2.4gm,vehicle군,17±1.1gm).131일령에는
모든 그룹의 체중이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나 GDNF군의 평균체중 감소가
가장 작았으며, vehicle군의 평균체중 감소가 가장 컸다(GDNF군,
19.7±2.4gm;VEGF군,15±1.2gm,vehicle군,14±1.1gm)(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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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555... GGGDDDNNNFFF 및및및 VVVEEEGGGFFF 발발발현현현 인인인간간간 신신신경경경줄줄줄기기기세세세포포포의의의 이이이식식식이이이
SSSOOODDD111GGG999333AAA 형형형질질질전전전환환환 쥐쥐쥐의의의 체체체중중중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체중의 측정은 이식 1주
전인 생후 68일부터 실험동물이 사망할 때까지 측정하였다.117일령 이후
에 GDNF군과 VEGF군의 체중 손실은 vehicle군과 비교하여 억제되었다
(*).124일령 이후에는 GDNF군과 VEGF군의 체중 손실이 vehicle군에 비
하여 유의하게 억제되었고,그 중 GDNF군의 체중 손실이 VEGF보다 더욱
유의하게 억제되었다.GDNF군과 vehicle군,VEGF군과 vehicle군,GDNF
군과 VEGF군과의 차이는 unpairedT test에 의하여 각각 검정하였다.3
그룹간 통계적 차이는 onewayANOVA test에 의하여 검정하였다.(그래
프 상의 수치는 평균±표준오차으로 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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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행동 검사

가.WireManeuvertest

실험군(GDNF군,n=21;VEGF군,n=16)과 대조군(Vehicle군,n=13)에서
상지근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세포이식 1주일 전부터 매주 1회씩 10
주일 동안 wiremaneuvertest를 실시하였다.
이식 1주일 전인 68일령에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상지 근력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GDNF군, 158.6±46.1sec(mean±SEM); VEGF군,
162.0±39.4sec;vehicle군,158.5±38.9sec).그러나 세포이식 1주일 후인 82일
령부터 대조군의 상지근력이 급격히 감소하여 실험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실험군인 GDNF및 VEGF군의 상지근력도 그 이전과 비교
하여 유의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GDNF군,132.4±62.1sec;VEGF군,
108.9±55.3sec;vehicle군,63.3±19.2sec).89일령에도 계속하여 실험군에서
그 전과 비교하여 상지근력이 더욱 감소하였으나 대조군과 비교하여서는
아직 유의하게 상지근력이 높았고 (GDNF군,82.9±62.5sec; VEGF군,
83.9±42.4sec;vehicle군,63.3±69.4sec),96일령부터는 실험군 및 대조군 모
두에서 그 전과 비교하여 상지근력이 더욱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험군
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GDNF군,68.8±56.6sec;
VEGF군,69.3±58.3sec;vehicle군,61.5±52.4sec).103일령에는 VEGF군의
상지근력은 더욱 많이 감소하여 평균값이 대조군과 같은 수준에 이르렀고
(GDNF군,44.4±9.6sec;VEGF군,32.2±8.0sec;vehicle군,26.5±13.1sec),계
속하여 실험군 및 대조군 모두에서 상지근력이 약화되다가 124일령부터
사망할 때까지 모든 그룹에서 상지근력이 전혀 측정되지 않았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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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666... GGGDDDNNNFFF 및및및 VVVEEEGGGFFF 발발발현현현 인인인간간간 신신신경경경줄줄줄기기기세세세포포포 이이이식식식이이이         SSSOOODDD111GGG999333AAA
형형형질질질전전전환환환 쥐쥐쥐의의의 상상상지지지근근근력력력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이식 1주 후인 82일령부터
GDNF군과 VEGF군의 근력 손실이 vehicle군에 비해 유의하게 억제되었
고,특히 GDNF군의 근력 손실이 VEGF군에 비하여 더욱 유의하게 억제되
었다.89일령과 96일령에는 GDNF군과 VEGF군의 근력 손실이 vehicle군
에 비해 유의하게 억제되었으나,GDNF군과 VEGF군 사이의 근력 손실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103령 이후부터는 3그룹 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GDNF군과 vehicle군,VEGF군과 vehicle군,GDNF군과
VEGF군과의 차이는 unpairedT test에 의하여 검정하였고,3그룹 간 통
계적 차이는 onewayANOVA test에 의하여 검정하였다.(그래프 상의
수치는 평균±표준오차로 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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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Rotarodtest

실험군(GDNF군,n=21;VEGF군,n=16)과 대조군(Vehicle군,n=13)에서
운동조정 능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세포이식 1주일 전부터 매주 1회
씩 10주일 동안 Rotarodtest를 실시하였다.
세포이식 1주일 전인 68일령에는 실험군 및 대조군 모두에서 운동조정

능력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GDNF군,140.3±45.9sec(mean±SEM);VEGF
군,140.0±44.6sec;vehicle군,142.4±30.0sec).세포이식한 75일령에도 실험
군 및 대조군 모두에서 운동조정 능력의 차이는 없었으나,세포이식 1주일
후인 생후 82일에는 세포 혹은 H-H buffer이식술 자체가 시험동물의 운
동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쳐 모두 감소함을 보여주었다(GDNF군,
71.4±28.3sec;VEGF군,75.6±32.4sec;vehicle군,74.9±30.5sec).이후 89일령
부터 GDNF군과 대조군의 운동조정 능력은 점차 감소하여 131일령 경에
는 운동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VEGF군도 역시 89일령부터 117
일령까지 점차 운동조정 능력이 감소함을 보였으나 124일령부터는 운동조
정 능력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GDNF군 및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
하게 높은 운동조정 능력을 보였다(GDNF군, 14.5±3.6sec; VEGF군,
39.0±11.5sec;vehicle군,14.0±12.6sec).그 후 131일령 및 138일령에도
GDNF군 및 대조군은 모두 운동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었으나
VEGF군은 사망할 때까지 유의하게 약간의 운동조정능력이 유지됨을 보였
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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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777...GGGDDDNNNFFF및및및 VVVEEEGGGFFF발발발현현현 인인인간간간 신신신경경경줄줄줄기기기세세세포포포 이이이식식식이이이 SSSOOODDD111GGG999333AAA 형형형
질질질전전전환환환 쥐쥐쥐의의의 운운운동동동조조조정정정능능능력력력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이식 1주 전인 68일령부터
117일령까지 실험군 및 대조군 모두에서 운동조정능력의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세포이식 1주일 후인 82일령에는 대조군 및 실험군 모두에서
일시적으로 운동조정능력이 감소됨을 보였는데,아마도 세포이식술 자체가
운동조정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124일령 이후부터 사망 시
점에 가까운 138일령까지 VEGF군만이 GDNF군 및 vehicle군에 비해 유의
하게 높은 운동조정능력을 보였다.GDNF군과 vehicle군,VEGF군과
vehicle군,GDNF군과 VEGF군과의 차이는 각각 unpairedTtest에 의하여
검정하였다.3그룹간 통계적 차이는 onewayANOVA test에 의하여 검
정하였다.(그래프 상의 수치는 평균±표준오차로 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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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생존율

실험군(GDNF군,n=21;VEGF군,n=16)과 대조군(Vehicle군,n=13)에서
생존일수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그룹의 생존일수를 측정하여 생존
분석을 실시하였다.생존분석은 Kaplan-Meier생존분석법을 이용하였다.
GDNF군의 평균 생존일수는 vehicle군의 평균 생존일수에 비해 7.5일

연장되었으며,VEGF군의 평균 생존일수는 vehicle군의 평균 생존일수에
비해 8.4일 연장되었다(GDNF군,132.6±12.2days(mean±SEM);VEGF군,
133.6±9.3days;vehicle군,125.2±12.3days).GDNF군과 VEGF군의 평균 생
존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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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888...GGGDDDNNNFFF 및및및 VVVEEEGGGFFF 발발발현현현 인인인간간간 신신신경경경줄줄줄기기기세세세포포포 이이이식식식이이이
SSSOOODDD111GGG999333AAA 형형형질질질전전전환환환 쥐쥐쥐의의의 생생생존존존율율율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GDNF발현 인
간 신경줄기세포의 이식,VEGF 발현 인간 신경줄기세포의 이식,
H-H buffer 투여가 각각 모델동물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Kaplan-Meier생존 분석방법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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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ALS)은 골격근의 마비를 동반하는 신경계질환
으로 일단 발병하면 하반신부터 점차 마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현재
항 글루타메이트제인 riruzole이 유일하게 임상적으로 처방되고 있으나,근
본적인 치료법은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최근에는 ALS의 병태생리 연구를
통한 신약개발,배아 혹은 체조직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혹은 유전
자치료 등 새로운 치료방법 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신경줄기세포는 자가 증식 혹은 갱신을 보이며 신경원세포와 신경교세

포로 분화하는 분화의 다능성을 가진 세포로서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한 방
법으로 신경계에 이식이 가능하고,이식된 숙주의 신경계에 광범위하게 이
주 및 생착함으로서 병적 세포미세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고,기능부전을
보이거나 사망한 신경세포를 대체하여 신경계를 재생하는 가능성을 가졌
다.그리고 줄기세포에 외부유전자를 발현시켜 질병치료에 유용한 단백질
의 생체 내 발현과 분비가 가능하고,전사조절 유전자의 도입을 통하여 기
능부전 혹은 사망한 신경세포로의 분화유도를 통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의
적용이 가능하다16-18.
본 연구에서는 임신 13주의 인간 태아의 종뇌 조직으로부터 신경줄기세

포를 추출하여 배양하였는데,본 세포는 자가 증식이 가능하여 미분화된
상태로 계속 증식,배양시킬 수 있었고 (그림 1),신경원세포 및 신경교세
포로의 분화함을 보였다.생체 외에서 증식,성장,분화 및 특성이 확립된
상기의 인간 신경 줄기세포를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여 GDNF및
VEGF을 과 발현케 한 후,생후 75일된 ALS동물모델의 cisternamagna
부위에 주사하여 중추신경계에 이식하였다.GDNF 혹은 VEGF를 발현케



- 36 -

한 인간 신경줄기세포를 이식한 경우와 H-H buffer만 주사한 대조군에서
숙주 동물의 체중,상지근력,운동조정능력의 변화 및 생존율을 비교분석하
였다.
체중의 갑작스러운 감소는 ALS모델동물에서 질병의 현저한 발병 시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데,대조군의 평
균체중은 세포이식 6주일 후인 생후 117일부터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VEGF군은 세포이식 7주일 후인 생후 124일부터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GDNF군은 세포이식 8주일후인 생후 131일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이는
모델동물에서 ALS의 현저한 질병증상 발현시점이 GDNF및 VEGF발현
인간 신경줄기세포 이식에 의해 각각 2주일 및 1주일씩 연장되었음을 보여
준다(그림 5).
상지근력을 측정하는 wiremaneuver행동검사에서는 GDNF및 VEGF

을 발현하는 인간 신경줄기세포를 이식한 경우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모
델동물에서 상지근력 감소의 정도와 속도를 억제함을 보였다(그림 6).운동
조정능력을 평가하는 Rotarod행동검사에서는 GDNF를 발현하는 인간 신
경줄기세포를 이식한 경우 세포이식 후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운동조정
능력의 감소를 억제하지 못하였다 (그림 7).그러나 VEGF를 발현하는 인
간 신경줄기세포를 이식한 경우 세포이식 후 생후 89일부터 생후 117일까
지 점차 운동조정 능력이 감소하여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생후 124일경에는 운동조정 능력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GDNF
군 및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은 운동조정 능력을 보였고,그 후
생후 131일 및 138일 경에도 GDNF군 및 대조군은 모두 운동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었으나 VEGF군은 사망할 때까지 유의하게 약간의 운
동조정능력이 유지됨을 보였다(그림 7).
대조군 및 실험군에서 모델동물의 생존기간을 분석한 결과 GDNF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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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신경줄기세포 이식군과 VEGF발현 인간 신경줄기세포 이식군은 대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평균 생존기간이 각각 약 7일 및 8일 연장됨을 보
였으나,GDNF발현 인간 신경줄기세포 이식군과 VEGF발현 인간 신경줄
기세포 이식군 간에는 생존기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그림 8).
상기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동물모델에 GDNF및

VEGF을 과 발현케 한 인간 신경줄기세포를 척수 신경계에 이식한 경우,
질환으로 인한 현저한 체중감소를 보이는 시점이 늦추어졌고,비교적 세포
이식 후 초기 기간 동안 상지근력의 감소 증상이 억제됨을 보였으며,
VEGF발현 인간 신경줄기세포 이식은 모델동물이 사망한 시점과 가까운
이식 후 비교적 말기까지 운동조정능력이 유지됨을 보였다.또한 GDNF
및 VEGF을 과 발현케 한 인간 신경줄기세포를 척수 신경계에 이식한 경
우 대조군에 비해 모델동물의 생존기간이 유의하게 연장됨을 보였는데,
이는 줄기세포에서 발현되는 GDNF혹은 VEGF이 신경행동검사의 종류에
따라 각각 약간씩 상이한 개선효과를 보였지만 생존기간 연장효과는 유사
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따라서 GDNF및 VEGF발현 인간 신경줄기세포
를 이식할 경우 발현된 GDNF혹은 VEGF이 각각 특이적 기전에 의하여
숙주 척수운동신경세포에 신경보호 작용을 나타내고,이식된 신경줄기세포
는 신경원세포 및 교세포로 분화하고 일부는 미분화된 세포로 존재하면서
숙주 척수신경계에 생착,이주 및 통합되어 신경기능을 개선하며,질병 경
과의 악화를 억제하여 생존기간의 연장을 유도한다고 생각된다.
본 실험의 결과는 향후 이식수술에 따른 숙주 척수신경 손상을 최소화

하면서 인간 신경줄기세포의 생착,이주 및 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이식법
의 개발,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운동신경세포의 생존을 촉진시키고 퇴
행성변화를 감소시키는 보다 치료적 유용성이 높은 물질을 전달케 하는 줄
기세포 매개성 유전자치료법의 개발,신경계 발달에 관여하는 다양한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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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를 사용하여 신경줄기세포로 하여금 특이 운동신경세포로 분화 유도한
후 이식하여 줄기세포 이용 특이적 세포치료법의 개발,또한 다양한 전사
인자를 발현 및 억제함으로서 인간 신경줄기세포의 분화를 적절히 조절한
후 모델동물에 이식하여 산화 손상에 의한 병적 세포미세 환경을 효과적으
로 개선하도록 하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 등에 유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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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ALS는 진행성 운동신경질환으로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선택적
으로 소실되며,운동신경세포의 지배를 받는 근육이 점차 위축되어 사망하
는 만성 퇴행성 신경계질환인데,현재까지 병인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으
며 완치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최근에는 ALS의 병태생
리 연구를 통한 신약개발,배아 혹은 체조직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혹은 유전자치료 등 새로운 치료방법 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신경줄기세포를 분리 및 배양하여 생체 외에서 증

식,성장 및 분화 특성을 확립하고,확립된 인간 신경줄기세포를 재조합 아
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신경영양인자인 GDNF또는 VEGF을 발현케 한
후,SOD1G93A 형질전환 쥐의 cisternamagna부위를 통하여 중추신경계에
이식하여 공여세포가 숙주동물의 척수 부위에 이주,생착 및 분화하고 외
부유전자를 발현케 하여,모델동물에 있어서 생존기간의 변화와 체중,상지
근력,운동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GDNF및 VEGF발현 인간 신경줄기세포는 모델동물에 이식된 후,숙주 중추신

경계에 광범위하게 이주 및 생착함이 관찰되었고,공여세포는 주로 신경교세포로
분화하였으며,소수에서는 미성숙한 신경원세포로 분화하였고,일부 세포는 미분화
된 상태로 존재하였다.GDNF및 VEGF을 과 발현케 한 인간 신경줄기세포를
이식한 실험군과 H-H buffer만 이식한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체중감소가 억제되었고,상지근력의 감소가 향상
되었으며,운동조정능력의 감소가 개선되었고,그리고 생존일수가 증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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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ofGDNF-(Glialcellline-derivedneurotrophicfactor)
orVEGF-(Vascularendothelialgrowthfactor)expressing

recombinantadenovirususingCAGpromoterandtransplantation
ofGDNF-orVEGF-expressinghumanneuralstem cells(hNSCs)
intotransgenicSOD1(G93A)ALS(amyotrophiclaterlsclerosis)

mice

Seok hawn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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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Kook In Park)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is a fatal neuromuscular disease
characterized by loss ofmotor neurons in brain and spinalcord,
resultingdeath.TheincidenceofALS are2-3per100,000eachyear
and most paients are death within 3-5years after disease onset.
Approximately90-95% casesareclassedassporadicALS,5-10% cases
areinheritedALS(knownasfamilialALS;FALS).114distinctmutations
in the ubiquitously expressed enzyme Copper/Zinc super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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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utase(SOD1) have been identified in approroximately 20% of
inheritedALSand11silentmutationsareidentified.
We used transgenic mice(B6SJL-TgN(SOD1-G93A)1Gur) from

JacksonLaboratory(BarHarbor,ME,USA)engineeredtooverexpress
amutatedform ofhumanSOD1carringGly93→Alamutations.
Humanneuralstem cellsisolatedfrom telencephaloneofhumanfetal

cadaversat13weeksofgestation,infectedGDNF orVEGF expressing
recombinantadenovirus using CAG(CMV-actin-globin hybrid)promoter and
transplatationintoSOD1G93A transgenicmicecisternamagnaregionatageof
75daysold.
GDNF orVEGF expressing hNSC(humanneuralstem cells)showed

robustengraftmentthroughoutthewholeCNS(centralnervoussystem).
Mostofdonor-derivedcellsweredifferentiateintoglialcells,however
someofengraftcellsstillremainedimmaturecells.
GDNFexpressinghNSC transplantationgroupand VEGFexpressing
hNSC transplantation group showed longersurvivalrate than H-H
buffer injection group and enhance forelimb strength and motor
coordination.
-------------------------------------------------------------------
KKKeeeyyyWWWooorrrdddsss:ALS(amyotrophiclateralsclerosis),CAG(CMV-actin-globinhybrid)
promoter, GDNF(Glial cell line-derived neurotrophic factor),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ombinant adenovirus,
humanneuralstem cells,SOD1transgenicmice,cell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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