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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제대혈제대혈제대혈제대혈    유래유래유래유래    중간엽중간엽중간엽중간엽    줄기줄기줄기줄기    세포세포세포세포를를를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피부피부피부피부    창상창상창상창상    치료시치료시치료시치료시    세포투여세포투여세포투여세포투여    운반체에운반체에운반체에운반체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창상창상창상창상    치유치유치유치유    효과효과효과효과의의의의    비교비교비교비교 

 

창상치유 촉진을 위한 치료법으로 세포를 창상에 직접 뿌리

는(spray) 세포치료 방법이 일부 임상에 적용되고 있으나 이 

방법은 창상 밖으로 세포가 흐르거나 효과적으로 세포가 창상

에 부착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세포를 창상에 공급할 수 있는 세포치료법을 개발하고자 다양

한 세포전달 방법을 이용 창상치유 정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세포치료 시 가장 효율성 있는 방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생후 4주 된 마우스(ICR) 배부에 8mm punch를 이용하여 전

층 피부 결손을 만들고 인체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MSC)를 각기 다른 5가지 방법 혹은 운반체를 이용 투여하였

다. 투여방법으로는 Cell suspension법, Local injection법, 

Collagen GAG matrix(Terudermis®) seeding법, 세포고정 효

과가 높은 Fibrin(Tissucol○R) mix법, 창상에 습윤한 환경을 가

장 잘 유지시켜주는 Hydrogel(Intrasite○R ) mix법을 이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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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실험군은 4 x 105 개의 중간엽 줄기세포를 운반체와 더

불어 투여하였고 대조군에는 운반체만을 동량 넣은 후, 

Tegaderm○R을 이용하여 창상이 마르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2

주간 창상치유의 정도를 Digital imaging progra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군에서 7일과 14일째에 조직을 채취하여 진피 

층의 신생혈관의 갯수를 측정하였고 Paracrine effect를 확인

하기 위해 TGF-β, VEGF의 발현 정도를 면역염색 및 Optical 

density를 측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Anti-human nuclei Ab

를 이용 MSC의 생존 여부를 검증하였다. 각 군간의 통계학적 

분석은 T-test, paired T-test, ANOVA, repeated ANOVA를 

사용하였다.  

창상치유율은 3일째부터 9일째 사이 모두 급격히 증가하였으

나 Local injection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p<0.05). 창상의 크기가 원래 크기의 절반으로 치유된 날짜

인 HT50(Time to heal 50% wounds)은 Local injection군 6.1

일, Collagen matrix군 6.4일, Fibrin glue군 6.7일, Hydrogel

군 7.1일, Suspension군 7.2일로 Local injection군에서 가장 

창상치유가 빨랐으며 Suspension군이 가장 늦었다. 14일째에 

신생 혈관의 생성은 Collagen matrix군, Suspension군, 

Hydrogel군 순으로 증가 되어 있었고 조직내 TGF-β의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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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rin glue군, Suspension군, Local injection군, Collagen 

matrix군, Hydrogel군 순이었으나 통계학적으로는 

Suspension군과 Local injection군 만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

한 차이(p<0.05)를 보였다. VEGF의 양은 Collagen matrix군, 

Suspension군, Local injection군, Fibrin glue군, Hydrogel군 

순으로 증가되어 있었며 Collagen marix군, Suspension군, 

Hydrogel군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p<0.05)를 보였다.  

세포 치료시 창상치유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Local 

injection군이었고 Suspension군은 중간엽 줄기세포가 투여 

후 잘 생착하지 못하고 씻겨버리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적은 것

으로 사료되었다. Collagen matrix군은 새로운 진피의 역할을 

하여 창상의 수축을 줄이기 때문에 창상이 치유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늦었으나 혈관 개수나 VEGF는 가장 증가되어 있

었다. 이는 Collagen matrix가 3차원적 구조체 역할을 함으로

써, 중간엽 줄기세포가 생착하여 활동하는 것을 돕고 신생혈관 

생성을 촉진시키는 VEGF를 증가시켜 창상치유를 촉진하는 것

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창상수축을 통한 빠른 창상의 치유를 

위해서는 Local injection의 방법으로 MSC를 투여하는 것이 

유리하나 화상과 같이 넓은 부위의 창상 치유의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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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gen matrix에 세포를 seeding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 되는 말: 세포치료, 운반체, 창상치유, 중간엽 줄기세포 

 

 

 

 

 

 

 

 

 

 

 

 

 

 

 

 

  



 5 

제대혈제대혈제대혈제대혈    유래유래유래유래    중간엽중간엽중간엽중간엽    줄기줄기줄기줄기    세포를세포를세포를세포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피부피부피부피부    창상창상창상창상    치료시치료시치료시치료시    세포투여세포투여세포투여세포투여    운반체에운반체에운반체에운반체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창상창상창상창상    치유치유치유치유    효과효과효과효과의의의의    비교비교비교비교    

 

<지도교수 유유유유    대대대대    현현현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박박박    상상상상    은은은은    

 

I. I. I. I. 서서서서    론론론론    

오늘 날 줄기 세포의 창상치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 이

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골수 유래 줄기세포가 창상치유를 촉진시

킨다고 보고하였는데, Badiavas1 등은 상처를 입은 후 21일간의 조

직치유 과정 중에 골수의 세포들이 perifollicular cell, blood vessel 

cell, perisebaceous gland cell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몇몇

의 임상적 연구에서는 조직 허혈, 혈관염 등으로 인한 만성 피부 궤

양을 치료하는 데 골수의 세포를 투여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Y. Yamaguchi2 등은 투여한 골수세포가 

상처 조직에서 근섬유아세포(myofibroblast)로 분화를 일으켜 조직

의 치유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인체의 제대혈(cord blood)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는 척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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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얻은 줄기세포에 비해 미성숙하고 높은 증식력을 가지며 3, 4, 5, 6 , 

제공자에게서 위험없이 풍부한 양을 얻을 수 있고, 면역 반응이 경

미하므로 이식이 용이하다7. 이러한 줄기세포의 특징과 장점을 바탕

으로 인체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가 조혈세포로 분화가능한 세포 뿐

만 아니라, 조직 재생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조혈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증명되고 있다. M. Valbonesi8 

등은 기초적인 수준의 연구에서 제대혈 모세포가 염증과 숙주대조

직반응 없이 피부 조직의 상처 치유를 향상시킨다는 보고를 하였고, 

Broadley KN9
 등은 impaired wound healing model인 당뇨 쥐에서 

TGF-β(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가 당뇨 쥐 상처조직의 

인장강도를 증가시키고 정상이나 당뇨 쥐 모두에서 육아 조직과 콜

라겐의 양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피부 창상 치료는 많은 연

구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으나 투여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동의

된 방법이 없으며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창상에 세포를 직접 

뿌리는 Spray (Cell suspension)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창상 밖

으로 세포가 흐르거나 효과적으로 세포가 창상에 부착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적절한 양 만큼을 조직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어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세포를 창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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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할 수 있는 세포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세포전달 방법

을 적용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세포치료 시 가장 효율성 있는 방

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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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대상대상대상대상        

 가가가가. . . . 운반체운반체운반체운반체    

가장 효과적인 창상 치유를 위한 세포치료 운반체(carrier)를 규명

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Suspension(direct cell 

suspension)법, 국소 주사(Local injection)법과 더불어 진피층을 재

생할 수 있는 Collagen matrix(Terudermis○R ), 세포고정 효과가 높

은 Fibrin glue(Tissucol○R), 창상부위의 습윤한 환경을 가장 잘 유지

시켜주는 Hydrogel 제제 (Intrasite○R) 등의 운반체를 선택하였다.  

     

 나나나나. . . . 줄기세포줄기세포줄기세포줄기세포의의의의    배양배양배양배양    

인체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는 연세의료원 세포치료센터로

부터 공급받아 배양하였다. 이 세포주는 characterization을 통해 

중간엽 줄기세포임을 확인 받았고 7계대째 배양중인 세포주로 한 

개의 창상 당 4x105개 (2x106개/ml)를 투여할 수 있도록 두번의 계

대 배양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세포배양액으로는 minimum essential medium(αMEM, Gibco BRL, 

USA), 10% fetal bovine serum(PAA laboratories GmbH), 1% 

100IU penicillin - 100µg streptomycin(Sigma, St. Louis, MO, 

USA)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들을 poly-l-lysine (PLL,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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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 70,000~150, 000, Sigma, St. Louis, MO, USA) coated chamber 

slides (Nunc, Naperville, IL, USA)에 부착시킨 후 37°C, 95% 

air/5% CO2 조건에서 단일층 배양시켰다9.        

    

2. 2. 2. 2.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가가가가. . . . 동물동물동물동물    실험실험실험실험    모델모델모델모델 (ICR  (ICR  (ICR  (ICR 마우스마우스마우스마우스))))에서의에서의에서의에서의    창상창상창상창상    형성형성형성형성    

모든 동물 실험은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publication No. 86-

23)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연세대학교 실험동물 위원회의 승인을 받

았다. 동물실험 모델로는 중앙실험동물㈜에서 공급받고 AAALAC 

인증된 연세대학교 산하 실험동물부 사육실에서 키워진 ICR mouse 

(수컷, 4주령, 30~40g)를 사용하였다. 총 30마리의 실험 동물을 무

작위로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마다 6마리씩 설정하였다. 

Isoflurane 흡입 마취법과 Ketamin 30mg/Kg, Xylazine 3mg/Kg 복

강마취법을 이용하여 마취하였으며, ICR mouse의 배측 두부에서 미

부까지의 털을 제거한 후, 직경 8mm의 피부조직검사용 펀치

(Biopsy punch, Kai medical, Japan)를 이용, panniculus carnosus 

근육 층을 포함한 2개의 원형 전층 피부 결손을 만들었다. 생성된 

피부 결손은 Tegaderm® 을 이용하여 창상이 마르지 않고 조직액이 

고이도록 24시간 유지시켰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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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1. ICR 1. ICR 1. ICR 1. ICR 마우스에서마우스에서마우스에서마우스에서    직경직경직경직경    8888mmmmmmmm의의의의    피부피부피부피부조직검사용조직검사용조직검사용조직검사용    펀치를펀치를펀치를펀치를    

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    창상을창상을창상을창상을    형성한형성한형성한형성한    모습과모습과모습과모습과    크기크기크기크기    측정측정측정측정. . . .     

    

    

 나나나나. . . . 줄기세포의줄기세포의줄기세포의줄기세포의    투여투여투여투여    

실험에는 9번째 계대배양 된 중간엽 줄기세포를 약 80~90%의 세

포밀도에서 trypsin, EDTA 처리하여 획득하여 투여하였다. 실험군 

1은 4x105개의 중간엽 줄기세포를 200μl PBS에 suspension하여 

Suspension(spray)법으로 창상에 주입하였고, 실험군 2는 동량의 

중간엽 줄기세포를 26G syringe를 이용하여 창상 결손 주위를 돌아

가며 8군데 근육 내 주사하였다. 실험군 3은 8mm punch로 전층 피

부 결손과 동일한 크기의 Collagen matrix(Terudermis○R) chip을 만

들고 동량의 중간엽 줄기세포를 seeding후 투여하였고, 실험군 4는 

Fibrin glue(Tissucol○R )의 2개 실린지 중, Fibrinogen 등으로 구성

된 A solution(50μl)에 동량의 중간엽 줄기세포를 섞고 창상에 투여

한 후 Thrombin등으로 구성된 B solution을 투여하여 200μl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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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실험군 5는 200μl Hydrogel 제제 (Intrasite○R )에 동량의 중

간엽 줄기세포를 seeding하여 투여하였다. 각 실험동물에서 대조군

으로 만든 다른 창상에는 제 1,2군 모두 200μl의 PBS를 주입하였

으며, 3군에는 Collagen matrix(Terudermis○R ) chip만을, 4군에는 

Fibrin glue(Tissucol ○R ) 200μl를, 5군에는 200μl Hydrogel 제제 

(Intrasite○R)만을 투여하였다.  

 

다다다다. . . . 상피화상피화상피화상피화    정도를정도를정도를정도를    통한통한통한통한    창상창상창상창상    치유치유치유치유    속도속도속도속도    측정측정측정측정    

줄기세포투여 후 3일 간격으로 2주간 창상의 상피화 및 수축된 정

도를 측정하였다. 각 측정 날짜에 창상을 digital image화 시키고 개

방창의 크기를 computer planimetry(scion image program®; NIH-

Scion corporation, USA)를 이용하여 각 개방창의 면적을 산출하였

다. 각 군간의 비교를 위해 창상치유율(100-창상크기/초기 창상크

기x100)로 변환하였다.    

    

라라라라. . . . 조직검사를조직검사를조직검사를조직검사를    통한통한통한통한    혈행화혈행화혈행화혈행화    정도정도정도정도    측정측정측정측정    

실험 7일째, 14일째 조직을 채취하여 H&E 염색을 실시하여 무작

위로 10군데를 선택하여 HPF(x400)당 존재하는 혈관의 개수를 측

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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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마. . . . 면역조직화학면역조직화학면역조직화학면역조직화학    염색을염색을염색을염색을    통한통한통한통한    창상창상창상창상    내내내내    줄기세포줄기세포줄기세포줄기세포    발현발현발현발현    유무유무유무유무와와와와    

TGFTGFTGFTGF----ββββ, VEGF, VEGF, VEGF, VEGF    발현발현발현발현    정도정도정도정도    

실험 14일째 창상 조직을 채취하여 anti-human nuclei 

Ab(MAB1281, Chemicon International Inc.), anti-TGF-β

(MAB1032, Chemicon International Inc.), rabbit anti-VEGF(RB-

222-P; Lab Vision,. Fremont, Calif., USA)를 이용 면역조직화학염

색을 시행하였다. 

실험 동물의 배부 창상과 창상 주변 부위 조직을 채취하여 표준 

파라핀 블록을 만든 후, 약 5µm 두께로 박절한 조직을 취하여 통상

의 방법으로 재수화 시켰다. 0.3% H2O2 에 상온에서 5분간 배양하

여 endogenous peroxidase를 비활성화 한 후, 5% bovine serum 

albumin으로 상온에서 30분간 배양하여 비특이 항원 반응을 억제하

였다. 각각 일차 항체(primary antibody)로 anti-human nuclei 

monoclonal antibody, anti-TGF-β, rabbit anti-VEGF 를 희석하여 

1시간 가량 상온에서 배양 후, 4℃에서 하룻밤 배양하였다. 이 후 

PBS로 세척하고 secondary antibody-conjugated polmer 

(EnVisionTM, Dako Cytom[3]ation, Glostrup, Denmark)로 상온에

서 20분간 처리하였다. 이후에 0.05% diaminobenzidine (DAB, 

Dako Cytomation, Glostrup, Denmark)에 5분간 적용하여 발색시켰

다. Gill’s hematoxylin으로 1회, 1분간 counterstaining 후,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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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dehydration 시켜 조직표본을 제작한 뒤 광학현미경

(Olympus BX40, Olympus optical Co., Ltd., Japan)으로 관찰하였다. 

각각의 표본은 광학현미경에 부착된 digital camera(Olympus 

DP71, Olympus optical Co., Ltd., Japan)로 400배의 high-power 

field의 digital image로 저장하였다. 저장된 이미지는 computer-

assisted planimetry(Metamorph, Metamorph Ltd...., Limerick, 

Ireland)를 이용하여, 각각 antibody에 염색된 정도(integrated 

optical density)를 측정, 비교하였다. 

     

3. 3. 3. 3. 통계통계통계통계    분석분석분석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 처리는 개인용 컴퓨터 프로그램 SPSS for 

window version 13.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수

행하였으며, 기술적 자료는 평균 ±±±± 표준편차 및 백분율로 표시하였

다. 비연속 변수의 비교에는 T-test 또는 ANOVA test를 이용하였

으며, 연속 변수의 비교는 paired T-test 또는 repeated ANOVA를 

사용하여 유효성 여부를 검정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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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결결결    과과과과    

1. 1. 1. 1. 창상의창상의창상의창상의    크기크기크기크기    변화변화변화변화    

실험군간의 창상치유율은 3일째부터 9일째 사이 모두 급격히 증가

하였으나 Local injection한 군에서만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성을 보였다(p<0.05)(그림 2.). 운반체 자체의 창상치유능력을 비

교한 대조군 간의 창상치유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운반체 자체가 창상 치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창상이 절반 크기로 치유된 날짜인 HT50(Time to heal 

50% wounds)은 Local injection군 6.1일, Collagen matrix군 6.4일, 

Fibrin glue군 6.7일, Hydrogel군 7.1일, Suspension군 7.2일로 

Local injection군에서 가장 창상치유가 빨랐으며 Suspension군이 

가장 늦게 치유되었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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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2. ICR 2. ICR 2. ICR 2. ICR 마우스에서마우스에서마우스에서마우스에서    줄기세포를줄기세포를줄기세포를줄기세포를    투여했을투여했을투여했을투여했을    때의때의때의때의    창상크기의창상크기의창상크기의창상크기의    변화변화변화변화. . . . 

ICR ICR ICR ICR 마우스에서마우스에서마우스에서마우스에서 8 8 8 8㎜㎜㎜㎜    전층전층전층전층    피부결손피부결손피부결손피부결손    창상을창상을창상을창상을    만든만든만든만든    후후후후    총총총총 4  4  4  4 ×××× 10 10 10 105555개의개의개의개의    

줄기세포를줄기세포를줄기세포를줄기세포를 5 5 5 5가지의가지의가지의가지의    방법으로방법으로방법으로방법으로    투여하였다투여하였다투여하였다투여하였다. (Group 1 : S. (Group 1 : S. (Group 1 : S. (Group 1 : Suspensionuspensionuspensionuspension법법법법, , , , 

Group 2 : Local injectionGroup 2 : Local injectionGroup 2 : Local injectionGroup 2 : Local injection법법법법, Group 3 : Collagen matrix , Group 3 : Collagen matrix , Group 3 : Collagen matrix , Group 3 : Collagen matrix seedingseedingseedingseeding법법법법, , , , 

Group 4 : Fibrin glue mixGroup 4 : Fibrin glue mixGroup 4 : Fibrin glue mixGroup 4 : Fibrin glue mix법법법법, Group 5 : Hydrogel mix, Group 5 : Hydrogel mix, Group 5 : Hydrogel mix, Group 5 : Hydrogel mix법법법법) ) ) ) 각각각각    군에군에군에군에서서서서    

실험군과실험군과실험군과실험군과    대조군을대조군을대조군을대조군을    비교했을비교했을비교했을비교했을    때때때때    의미있게의미있게의미있게의미있게    창상치유창상치유창상치유창상치유    속도가속도가속도가속도가    증가된증가된증가된증가된    것것것것

은은은은    Local iLocal iLocal iLocal injectionnjectionnjectionnjection군군군군이었다이었다이었다이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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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3333. . . . 운반체에운반체에운반체에운반체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중간엽중간엽중간엽중간엽    줄기세포줄기세포줄기세포줄기세포    투여투여투여투여    실험군에서의실험군에서의실험군에서의실험군에서의    창상창상창상창상치유치유치유치유

율율율율    변화변화변화변화. . . . 창상치유율은창상치유율은창상치유율은창상치유율은 3 3 3 3일째부터일째부터일째부터일째부터 9 9 9 9일째일째일째일째    사이사이사이사이    모두모두모두모두    급격히급격히급격히급격히    증가하였증가하였증가하였증가하였

으나으나으나으나    Local iLocal iLocal iLocal injectionnjectionnjectionnjection한한한한    군에서만군에서만군에서만군에서만    대조군에대조군에대조군에대조군에    비해비해비해비해    통계적으로통계적으로통계적으로통계적으로    유의성을유의성을유의성을유의성을    

보였다보였다보였다보였다(p<0.05(p<0.05(p<0.05(p<0.05, *, *, *, *표표표표). ). ). ). 창상이창상이창상이창상이    절반절반절반절반    크기로크기로크기로크기로    치유된치유된치유된치유된    날짜인날짜인날짜인날짜인 HT50  HT50  HT50  HT50 

(Time to heal 50% woun(Time to heal 50% woun(Time to heal 50% woun(Time to heal 50% wounds)ds)ds)ds)은은은은    Local iLocal iLocal iLocal injectionnjectionnjectionnjection군군군군에서에서에서에서    가장가장가장가장    창상치유창상치유창상치유창상치유

가가가가    빨랐으며빨랐으며빨랐으며빨랐으며 S S S Suspensionuspensionuspensionuspension군군군군이이이이    가장가장가장가장    늦게늦게늦게늦게    치유되었다치유되었다치유되었다치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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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신생혈관신생혈관신생혈관신생혈관    수의수의수의수의    변화변화변화변화    

14일째에 신생 혈관의 생성은 Collagen matrix군, Suspension군, 

Hydrogel군의 순으로 증가되어 있었다. 실험군 간의 비교에서

Collagen matrix군(9.1개/HPF)과 Suspension군(8.6개/HPF), 

Hydrogel군(8.3개/HPF)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함

(p<0.05)을 보였으며, Local injection군(5.3개/HPF), Fibrin glue군

(6.4개/HPF)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대조군 간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4.)  

 

그림그림그림그림    4444. . . . 운반체에운반체에운반체에운반체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중간엽중간엽중간엽중간엽    줄기세포줄기세포줄기세포줄기세포    투여투여투여투여 14 14 14 14일째일째일째일째,,,,    실험군의실험군의실험군의실험군의    평균평균평균평균    

신생신생신생신생혈관혈관혈관혈관    수수수수. . . . 실험군실험군실험군실험군    간의간의간의간의    비교에서비교에서비교에서비교에서 Collagen matrix Collagen matrix Collagen matrix Collagen matrix군군군군(9.1(9.1(9.1(9.1개개개개/HPF)/HPF)/HPF)/HPF)

과과과과    SuspensionSuspensionSuspensionSuspension군군군군(8.6(8.6(8.6(8.6개개개개/HPF), Hydrogel/HPF), Hydrogel/HPF), Hydrogel/HPF), Hydrogel군군군군(8.3(8.3(8.3(8.3개개개개/H/H/H/HPF)PF)PF)PF)은은은은    통계적으로통계적으로통계적으로통계적으로    

유의한유의한유의한유의한    차이를차이를차이를차이를    보였다보였다보였다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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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조직내조직내조직내조직내 Anti Anti Anti Anti----human nucleus antibody human nucleus antibody human nucleus antibody human nucleus antibody 발현발현발현발현    유무유무유무유무    

제대혈 줄기세포를 창상에 투여 후, 7일째 실험군의 조직을 얻어 

시행한 anti-human nucleus antibody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5가지 실험군 모두 갈색으로 염색된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세포를 관

찰할 수 있었다. (그림 5.)    

    

그림그림그림그림    5. 5. 5. 5. 7777일째일째일째일째에에에에    각각각각    실험실험실험실험    모델의모델의모델의모델의    실험군에서실험군에서실험군에서실험군에서 anti anti anti anti----human nucleus human nucleus human nucleus human nucleus 

aaaantibodyntibodyntibodyntibody에에에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시행한시행한시행한시행한    면역염색면역염색면역염색면역염색    조직소견조직소견조직소견조직소견. . . . 5555가지가지가지가지    실험군실험군실험군실험군    모두모두모두모두    갈색갈색갈색갈색

으로으로으로으로    염색된염색된염색된염색된    양성양성양성양성    반응반응반응반응을을을을    보이는보이는보이는보이는    세포세포세포세포((((화살표화살표화살표화살표))))를를를를    관찰할관찰할관찰할관찰할    수수수수    있었다있었다있었다있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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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조직내조직내조직내조직내 TGF TGF TGF TGF----ββββ    발현발현발현발현    정도정도정도정도    

14일째 각 실험군과 대조군 조직에서 TGF-β에 대한 면역조직화

학염색을 시행하고 이를 computer-assisted planimetry를 통해 발

현 정도(Optical Density)를 측정함으로써 정량 분석하였다. (그림 

6.) TGF-β의 양은 Fibrin glue군, Suspension군, Local injection군, 

Collagen matrix군, Hydrogel군 순으로 증가되어 있었으며 통계학

적으로는 Suspension군과 Local injection군만이 대조군에 비해 유

의한 차이(p<0.05)가 있었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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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6. 146. 146. 146. 14일째일째일째일째    각각각각    실험군과실험군과실험군과실험군과    대조군대조군대조군대조군    조직에서조직에서조직에서조직에서    TGFTGFTGFTGF----ββββ에에에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시행한시행한시행한시행한    

면역면역면역면역염염염염색색색색    조직소견조직소견조직소견조직소견. . . . ((((A : A : A : A : SuspeSuspeSuspeSuspensionnsionnsionnsion법법법법의의의의    실험군실험군실험군실험군,,,, B :  B :  B :  B : Local iLocal iLocal iLocal injectionnjectionnjectionnjection

법법법법의의의의    실험군실험군실험군실험군,,,,    C: Collagen matrixC: Collagen matrixC: Collagen matrixC: Collagen matrix군군군군의의의의    실험군실험군실험군실험군, , , , D : D : D : D : Fibrin glueFibrin glueFibrin glueFibrin glue군군군군의의의의    실실실실

험군험군험군험군, E : Hydrogel, E : Hydrogel, E : Hydrogel, E : Hydrogel군군군군의의의의    실험군실험군실험군실험군, , , ,  A A A A’’’’, B, B, B, B’’’’, C, C, C, C’’’’, D, D, D, D’’’’, E, E, E, E’’’’ :  :  :  : 대조군대조군대조군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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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그림그림그림    7777. 14. 14. 14. 14일째일째일째일째    각각각각    실험군과실험군과실험군과실험군과    대조군대조군대조군대조군    조직에서조직에서조직에서조직에서    TGFTGFTGFTGF----ββββ에에에에    대대대대해해해해    시행시행시행시행

한한한한    면역조직화학염색면역조직화학염색면역조직화학염색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결과결과결과의의의의    computercomputercomputercomputer----assisted passisted passisted passisted planimetrylanimetrylanimetrylanimetry를를를를    통통통통한한한한    

발현발현발현발현    정도정도정도정도(Optical Density)(Optical Density)(Optical Density)(Optical Density)    분석분석분석분석. . . . SuspensionSuspensionSuspensionSuspension군군군군과과과과    Local iLocal iLocal iLocal injectionnjectionnjectionnjection군군군군

만이만이만이만이    대조군에대조군에대조군에대조군에    비하여비하여비하여비하여    통계학적으로통계학적으로통계학적으로통계학적으로    유의한유의한유의한유의한    차이차이차이차이(p<0.05)(p<0.05)(p<0.05)(p<0.05)를를를를    보였다보였다보였다보였다....        

 

5. 5. 5. 5. 조직내조직내조직내조직내 VEGF  VEGF  VEGF  VEGF 발현발현발현발현    정도정도정도정도    

14일째 각 실험군과 대조군 조직에서 VEGF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computer-assisted planimetry를 통해 발현 정도

(Optical Density)를 분석하였다.(그림 8.) 

VEGF의 양은 Collagen matrix군, Suspension군, Local injection

군, Fibrin glue군, Hydrogel군 순으로 증가되어 있었으며 Col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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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x군, Suspension군, Hydrogel군 만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다. (그림 9.) 

 

그림그림그림그림    8. 148. 148. 148. 14일째일째일째일째    각각각각    실험군과실험군과실험군과실험군과    대조군대조군대조군대조군    조직에서조직에서조직에서조직에서 VEGF VEGF VEGF VEGF에에에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시행한시행한시행한시행한    

면역염색면역염색면역염색면역염색    조직소견조직소견조직소견조직소견. . . . (A : (A : (A : (A : SuspensionSuspensionSuspensionSuspension법법법법의의의의    실험군실험군실험군실험군, B :, B :, B :, B : Local i Local i Local i Local injectionnjectionnjectionnjection

법의법의법의법의    실험군실험군실험군실험군, C: Collagen matrix, C: Collagen matrix, C: Collagen matrix, C: Collagen matrix군의군의군의군의    실험군실험군실험군실험군, D : Fibrin glue, D : Fibrin glue, D : Fibrin glue, D : Fibrin glue군의군의군의군의    실실실실

험군험군험군험군, E : Hydrogel, E : Hydrogel, E : Hydrogel, E : Hydrogel군의군의군의군의    실험군실험군실험군실험군,  A,  A,  A,  A’’’’, B, B, B, B’’’’, C, C, C, C’’’’, D, D, D, D’’’’, E, E, E, E’’’’ :  :  :  : 대조군대조군대조군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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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9999. 14. 14. 14. 14일째일째일째일째    각각각각    실험군과실험군과실험군과실험군과    대조군대조군대조군대조군    조직에서조직에서조직에서조직에서 VEGF VEGF VEGF VEGF에에에에    대대대대해해해해    시행한시행한시행한시행한    

면역조직화학염색면역조직화학염색면역조직화학염색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의결과의결과의결과의    computercomputercomputercomputer----assisted assisted assisted assisted planimetryplanimetryplanimetryplanimetry를를를를    통통통통한한한한    발발발발

현현현현    정도정도정도정도(Optical(Optical(Optical(Optical Density)  Density)  Density)  Density) 분석분석분석분석. . . . Collagen marixCollagen marixCollagen marixCollagen marix군군군군, , , , SuspensionSuspensionSuspensionSuspension군군군군, , , , 

HydrogelHydrogelHydrogelHydrogel군군군군    만이만이만이만이    대조군에대조군에대조군에대조군에    비해비해비해비해    통계학적으로통계학적으로통계학적으로통계학적으로    유의한유의한유의한유의한    차이차이차이차이(p<0.05)(p<0.05)(p<0.05)(p<0.05)

를를를를    보였다보였다보였다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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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고고고    찰찰찰찰    

최근 인체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를 이용

한 창상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Yaojiong Wu등은 이들 줄기

세포가 재상피화와 신생혈관의 생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피부창상의 

치유를 증가시키고 직접 keratinocyte-specific protein keratin을 

발현하며 glandular structure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과 Western blot analysis을 통해 

VEGF와 angiopoietin-1를 분비함을 증명하였다.11 이는 줄기 세포

가 직접 상처로 찾아가 (homing) 필요한 세포로 분화하거나 주변의 

세포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이론과 proangiogenic factor나 TGF-β, 

VEGF 등의 cytokine, growth factor 분비를 통해 창상 치유를 촉

진한다는 기존의 주장12, 13, 14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피부 창상의 치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

해서는 세포의 창상 내 부착을 극대화 시키고 세포가 잘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운반체가 중요하다. 그러나, 중간엽 줄기세

포의 투여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가장 많이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방법으로 Suspension법과 

Local injection법 이외에 Collagen matrix, Fibrin glue, Hydrogel 

등이 실험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Novaes 등은 Collagen matrix에 Gingival fibroblast를 seeding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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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창상에 투여했을 때, 신생혈관의 개수가 collagen matrix만 투여

했을 때보다 월등히 증가한다고 하였고15, Vincent Falanga 등은 

surgical hemostasis 효과를 갖는 Fibrin Suspension system을 사

용하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창상에 중간엽 줄기세포를 투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6 Lee 등은 창상 드레싱이나 scaffold로 쓰이

는 Hydrogel을 줄기세포와 함께 투여하여 세포의 생착률을 높임으

로써, 창상치유율과 피부세포의 이동, 콜라겐 침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17, 이러한 방법들의 비교 분석에 대한 데이터는 전무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창상치유율에서는 Local injection군이 

가장 높았고, 또한 대조군과 비교해서 유일하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창상치유의 과정에서 중요한 원리는 창상수축과 혈관생성 과정이

다.18 창상수축은 근섬유아세포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특히 중배

엽 줄기세포를 투여했을 경우, 이는 주로 창상 치유 초기인 염증기

와 증식기에 영향을 주는 TGF-β에 의해 분화하여 창상수축을 더욱 

증가시킨다.19 본 실험의 초기 창상수축 결과를 살펴보면, 3일째 

Fibrin glue군, Local injection군, Hydrogel군, Suspension군, 

Collagen matrix군 순서로 증가하다가 6일째에는 Fibrin glue군은 

감소하고 Local injection군은 증가하며 Suspension군은 급격히 감

소함을 볼 수 있다. 이는 TGF-β의 발현량과 상관 관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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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F-β는 실험군에서 Fibrin glue가 가장 발현이 높지만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줄기세포가 TGF-β를 

분비하였다기 보다 fibrin glue 내 포함된 TGF-β에 의하여 그 정량

이 증가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 할 수 있다. 반면, Local 

injection군과 Suspension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된 

소견을 보이는데, 이는 창상치유 초기 과정에서 줄기세포에 의해 증

가된 TGF-β가 근섬유아세포로의 분화를 촉진시키면서 Local 

injection군과 Suspension군에서는 창상수축이 예상대로 일어나지

만, Suspension군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되지 못하고 유실되어 버

리기 때문에 창상치유율이 떨어지게 되고, Collagen matrix군이나 

Fibrin glue군 등은 운반체 자체가 물리적으로 창상수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며, TGF-β의 발현량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보아 생착되어 분비되는 TGF-β양이 타 방

법에 비하여 적음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 신생혈관 생성은 Collagen matrix군, 

Suspension군, Hydrogel군 순으로 증가된 양상보이고 이들은 

Local injection군과 Fibrin glue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이는 증식기를 전후한 신생혈관의 생성에 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VEGF 발현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째 VEGF의 발현량은 Collagen matrix군, Suspension군, Hydrogel



 27 

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는 양상 보이는데 이는 

신생혈관 개수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VEGF는 혈관내피세포

(endothelial cell)의 이동(migration), 증식(proliferation)을 통해 신

생혈관을 만든다.20 이렇게 형성되는 혈관들은 모혈관에서 자혈관으

로 분화되기도 하고 혈관 주위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혈관 주위세

포(pericytes)를 자극하기도 한다.21 이들 형성된 혈관은 육아조직

(granulation tissue) 형성을 유도하는데 이런 혈관의 특성은 표면이 

불규칙적이고 혈관 형태가 꼬여있다. 또한 혈관투과도가 증가되어 

있다.22 즉, 창상에 투여한 중배엽 줄기세포가 주변과 반응하여 

VEGF 발현을 증가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Collagen matrix군이 3차

원적 구조체 역할을 함으로써 혈관내피세포의 이동과 증식을 용이

하게 하여 신생혈관 생성을 돕는다. 이보다 효과는 떨어지지만 

Hydrogel군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brin glue군

에서 신생혈관 생성이 떨어지는 것은 Fibrinogen과 Thrombin이 만

나면 3D Fibrin Clot structure가 생기는데 이중 고농도의 

Fibrinogen이 3D clot structure의 pore 크기를 감소시키고 비균일

적으로 만들어 중배엽 줄기세포의 증식을 저하시키므로, 22 고농도의 

Fibrinogen (20mg/ml)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충분한 양의 중간엽 줄기세포의 확

보가 어려워 실험에 쓰인 줄기세포의 계대수가 9계대였다는 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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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세포치료 용도로 좋은 2~3계대의 세포

주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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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결결결    론론론론    

생후 4주 된 마우스(ICR) 배부에 8mm punch를 이용하여 전층 

피부 결손을 만들고 4 x 105 개/ml의 인체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

기세포(MSC)를 각기 다른 5가지 방법 혹은 운반체 (Suspension법, 

국소주사(Local injection)법, Collagen GAG matrix seeding법, 

Fibrin glue mix법, Hydrogel mix법)을 이용하여 투여하였고, 14일

간 창상치유율, 진피 층의 신생혈관 개수, TGF-β, VEGF의 발현량

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줄기세포를 투여한 후 7일째 모든 실험군에서 인체 제대혈 유

래 중간엽 줄기세포가 운반체를 통해 창상에 부착, 존재하였다.  

2. 창상이 절반 크기로 치유된 날짜인 HT50 (Time to heal 50% 

wounds)은 Local injection군 6.1일, Collagen matrix군 6.4일, 

Fibrin glue군 6.7일, Hydrogel군 7.1일, Suspension군 7.2일

로 Local injection군에서 창상의 수축 속도가 가장 증가했으며

(p<0.05), Suspension군이 가장 늦게 치유되었다. Local 

injection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투여 방법에 따른 창상 수축은 

대조군과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3. TGF-β의 발현량은 Local injection군과 Suspension군에서 대

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된 소견(p<0.05)을 보였다. 

4. 신생혈관 생성은 Collagen matrix군, Suspension군, Hydro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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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순으로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된 

양상 보이고 이들은 Local injection군과 Fibrin glue군과 비교

하여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다.  

5. VEGF 발현량은 Collagen matrix군, Suspension군, Local 

injection군, Fibrin glue군, Hydrogel군 순으로 증가되어 있었

으며 Collagen marix군, Suspension군, Hydrogel군 만이 대조

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창상 수축을 통한 빠른 창상의 치유를 위해서는 

Local injection의 방법으로 중간엽 줄기세포를 투여하는 것이 유리

하나 화상과 같이 넓은 부위의 창상 치유의 과정에서는 Collagen 

matrix에 세포를 seeding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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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thod of spraying stem cells directly on wound site has been applied in 

certain clinical settings. This however has some disadvantages such as 

leakage of stem cells out of the wound or difficulty of stem cells adhering to 

the wound surface. Therefore, the authors of this study have attempted to 

establish the most effective and stable method of delivering stem cells by 

comparing various modes of cell delivery.  

Full thickness skin defect was artificially made on each dorsal aspect of 

mouse (gestational age 4weeks) (ICR) trunk by using an 8mm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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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umbilical cord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 (MSC) were delivered 

into these skin defects by 5 different methods or by using a carrier. Method of 

delivery include Suspension(spray) method, Local injection method, collagen 

GAG matrix(Terudermis®) seeding method, method mixing with Fibrin glue 

(Tissucol®) that is highly effective in fixating cells, and method mixing with 

Hydrogel (Intrasite®). 

Each experiment group was treated with 4x105 /ml of MSC along with a 

carrier, while the control group was inserted with only the carrier. The wound 

was covered with Tegaderm® in order to prevent it from drying. The extent of 

wound healing was assessed by quantifying with a Digital imaging program. 

Tissue sampling was done from each group on day 7 and day 14 to measure 

the amount of newly formed blood vessels.  Expression rates of TGF-β and 

VEGF was measured in order to confirm paracrine effects.  This was done 

by analyzing the data obtained through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procedures and measuring the optical density with an optical densitometry. 

The viability of the MSC was substantiated by quantitatively measuring the 

anti-human nuclei Ab.  For our statistical analysis, T-test, paired T-test, 

ANOVA, repeated ANOVA was employed.  

All experiment group had a steep wound healing rate between day 3 and day 

9, but only the group with Local injection method had 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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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p<0.05). The time when the wound size decreased to half its size 

was defined as HT50. HT50 was 6.1 days in the Local injection group, 6.4 

days in collagen matrix group, 6.7 days in the fibrin glue group, 7.1days in 

Hydrogel group, and 7.2days in the Suspension group respectively. The Local 

injection group had the fastest healing rate while Suspension group had the 

slowest. At day 14, new vessel formation rate increased from Collagen matrix 

group, Suspension group, to the Hydrogel group. Likewise, the amount of 

TGF-β was in decreasing order from Local injection method group, Collagen 

matrix group, to Hydrogel group but only the Suspension group and the Local 

injection group had statistical significance(p<0.05) when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amount of VEGF was in decreasing order from Collagen 

matrix group, Suspension group, Local injection group, Fibrin glue group to 

Hydrogel group and Collagen matrix group, Suspension group and Hydrogel 

group had stastistical significance(p<0.05) when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most effective mode of delivering stem cell to wound during cell 

therapy was Local injection method and the least was the Suspension method 

perhaps because the MSC cannot be fixed on the wound surface and sloughs 

off. The Collagen matrix group served as a new dermis, which in turn acts 

against contraction. Therefore, wound closure was delayed relative to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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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However, the number of new blood vessels or the amount of releasing 

VEGF was increased the most among others. This may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Collagen matrix acts as a three dimensional structure which 

facilitates the MSC to fix itself and function more actively. Further, it also 

increases the VEGF, which in turn stimulates new vessel formation. Hence, an 

enhanced effect of wound healing. Therefore, wound that needs rapid closure 

through contracture might benefit from delivering the MSC using the Local 

injection method, but in situations of vast raw surface wounds such as in 

burns, seeding of cells into Collagen matrix is thought to be effective.     

Key words: mesenchymal stem cell, carrier, wound healing, cel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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