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체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가 

당뇨병 생쥐에서 창상 치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영 수 



인체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가 

당뇨병 생쥐에서 창상 치유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탁 관 철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2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영 수 



김영수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년  12월 



감사의 글 

 본 논문을 위해서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지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탁관철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자상하게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유대현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 논문을 위해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현옥 교수님, 김동욱 교수님, 박종철 

교수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연구 진행과 실험에 많은 

도움과 관심을 주신 성형외과학교실의 여러 선생님들께도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항상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아 주신 어머니와 늘 저를 

걱정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이 기쁨을 드립니다. 또  

걱정과 관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영진이형께도 

감사드리며 그 외 식구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늘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시는 장인, 

장모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곁에서 지켜주고 격려해준 아내와 씩씩하고 

건강한 우리 아들 승재와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2007년 10월 

저자 씀 



차   례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재료 및 방법 ···································································6 

1. 제대혈 채취 및 줄기세포 분리········································6 

2. db/db 마우스 에서의 창상 형성 ····································6 

3. 줄기세포의 투여 ····························································7 

4. 상피화 정도를 통한 창상치유 속도 측정 ···························7 

5. 조직검사를 통한 창상 치유 및 혈행화 정도 측정 ···············8 

6.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한 창상 내 줄기세포 발현 정도, 

TGF-β, VEGF 측정······················································8 

7. 통계학적 결과 분석························································9 

III. 결과 ············································································ 10 

1.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배양································ 10 

2. 창상의 크기 변화························································ 11 

3. 신생혈관 수의 변화····················································· 14 

4. 조직학적 소견 ···························································· 19 

5. Anti-human nucleus antibody······································ 22 

6. TGF-β의 발현 정도···················································· 23 

7. VEGF의 발현 정도 ····················································· 26 



IV. 고찰 ············································································ 30 

V. 결론 ············································································· 38 

VI. 참고문헌 ······································································ 39 

영문요약 ··········································································· 45 



그림 차례 

 

그림 1. 인체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 10 

그림 2. 당뇨병 마우스에서 줄기세포를 투여했을 때 

창상의 크기 변화········································ 11 

그림 3. 국소투여군의 창상크기 변화 ························· 12 

그림 4. 전신투여군의 창상크기 변화························· 13 

그림 5. 국소투여군의 혈관 수의 측정 ······················· 15 

그림 6. 전신투여군의 혈관 수의 측정 ······················· 16 

그림 7. 국소투여군의 평균 혈관 수 ·························· 17 

그림 8. 전신투여군의 평균 혈관 수 ·························· 18 

그림 9. 국소투여군의 조직학적 소견 ························· 20 

그림 10. 전신투여군의 조직학적 소견 ······················· 21 

그림 11. 창상 1주에 각 실험군의 anti-human nuclei  

염색 소견 ·················································· 22 



그림 12. 국소투여군의 TGF-β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 24 

그림 13. 전신투여군의 TGF-β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 25 

그림 14. Computer-assisted planimetry를 이용한 TGFβ 

의 발현 정도 ·············································· 25 

그림 15. 국소투여군의 VEGF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 27 

그림 16. 전신투여군의 VEGF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 28 

그림 17. Computer-assisted planimetry를 이용한 

VEGF의 발현 정도······································ 29 

 



 1

국문요약 

 

인체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가 

당뇨병 생쥐에서 창상 치유에 미치는 영향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의 임상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창상 치유도 포함 되는데, 골수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창상 치유를 촉진시켰다는 실험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골수의 채취가 용이치 않고 골수유래 줄기세포는 동종간의 이식을 

위하여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불일치 시에 면역거부 

반응이 유도되어 이식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반해서 제대혈은 

중간엽줄기세포가 풍부하게 존재하며, 윤리적 문제없이 채취가 용이 

하고, 무엇보다도 면역체계가 미분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직 

적합성항원이 일부 불일치 하여도 면역반응 없이 동종간 투여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인체 제대혈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지연창상 모델인 당뇨병 쥐에 적용하여 인체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가 창상 치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은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주입하는 방법에 따라 첫째, 

창상에 세포를 직접 투여하는 국소투여군과 둘째, 꼬리정맥 에 

주사한 전신투여군으로 나누었다. 투여한 인체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는 분리하여 각 군의 실험군 모두에 2 × 106 개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하고, 창상 치유 경과를 보기 위해 창상 

크기의 변화를 3주에 걸쳐 규칙적으로 측정하였다. 창상 치유의 

기전인 육아조직형성과 신생혈관형성을 관찰하고자 창상 1주, 3주에 

조직검사를 통해 콜라겐 침착, 섬유화 정도 및 혈관개수 (vessel 

count)를 측정하였다. 또한 이들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싸이토카인, 

TGF-β와 VEGF의 발현 정도를 창상 1주, 3주에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주입한 인체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의 창상 내 생착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nti-human nuclei 

monoclonal antibody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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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 크기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에서 국소투여군의 창상 치유가 

대조군에 비해 촉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신투여군에서도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창상 치유가 촉진되는 경향을 보였다.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콜라겐 침착이나 섬유화가 두 실험군 모두에서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한 실험군에서 더 성숙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실험군 모두 혈관 개수가 창상 치유의 진행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실험군과 대조군간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TGF-β의 변화를 보면 국소투여군의 실험군에서 창상 1주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창상 3주에 감소하였다. 이는 TGF-β가 초기 

염증기에 증가하였고 창상 치유가 마무리 됨에 따라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창상 1주에는 실험군에 비해 

낮았으나 창상 3주에 실험군보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염증기가 오래 지속됨으로써 창상 치유의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늦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전신투여군에서도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아니나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VEGF는 창상 치유가 

진행되면서 점차 증가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신생혈관개수의 관찰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Anti-human nuclei monoclonal antibody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두 실험군 모두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세포가 

관찰됨으로써 줄기세포의 생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인체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창상 

치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줄기세포가 창상 치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줄기세포를 창상에 직접 

투여한 국소투여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그 

기전으로는 줄기세포를 주입한 실험군에서 TGF-β를 통해 창상 

치유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 되는 말: 인체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창상 치유, VEGF, 

TGF-β, 생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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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가 

당뇨병 생쥐에서 창상 치유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탁 관 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영 수 

 

 

1. 서 론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의 임상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1, 2. 창상 치유 

과정에서 줄기세포가 여러 가지 싸이토카인의 분비 및 합성을 증가시켜 

창상 치유를 촉진한다는 연구가 있다. Badiavas 등은 피부나 

피하지방층의 손상은 골수유래 줄기세포를 자극하여 이들이 손상 받은 

조직으로 이동하도록 하며, 그 곳에서의 조직 재생을 촉진한다고 

보고하였다3. Stepanovic 등은 정상 쥐로부터 얻은 골수세포가 당뇨병성 

쥐의 창상 치유와 혈관화를 촉진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이것은 주입한 

줄기세포가 창상 주변부의 세포로 직접적인 분화보다는 세포간의 작용에 

의한 창상 치유 촉진이라고 추정하였다4. 최근 들어 Chan 등은 성인 골수 

줄기세포 중 main population이 아닌 side population cell을 분리 (CD7+, 

CD 34-) 투여하여 창상 치유가 현저히 촉진됨을 보고하였다5.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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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채취가 용이치 않고 골수유래 줄기세포는 동종간의 이식을 위하여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 면역거부반응이 유도되어 

면역억제제의 투여 없이 동종간 투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제대혈유래의 중간엽줄기세포는 윤리적인 문제없이 채취가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면역체계가 미분화 상태에 있어, 조직적합성항원이 불일치 

하여도 면역반응 없이 동종간 투여가 가능하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대량의 

줄기세포를 구하는 재료로서 최근 매우 각광받고 있다6-9. 

제대혈 내의 세포는 성인 골수세포보다 다분화 할 여지가 많으며10-13, 

무엇보다도 면역체계가 미분화, 원시적이므로 별다른 면역반응 없이 

동종간 투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Chen 등은 인위적인 뇌혈관 

결찰을 통해 뇌경색을 일으킨 쥐에서 인체 제대혈 세포를 꼬리정맥에 

전신 주입한 후 이들 세포가 대뇌에서 생존함을 확인하였고 뇌 경색 후 

운동기능 회복 시 제대혈 세포 주입군의 회복이 훨씬 증가됨을 보고 

하였다14. 

세계적으로 1,600만 명의 환자들이 당뇨병으로 주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 치료 비용으로만 년간 182조원이 소요되고 있다. 당뇨 

환자에서 흔히 발견되는 혈관성 당뇨병성 족부 궤양 같은 만성 창상은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만성 창상의 치유를 위한 

세포치료법의 개발은 매우 그 효용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제대혈에서 분리 추출한 중간엽줄기세포를 당뇨병성 

마우스의 창상에 국소 및 전신적으로 투여하여 중간엽줄기세포가 창상 

치유에 미치는 효과를 창상 치유에 걸리는 기간 및 혈행화 정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창상 

치유에 관여하는 싸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는 Transforming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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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beta(TGF-ß),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의 

발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면역화학조직염색법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줄기세포의 창상 치유 기전을 규명하고, 원시세포로 구성된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만성 창상의 세포치료법에 있어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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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제대혈 채취 및 줄기세포의 분리 

인체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는 연세의료원 세포치료센터로부터 

공급받아 배양하였다. 간단히 살펴보면, 정상 분만으로 출생한 인간 

신생아의 제대혈로부터 약 100cc의 혈액을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이를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과 1:1용량으로 섞어 희석한 후, 

Ficoll-Paque Plus (1.077 g/l ; Amersham Biosciences, Piscataway, NJ, 

USA)과 혼합하여 원심분리 하였다. 1,000g 로 30분간 원심분리 한 후 

단핵세포층을 gradient interface로부터 채취하고 HBSS로 세척하였다. 이 

세포들을 다시 900g로 15 분간 원심 분리 한 후, culture medium에 1 × 

106 cells/㎖ 농도로 re-suspension 한다. 세포배양액으로는 minimum 

essential medium-α (Gibco BRL, Carlsbad, CA, USA), 10% FBS (PAA 

laboratories, Exton, PA, USA), 1% 100IU penicillin - 100µg streptomycin 

(Sigma, St. Louis, MO, USA)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들을 poly-L-

lysine (Sigma, St. Louis, MO, USA) coated chamber slides (Nunc, 

Naperville, IL, USA)에 부착한 후 37°C, 95% air, 5% CO2 조건에서 

단일층 배양하였다15. 

 

2. db/db 마우스 에서의 창상 형성 

중앙실험동물㈜에서 공급받은 db/db mouse(C57BLKS Leprdb/J, 

db+/db+ 6 주령 수컷) 15 마리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동물은 

무작위로 두 군으로 나누었고, 각 군에 동수의 실험군과 대조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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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Isoflurane 흡입마취법과 ketamin 0.02 ㎖/100g, xylazine 

0.0015 ㎖/100g 복강마취로 마취하였으며, 배측 두부에서 미부까지의 

털을 제거한 후, 직경 8 ㎜의 피부조직검사용 펀치(Biopsy punch, Kai 

medical, Gifu, Japan)를 이용, 척추를 따라 전층 피부 결손을 2 군데에 

만들었다. 생성된 피부 결손은 Tegaderm® (3M Health Care, St. Paul, MN, 

USA)을 이용하여 창상이 마르지 않고 조직액이 고이도록 24 시간 이상 

유지시켰다.  

 

3. 줄기세포의 투여 

실험모델은 두 군으로 나누어 실험군 1은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국소적으로 창상에 투여한 국소 투여 실험군, 실험군 2는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실험동물 꼬리 정맥을 통해서 주입한 전신 투여 

실험군으로 정하였다. 

실험에는 계대배양 4번째의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약 

80~90%의 세포밀도에서 trypsin, EDTA 처리하여 획득하여 주사하였다. 

각 실험동물에 8㎜ 전층 피부결손 창상을 만든 24시간 이 후에 26G 

syringe를 이용하여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약 2 × 106 개를 

200μl의 PBS에 부유시켜 국소투여군의 실험군에는 창상 결손 주위를 

돌아가며 8군데 피내 주사하였다. 전신투여군에는 실험동물의 꼬리정맥을 

통해 각각 2 × 106 개의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전신투여 하였다. 

각각의 대조군에는 같은 방법으로 200μl의 PBS만 주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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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피화 정도를 통한 창상 치유 속도 측정  

각 줄기세포 투여군에 있어서 3일 간격으로 2주간 창상의 상피화 및 

수축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방창의 크기를 computer planimetry 

기법으로 측정하였다.  창상은 digital image로 촬영하여 Scion image 

(Scion Corporation, Frederick, MD USA)로 개방창의 면적을 산출하였다. 

각 군은 3일에 한번씩 Tegaderm dressing을 교환하여 항상 wet wound 

condition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5. 조직검사를 통한 창상 치유 및 혈행화 정도 측정 

실험 1, 3주 후 창상 조직을 채취하여 H&E 염색을 실시한 후 무작위로 

10군데를 선택, High Power Field (× 1000)당 존재하는 혈관의 개수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6.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한 창상 내 줄기세포의 생착, TGF-β, VEGF 

발현 측정  

실험 시작 1주와 3주에 창상 조직을 채취하여 mouse anti-human nuclei 

(Chemicon International Inc. Temecula, CA, USA), anti-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Chemicon International Inc. Temecula, CA, USA), 

rabbit anti-VEGF (Lab Vision, Fremont, CA, USA)를 이용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였다. 

실험 동물의 배부 창상과 창상 주변 부위 조직을 채취하여 표준 파라핀 

블록을 만든 후, 약 5µm 두께로 박절한 조직을 취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재수화하였다. 0.3% H2O2에 상온에서 5분간 배양하여 endogenous 

peroxidase를 비활성화 한 후, 5% bovine serum albumin으로 상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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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배양하여 비특이 항원 반응을 억제하였다. 각각 일차 항체로 

mouse anti-human nuclei monoclonal antibody, anti-TGFβ, rabbit anti-

VEGF를 희석하여 1시간 가량 상온에서 배양 후, 4℃에서 하룻밤 

배양하였다. 이 후 PBS로 세척하고 2nd antibody-conjugated polymer 

(EnVisionTM ; Dako Cytomation, Glostrup, Denmark)로 상온에서 20분간 

처리하였다. 이후에 0.05% diaminobenzidine (DAB ; Dako Cytomation, 

Glostrup, Denmark) 에 5분간 적용하여 발색시켰다. Gill’s 

hematoxylin으로 1회, 1분간 counterstaining 후, 통상의 방법으로 

탈수화하여 조직표본을 제작한 뒤 광학현미경 (Olympus BX40 ; Olympus 

optical Co. Ltd., Tokyo, Japan)으로 관찰하였다. 

각각의 표본은 광학현미경에 부착된 디지털 카메라 (Olympus DP71 ; 

Olympus optical Co. Ltd., Tokyo, Japan)로 400 배율의 디지털 이미지로 

저장하였다. 저장된 이미지는 computer-assisted planimetry 

(Metamorph ; Metamorph Ltd., Limerick, Ireland)를 이용하여, 각각 

antibody에 염색된 정도 (integrated optical density)를 측정, 비교하였다. 

 

7. 통계학적 결과 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 ± 표준 편차로 표기하였으며 각 투여군 및 

군간의 비교는 t-test와 만-휘트니 비모수 검정으로 유효성을 검정하였다.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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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배양 

 연세의료원 세포치료센터로부터 공급 받은 인체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플라스크에 70~80%까지 성장할 때까지 키운 후 

2~3 세대 계대 배양을 거쳐 충분한 줄기세포를 얻었다(그림 1). 

 

 

그림 1. 인체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제대혈에서 분리하여 첫 계대 배

양 후 3일 째 모습. 배양용기 바닥에 착상되어 있는 세포가 줄기세포이며 

배양용기의 70~80%를 덮을 정도로 배양됐을 때 다음 계대 배양을 진행

하였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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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상의 크기 변화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창상에 직접 주입한 국소투여군과 꼬리 

정맥에 직접 주입한 전신투여군에서 대조군보다 빠른 창상 치유를 보였다 

(그림 2). 창상에 직접 주입하여 국소효과를 본 실험군에서는 창상 6일, 

9일, 12일 째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창상 크기의 감소를 

보였고 (p < 0.05), 정맥에 주입하여 전신효과를 관찰한 실험군에서는 

창상 9일에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창상 호전을 보였다 (그림 3, 4). 

 

 

그림 2. 당뇨병 마우스에서 줄기세포를 투여했을 때 창상크기의 변화. 당뇨

병 마우스에서 8㎜ 전층 피부결손 창상 주위로 창상을 만든 후 총 2 × 

106 개의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국소 및 전신 투여하였다. 각각의 

투여군에서 실험군,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실험군 모두에서 창상 치유가 

빠르게 진행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Topical Inj. : 국소투여군, IV Inj. : 

전신투여군) 

Topical Inj. 

(CB-MSC) 

IV Inj. 

(control) 

  0        3       6        9       12       15      18       21 

IV Inj. 

(CB-MSC) 

Topical Inj. 

(control)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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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국소 투여한 실험군에서의 창상크기 

변화. 창상 6일 후부터 대조군에 비해 유의 있는 창상 크기의 감소를 관찰

할 수 있었으며 12일째까지 지속되었다 (*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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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정맥을 통해 전신 투여한 실험군에서

의 창상크기 변화. 전신 투여 한 실험군에서는 창상 9일 후부터 창상 크기

의 감소를 보였으며 대조군에 비해 창상 치유가 빨리 진행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14

3. 신생혈관 수의 변화 

실험 1주와 3주 후에 혈행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1, 3 주 후 

조직을 획득하여 H&E 염색을 한 후, 무작위로 선택한 조직표본의 HPF 

(× 1,000)당 존재하는 혈관의 개수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n=3) 

(그림 5, 6). 

국소투여군의 경우 창상 1주 후에 평균 2.1 ± 0.9개, 3주 후에 2.9 ± 

0.7개로 대조군의 2.2 ± 0.6개 및 3.3 ± 1.3개와 비교해서 미세혈관의 

숫자는 감소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그림 7). 전신투여군에서는 

1주 후에 평균 1.9 ± 1.0 개, 3주 후에 3.4 ± 1.1개로 대조군의 2.1 ± 

0.7개 및 3.1 ± 1.2개와 비교해서 미세혈관의 숫자는 증가 혹은 감소 

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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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소투여군에서 H&E 염색을 통한 혈관 수의 측정. 1주 실험군 (A), 

1주 대조군 (B), 3주 실험군 (C), 3주 대조군 (D) (× 1,000)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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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신투여군에서 H&E 염색을 통한 혈관 수의 측정. 1주 실험군 (A), 

1주 대조군(B), 3주 실험군 (C), 3주 대조군 (D) (× 1,000).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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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국소투여군에서 평균 혈관 수. 창상 1주 후에 평균 2.1 ± 0.9개, 

3주 후에 2.9 ± 0.7개로 대조군의 2.2 ± 0.6개 및 3.3 ± 1.3개와 비교

해서 미세혈관의 숫자는 감소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exp: 실험군, contol: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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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전신투여군에서의 평균 혈관 수. 창상 1주 전신투여 실험군에서는 

1주 후에 평균 1.9± 1.0개, 3주 후에 3.4 ± 1.1개로 대조군의 2.1 ± 

0.7개 및 3.1 ± 1.2개와 비교해서 미세혈관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exp : 실험군, contol :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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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학적 소견 

 창상에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국소 투여한 군에서 관찰한 H&E 

염색의 조직소견에서는 1주, 3주 모두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창상 

치유가 더 많이 진행되었다. 창상 1주 후 조직 소견을 보면 실험군에서는 

급성염증반응 최대 모집 시기를 지난 상태로 염증세포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대조군에서는 염증세포들이 관찰되었다. 또한 실험군은 섬유화 

진행 정도와 콜라겐의 침착이 성숙한 양상을 나타내어 대조군 보다 창상 

치유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창상 3주 경과 후 조직 소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재상피화가 

이루어졌으나 실험군에서 섬유화가 더 진행되었고 콜라겐도 좀더 

규칙적인 배열을 보이는 등 대조군 보다 성숙한 양상이었다. 또한 

대조군에서 염증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조직학적으로 일부는 여전히 

관찰되어 염증기가 지속되는 소견이었다. (그림 9)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전신적으로 투여한 군에서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창상 치유가 더 많이 진행된 상태로 나왔다. 창상 1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재상피화가 잘 이루어졌으며, 실험군에서 

섬유모세포, 염증세포 침윤 정도도 대조군에 비해 더 풍부하게 관찰되었다. 

창상 3주의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섬유화가 더 진행되었고, 세포외기질 

도 더 성숙된 형태로 관찰되어 창상 치유가 더 많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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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국소투여군에서의 조직학적 소견. 그림 A (1주), C (3주)는 실험군

이고 그림 B (1주), D (3주)는 대조군이다. 줄기세포를 주입한 실험군에서 

창상 1주에 염증반응이 더 많이, 빨리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고 콜라겐 침

착이 대조군보다 조밀하고 성숙한 양상으로 관찰된다 (A, B). 창상 3주에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섬유화가 더 진행된 상태고 콜라겐도 더 성숙

한 양상으로 침착되어 있다 (C, D). 창상과 정상조직을 구분하고자 화살표

로 경계를 표시하였다. (× 40) 

A B

C D

wound wound

wound w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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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전신투여군에서 조직학적 소견. 그림 A (1주), C (3주)는 실험군이

고 그림 B (1주), D (3주)는 대조군이다. 줄기세포를 주입한 실험군에서 섬

유모세포, 염증세포 침윤 정도도 모두 창상 1주 대조군에 비해 더 풍부하

게 관찰되었다 (A, B). 창상 3주의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섬유화가 더 

진행되었다. 세포외기질도 더 성숙된 형태로 관찰되고 창상 치유가 더 많

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C, D). (× 40) 

A B

C D wound

woundwound 

w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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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nti-human nucleus antibody 

 국소투여군과 전신투여군에서 모두 anti-human nucleus antibody를 

처리한 조직검사 소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세포가 발견되었다 (그림 

11). 

 

  

그림 11. 창상 1주에 각 실험군의 실험군에서 시행한 anti-human nucleus 

antibody로 면역염색한 조직소견.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국소투여군의 실험군 (A, 화살표)과 정맥을 통해 전신투여군의 실험군 (B, 

화살표)에서 모두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세포가 관찰되었다. (× 1,00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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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GF-β의 발현 정도 

실험군과 대조군 조직에서 TGF-β를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여 

computer-assisted planimetry를 통해 발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한 결과를 보면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국소 

투여한 실험군에서 창상 1주에 TGF-β가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이 발현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창상 3주 후에는 대조군에서 더 

많이 발현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12).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전신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국소 투여한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TGF-β가 창상 치유가 진행됨에 따라 실험군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림 13).  

이것을 computer-assisted planimetry 를 이용하여, 각각 antibody에 

염색된 정도 (integrated optical density)를 측정,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국소 투여한 실험군에서 창상 1주 후 실험군에서는 27,284 ± 8,113 인 

것에 비해 대조군에서는 6,235 ± 2,394로 감소되어 있었으며, 반면 창상 

3주에서는 실험군에서 12,179 ± 907, 대조군에서는 34,211 ± 5,038로 

실험군에 비해 증가되어 있었다. 

전신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창상 1주 후 실험군에서는 30,494 ± 

10,180 인 것에 비해 대조군에서는 23,163 ± 10,840으로 감소 되었다. 

창상 3주에 실험군에서 22,407 ± 9,210로 창상 1주 실험군에 비해 

감소하였고, 대조군에서는 39,744 ± 5,899로 창상 1주에 비해 

증가하였다. 실험군에서는 창상 치유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였고 

대조군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은 국소 투여한 실험군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그러나 통계학적 유의수준 범위 내는 아니었다 (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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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소투여군에서 TGF-β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한 결과. 그림 A 

(1주), C (3주)는 실험군이고 그림 B (1주), D (3주)는 대조군이다. 

실험군에서 창상 치유 1주 (A)때 3주 (B)보다 TGF-β의 발현이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창상 치유 3주 (D)때 TGF-β 

발현이 더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 40) 

A B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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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신투여군에서 TGF-β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한 결과. 그림 A (1

주), C (3주)는 실험군이고 그림 B (1주), D (3주)는 대조군이다. TGF-β가 

창상 치유가 진행됨에 따라 실험군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에서는 오

히려 증가하였다. (× 40) 

 

 

 

그림 14. Computer-assisted planimetry를 이용한 TGF-β의 발현 정도. 

국소투여군 (A)과 전신투여군 (B)에서 TGF-β의 발현 정도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국소투여군에서 TGF-β 발현이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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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VEGF의 발현 정도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VEGF에 대한 면역화학조직염색을 시행하여 

관찰하였다.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국소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 창상 치유가 진행됨에 따라 VEGF 염색되는 농도가 

증가하였다. 전신투여군에서도 창상 치유가 진행됨에 따라 VEGF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실험군과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한 의미 있는 

변화를 도출할 수는 없었다 (그림 15, 그림 16). 

Computer-assisted planimetry를 통한 분석한 결과 국소투여군에서 

창상 1주에 VEGF의 발현 정도가 실험군에서는 39,668 ± 4,049, 

대조군에서는 46,472 ± 14,634로 대조군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있었으나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통계학적인 유의 수준의 차이는 없었다. 창상 

3주에서는 실험군에서 94,069 ± 7,378, 대조군에서는 97,181 ± 

11,248로 역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 수준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1주와 3주에서의 비교에서는 대조군, 실험군 모두 VEGF의 발현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전신투여군에서 창상 1주에서 실험군 6,2940 ± 

1,577, 대조군에서는 6,9551 ± 2851로, 창상 3주에서는 실험군에서 

85,157 ± 13,806, 대조군에서는 66,502 ± 3,282로 나타났다 (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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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국소투여군에서 VEGF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한 결과. 그림 A (1

주), C (3주)는 실험군이고 그림 B (1주), D (3주)는 대조군이다. 두 실험군 

모두에서 창상 치유 1주보다 3주에 VEGF 면역조직화학염색이 더 되었다. 

(× 40) 

A B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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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전신투여군에서 VEGF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한 결과. 그림 A (1

주), C (3주)는 실험군이고 그림 B (1주), D (3주)는 대조군이다. 국소 투여

한 실험군과 같이 두 실험군 모두에서 창상 치유 1주보다 3주에 VEGF 

면역조직화학염색이 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0) 

A B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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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Computer-assisted planimetry를 이용한 VEGF의 발현 정도. 제

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국소 투여한 실험군 (A)과 전신 투여한 실험

군 (B)에서 VEGF의 발현 정도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

과. 국소투여군에서 VEGF 발현이 창상 치유가 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p 〉0.05)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신투여군에서

는 실험군, 대조군 간 차이는 보였으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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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최근 줄기세포가 창상 치유를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 

되고 있다.16,17 이들 줄기세포가 창상 치유에 도움이 되는 기전으로는 

첫째, 줄기세포에서 분비하는 각종 성장인자와 싸이토카인이 주변 조직의 

재생을 촉진한다는 것이고18,19, 둘째, 이들이 실제 손상된 조직에서 그곳에 

필요한 세포로 분화하거나 주변의 세포와 협력작용을 하여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킬 것이라는 가설이다20. 줄기세포를 이용한 창상 치료의 동물 

모델로는 방사선 조사를 통한 만성 창상 동물 모델이 많이 사용 되었다21. 

또한 당뇨병 마우스를 이용하여 줄기세포가 창상 치유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보고가 있었으나, 이는 창상 치유의 경과를 조직학적 소견과 

신생혈관의 숫자, 밀도로 봄으로서 실제 줄기세포가 창상 치유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찾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4. 본 연구에서는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가 창상 치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TGF-β, 

VEGF의 성장인자를 치유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줄기세포를 국소 

주입하는 방법과 정맥 주입하는 방법의 두 군으로 나누어 줄기세포 투여 

방법에 따른 창상 치유능을 비교하여 향후 창상에 대한 세포치료에서 

적절한 치료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상 창상 치유 과정은 각질세포, 섬유모세포, 백혈구, 내피세포 등 

여러 세포군에서 분비된 성장인자, chemokine, 싸이토카인, 혈관형성인자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22. 창상 치유 과정은 혈전 형성으로 촉발되어 수상 

후 1일 전후기 염증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재상피화 과정도 동시에 

시작된다. 수상 4일째부터 혈관생성과 육아조직형성이 일어난다. 7일 

이후로 창상 수축이 약 3주 가량 지속되고 반흔형성 및 창상 성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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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는 1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다23. 일단 창상 치유의 본 과정을 

살펴보면, 섬유모세포는 콜라젠 기질을 생성하기 시작하고 각질세포는 

새로운 상피를 형성하기 위해 창상면으로 퍼져나간다.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육아조직에 영양분과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혈관생성이 이루어진다24. 

창상 치유 과정에는 다음의 싸이토카인이 관여한다. TGF-β family, 

EGF family, TGF-α, Heparin-binding epidermal growth factor, FGF 

family 등이 있다. 또한 VEGF, PDGF, TNFα, IL-1, IGF1, Colony-

stimulating factor-1 등 다양한 성장인자가 관여한다25,26. 하지만 각각이 

한가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자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상호작용을 통해 창상 치유의 과정에 기여하게 되며, 그 분비 또한 여러 

세포가 관여하게 된다. 

여러 성장인자 중에 TGF-β는 주로 염증기와 증식기에 영향을 미치고 

VEGF는 증식기를 전후하여 신생혈관 형성에 관여한다. 특히 TGF-β는 

창상 치유의 전 과정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TGF-β은 혈소판, 대식세포, 호중구, 섬유모세표 등 여러 세포에서 

분비되고 연부조직 외에도 골조직, 신장, 자궁내막 및 악성종양세포 

에서도 분비되며27, 창상 치유 초기에 염증세포를 불러들이는 성장인자 중 

하나이다28. TGF-β는 TGF-β 수용체와 결합하여 TGF-β의 신호를 

세포내 단백질인 SMAD에 전달함하여29,30 창상 치유를 위한 세포의 

증식과 분화뿐 아니라 골형성, 혈관형성, 조혈 등을 조절하며, 창상 

주변부의 각질세포를 증식시킬 뿐만 아니라 섬유모세포로 분화시키기도 

한다31. 또한 1형 콜라겐 등 섬유조직 생성과 재배치, 분해를 억제하는 등 

여러 역할을 한다32. 이들 전 과정은 콜라겐, fibronectin, proteogly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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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세포외기질 합성을 자극하여 조직발달과 창상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33. 따라서 TGF-β는 창상 치유 과정 초기에 분비되어 창상 치유의 

연속된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34. 

혈관형성은 창상 치유와 염증반응, 그리고 종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태아 발달이나 출생 후 성장과정에서 혈관형성은 정상 생리 과정인데 

반해서 창상 치유, 만성염증, 종양, 협심증 등에서의 혈관형성은 병적인 

과정이다35. 혈관형성은 창상 치유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새로 

형성된 혈관은 여러 조직 내 여러 인자들의 전달뿐 아니라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36. VEGF family는 혈관과 림프관 형성37에 

관여하는 중요한 단백질로, 허혈, 출혈이나 혈관 손상에 의해 활성화된 

혈소판과 단핵세포 등에서 분비되며, 혈관내피세포의 이동, 증식을 

유도하여 혈관을 생성한다38. 형성된 혈관들은 모혈관에서 자혈관으로 

분화되기도 하고 혈관 주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혈관 주위세포를 

자극하기도 하며39, 또한 육아조직 형성을 유도하는데 이런 혈관의 표면은 

불규칙적이고 꼬이는 특성이 있으며, 혈관 투과도가 증가되어 있다40. 

 만성 창상 치유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당뇨병 마우스가 널리 이용된다41-

43. 당뇨병에서 창상 치유가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혈당의 증가가 

알려져 있다. 고농도의 포도당을 창상에 직접 주입하면 혈관과 육아조직의 

형성이 지연되어 창상 치유가 늦어진다고 알려져 있다44. 만성 창상에서는 

세포 침투와 육아조직 형성, 혈관형성 감소, 콜라겐 생성과 조직화가 

지연되어 있는데45-48, 이는 싸이토카인과 염증세포 소집49, 초기 창상 

치유와 관련된 염증반응이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적절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50, 51. 특히 당뇨병 마우스의 창상에서 TGF-β가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52, VEGF의 발현도 감소되어 있음이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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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3, 54. 따라서 많은 창상 치유 연구자들이 창상 연구에서 TGF-β나 

VEGF의 증가를 증명하여 창상 치유 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인체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당뇨병 마우스 창상에 

주입했을 때 창상에서 TGF-β나 VEGF의 발현을 비교,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줄기세포를 창상에 국소적으로 주입한 군에서 창상 치유가 

촉진되었다. 개방창의 크기는 최초 개방창 면적 대비, 창상 6일에는 

대조군 93.7%, 실험군 87.0%로 진행되었다 (그림 3). 이에 반해 

전신적으로 주입한 군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림 4). 새로 형성된 미세혈관 숫자는 주입 

방법에 상관없이 창상의 치유에 따라 모두 증가하였으나, 각 군의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림 7, 그림 8). 

 조직학적 소견은 주입 방법과 관계없이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창상 

치유가 촉진된 소견을 보였다. 각각의 주입 방법에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창상 1주에 섬유모세포, 염증세포 침윤이 더 풍부하게 관찰되었으며, 

창상 3주에는 섬유화가 더 진행되고 세포외 기질도 일정하게 배열되는 등 

성숙된 형태로 관찰되었다 (그림9, 그림 10). 

 TGF-β는 국소투여군에서 1주에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증가되어 

있었다. 창상의 치유가 대부분 완료된 3주에서는 오히려 대조군에서 

TGF-β가 더 증가하였다. 전신투여군의 실험군에서 TGF-β가 창상 1주에 

증가하고 3주에 감소하였으며, 대조군은 3주에 1주보다 증가하였으나, 

1주에서는 실험군, 대조군 간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림 14). 

개방창의 크기 변화와 창상 내의 TGF-β의 변화는 각 투여군에서 

일치한 결과가 나타났다. 창상 치유가 촉진된 국소투여군의 실험군에서 

TGF-β는 초기에 증가하였다 감소하였으며, 그에 대해 상대적으로 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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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가 지연된 각 투여군의 대조군에서 TGF-β는 1주보다 3주에 높게 

관찰되었다. 우선 국소투여군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개방창의 크기는 

창상 생성 6일부터 의미있게 나타났다. 동시에 TGF-β의 발현도 창상 

1주의 실험군에서 의미있게 증가된 소견을 보이고 있다. 조직 소견 

상으로 창상 1주의 실험군에서 염증세포 침윤이 더 많이 관찰되는 등 

TGF-β의 역할과도 부합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대조군에서 

TGF-β 발현은 창상 치유 초기인 창상 1주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조군이 창상 치유가 지연되는 것과 일치한다. 즉,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국소로 투여한 군에서 창상 치유가 

촉진되었다. 

전신투여군에서 1주의 TGF-β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1주의 조직학적 소견으로 보아, 창상 치유에 긍정적인 영향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줄기세포가 조직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으로 paracrine 

혹은 autocrine 효과를 언급한 문헌을 볼 수 있다55. 급성뇌졸증을 유발한 

실험동물에서 인간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주입했을 때, 줄기세포의 

싸이토카인 분비와 손상 뇌의 내분비 기능을 자극하여 치료효과를 

보였다14. 이는 줄기세포가 뇌 조직에서 기능성 조직세포로 분화하여 

주변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여 기능하기에는 주입한 줄기세포의 양이 

병변 부위에 비해 무척 적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증상 호전을 보인 

점에서 착안했다. 생착한 줄기세포는 paracrine 효과로 싸이토카인을 

분비하고 이들은 아폽토시스 억제, 혈관형성 증진, 기질의 재배열과 

순환하는 줄기세포를 소집하여 줄기세포의 치료기전을 나타낸다56. 

한편으로는 주입된 줄기세포가 병변 부위에 잠재한 줄기세포를 자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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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로 분화시키거나57, 싸이토카인을 분비하게끔 

유도하여 작용을 나타내기도 한다58. 본 연구에서 각 군의 모든 

실험군에서 창상 1주에 TGF-β가 대조군에 비해 증가한 양상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때 발현된 TGF-β의 기원은 주입한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자체 분비와 줄기세포에 의해 자극된 숙주의 조직에서 

분비된 것 모두가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신생혈관 숫자와 조직 내 VEGF는 창상 치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소투여군에서 창상 치유가 됨에 따라 VEGF는 증가하였으나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줄기세포가 VEGF의 증가 

보다 TGF-β의 조절로 창상 치유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생혈관 

숫자에서도 1주보다 3주에서 신생혈관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는 VEGF의 

증가 양상과도 일치하였다. 전신투여군에서 VEGF가 창상 시기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학적 차이는 보였지만 창상 치유 경과와 

신생혈관 숫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 증감 비교를 해 봤을 때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그림 17). 

 TGF-β와 VEGF는 창상 치유 과정 전반에 걸쳐 관여하고 있으나, 

시기에 따른 발현 정도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정상 마우스에서 

TGF-β는 창상 3일째 가장 많이 증가되어 있으며59, rat을 이용한 

실험에서 창상 생성 후, 1시간 동안에 증가하다, 그 후 24시간에 걸쳐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창상 생성 후 3일간은 정상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5일에서 두 번째 증가를 이룬 후 창상 치유에 따라 점차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다60. 이외에도 TGF-β가 창상 생성 4일 이후 

감소하다 7일 째 최고 농도를 이룬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61 창상 1일째 

최고 농도를 이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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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GF도 창상 치유 과정에서 발현되는 정도가 연구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어 있다. Numata 등은 첫날부터 VEGF가 증가하여 창상 7일째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63. 인간 각질세포의 in vitro 실험에서 

6일까지 VEGF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64. 비당뇨병 

마우스에서 VEGF 발현은 창상 24시간까지 평소보다 2배 가량 증가한 

상태를 보이다가 7일까지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당뇨병성 

마우스에서는 창상 12시간까지 VEGF의 유도가 증가되지 않았고 창상 

생성 3일째부터 원래 창상의 47%로 줄어들 때까지 VEGF의 양이 

증가하였다. 

 현재까지 보고된 여러 연구에서 창상 치유 시 싸이토카인의 시간에 따른 

분비에 관한 결과를 정리하면, TGF-β는 창상 치유 초기의 염증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VEGF는 창상 치유 과정에서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당뇨병 마우스에서 TGF-β와 VEGF의 발현은 

저하되는 있다. 초기의 TGF-β 증가는 염증기를 활성화시켜 초기 창상 

치유에 유도하지만, 창상 치유 후기까지 TGF-β가 발현되는 것은 

염증기를 연장시켜 창상 치유를 지연시킨다고 알려져 있다65. 본 연구에서 

각 투여군의 대조군에서 TGF-β가 창상 생성 3주에서 실험군보다 오히려 

증가된 것은 고혈당으로 인해 창상의 치유가 지연된 것으로 생각된다. 각 

투여군의 실험군에서는 창상 생성 1주에 TGF-β가 높게 나타나고 3주에 

감소된 것은, 고혈당에 의한, 치유가 지연된 창상을 줄기세포가 TGF-β 

혹은 다른 paracrine 효과로 치유 과정을 촉진한 것으로 생각된다.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방법은 크게 병변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과 

혈관을 통해 전식적으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66. 병변에 

직접 주입한 경우, 원하는 부위에 정확히 줄기세포를 적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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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으나, 진행성 병변의 경우 줄기세포가 제 기능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전신적으로 투여하는 방법은 줄기세포가 병변 부위로 찾아가는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주입한 세포의 극히 일부만이 병변 부위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인위적으로 생성된 

창상에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직접 투여한 군과 전신투여군 간에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두 개의 투여군에서 

줄기세포의 수를 동수로 설계하여, 창상에 생착된 줄기세포가 투여 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투여 시, 모두 치료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만을 도출하였으며, 

어떤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해, 결론을 도출 할 수 없었다. 다만 각 

투여군의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시간 경과에 따라 창상 크기 감소가 

촉진되었다는 점, 그리고 각 투여군에 따라 TGF-β와 VEGF 발현 정도를 

비교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국소투여군의 실험군에서 TGF-β의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되었고, VEGF는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전신투여군의 실험군에서 개방창의 감소는 촉진되었으나, TGF-β, 

VEGF의 변화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두 투여군의 실험군 모두에서 human nuclei에 대해 양성으로 염색된 

세포가 관찰되어, 창상에 이들 세포의 생착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1). 하지만 생착한 줄기세포가 어떤한 세포로 분화되었는지 그 

유무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창상 내 

기능성 조직세포 분화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규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창상 치유에 관여하는 섬유모세포나 각질세포, 혈관형성을 이루는 

혈관내피세포로 분화하였지를 관찰하여 창상 치유에서의 역할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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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체 제대혈유래 중간엽 줄기세포가 창상 치유에 효과가 

있음을 지연 피부 창상 동물 모델인 당뇨병 쥐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방법에 따라 창상에 직접 줄기세포를 투여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창상 치유가 의미있게 촉진됨을 알 수 있었으며 꼬리 

정맥을 통해 줄기세포를 투여한 전신투여군에서는 국소투여군보다는 

못했지만 대조군 보다는 창상 치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줄기세포를 주입한 조직에서 TGF-β의 증가를 확인함으로서 

줄기세포로부터 분비된 사이토카인이 창상 치유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당뇨성 창상뿐 아니라 일반 창상 치유 과정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가 손상된 조직재생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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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human cord blood-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on wound healing in Leprdb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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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Kwan Chul Tark) 

 

 Since the possibility of clinical application of cellular 

treatment using stem cell has been reported, trials in various 

field have been tried. This is also applied to wound healing and 

experiments with bone marrow derived stem cells reported 

results revealing accelerated wound healing. However, bone 

marrow derived stem cell had difficulties of massive acquisition 

for therapy and problems in immune system disabled allograft 

injection. On the other hand, human cord blood mesenchymal 

stem cell was easily acquired compared to bone marrow derived 

stem cell and allograft injection without immune reaction was 

possible due to undifferentiation of the system. In our study, we 

used diabetic mouse as delayed wound healing model to find out 

the effect of human cord blood mesenchymal stem cell on wound 

healing.  

The study group was divided into two by the method of 

injection of the human cord blood mesenchymal stem cell. First 

group was those who received local injection by topical injection 

and the second group had systemic injection via end tail vein. 

Each group was treated with the same 2 × 106 amount of human 

cord blood mesenchymal stem cells. To follow up for th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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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ound size during the healing process, measuring was done 

regularly during the 3 weeks. To investigate the granulation 

tissue formation and angiogenesis, pathologic evaluation was 

performed on 1 week wound age and 3 week wound age to 

measure collagen precipitation, degree of fibrosis and vessel 

count. Also, changes of cytokines, such as TGF-β and VEGF 

was measured on 1 week wound age and 3 week wound age by 

immunohistochemical stain to find out the degree of revelation on 

each stage. Anti-human nuclei monoclonal antibody was used to 

measure the revelation degree of the human cord blood 

mesenchymal stem cell. 

In terms of the changes in wound size, significant acceleration 

of wound healing was noted in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systemic injection group, acceleration of 

wound healing also in experimental group was compared to 

control group. In biopsy examination, both in collagen 

precipitation and fibrosis group showed matured results in human 

cord blood mesenchymal stem cell injected group. However, the 

number of vessels increased in the course of wound healing in all 

injection group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in both injection groups. As 

for the changes of TGF-β, the experimental group of local 

injection group show abrupt increase after 1 week of wound age 

and was decreased after 3 weeks. The TGF-β was increased in 

the early wound healing phase and decreased as wound healing 

was completed. On the other hand, the control group revealed 

decrease in the first week of the wound healing, but an increase 

at 3 weeks of wound healing phase. It implies that the 

inflammatory phase was continued and advancing to the next 

stage was delayed. This pattern was noted also in the systemic 

injection group, however, no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VEGF 

was gradually increased as the wound healing advanced 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This was similar to the new vessel count. 

Immunohistologic staining using anti-human nuclei monoclonal 

antibody was performed in both experimental groups and eng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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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confirmed by noticing cells with positive response.  

From our study on effect of human cord blood mesenchymal 

stem cell on wound healing, we can conclude that these stem 

cells had positive effect on wound heal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ed were noted from groups where human cord 

blood mesenchymal stem cells were directly injected on the 

wound. As for the mechanism, we noted that TGF-β had great 

influence in wound healing of stem cell injected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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