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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저온저온저온저온 뇌손상뇌손상뇌손상뇌손상 백서에서백서에서백서에서백서에서 아데노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매개매개매개매개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와와와와 골수골수골수골수 중간엽중간엽중간엽중간엽 줄기세포줄기세포줄기세포줄기세포 

이식이이식이이식이이식이 신경학적신경학적신경학적신경학적 기능기능기능기능 회복에회복에회복에회복에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인간 중간엽 줄기세포는 다기능적이어서 골세포, 연골세포, 

지방세포, 근육세포로 분화가 가능하다. 또한 줄기세포는 신경계 

세포로 분화 가능하며, 뇌허혈 모델 백서에 인간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신경학적 기능이 호전된다고 보고되었다. 일부 보고자들은 

뇌손상 백서에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국소적으로 혹은 동맥, 

정맥내에 투여하면 신경학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는 신경영양인자를 분비, 유도하는 능력이 있다. 

즉,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NT-3 (Neurotrophin-3), GDNF 

(Glial cell line-derived neurotrophic factor), NGF(nerve growth factor),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s), HGF(hepatocyte growth factor) 

등과 같은 신경영양인자를 분비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 이런 

신경영양인자들 중 BDNF는 신경세포의 성장 및 분화,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tyrosine kinase (Trk B) 수용체와 결합하여 신경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생물학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최근에는 

신경영양인자 유전자를 줄기세포에 삽입하는 유전자 치료 방법이 

개발되었다. 일부 저자들은 세포 내 cAMP를 증가시키는 조건하에서 

인간 줄기세포가 초기 신경세포의 형태로 그 분화가 촉진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식된 줄기세포가 신경세포로 극히 일부만 

분화하거나, 이식 받은 조직의 세포와 세포 융합, 면역 반응 등에 

따른 세포 사멸로 장기간 생존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최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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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어왔다.  

본 저자는 저온 뇌손상 모델 백서에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하면 

뇌손상 모델의 신경학적 기능이 향상되고, 신경영양인자를 함께 

이식하면 신경손상 회복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또한 아데노바이러스 이용한 유전자 기법으로 신경영양인자인 

BDNF를 중간엽 줄기세포에 도입(transfection) 한 후 저온 뇌손상 

백서에 이식하여, 신경학적 기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BDNF 유전자 도입(transfection)이 효과적인 신경영양인자 투여 

방법이며, 이식된 줄기세포가 신경세포로 분화되어 장기간 생존 

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만 이식한 군,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에 forskolin를 처리한 군,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를 도입(transfection) 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한 군으로 

나누고 이들은 저온 뇌손상 후 7일 뒤 이식하였다. 신경학적 기능 

검사는 rotarod 검사와 forepaw stepping 검사를 이용하였으며, 

면역세포형광 염색을 시행하였다. 대조군에 비하여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만 이식한 군,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에 forskolin를 처리한 군,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를 도입(transfection) 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한 군 모두 신경학적 기능이 향상되었다. 

특히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를 도입(transfection)한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군에서 신경학적 기능 회복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식 10주 후, 면역세포 형광 염색에서 이식한 중간엽 줄기세포가 

일부 신경계 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저자가 제시한 가설인 중간엽 줄기세포와 신경영양인자 

BDNF를 뇌손상 모델 백서에 이식하면 신경학적 기능이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아데노바이러스 매개체를 이용한 신경영양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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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방법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cAMP를 증가시켜 

신경 전달계를 활성화시키는 forskolin를 중간엽 줄기세포에 처리 하면, 

신경영양인자인 BDNF의 수용체 tyrosine kinase (TrkB)를 발현시켜 

신경세포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저온 뇌손상 백서에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 

신경영양인자 BDNF, 그리고 신경계 활성화 물질인 forskolin의 투여는 

이식한 중간엽 줄기세포가 신경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더욱 

촉진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와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의 

이식이 저온 뇌손상 백서의 뇌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향후 적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뇌손상 환자의 치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

핵심되는 말 :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 세포이식, 뇌손상, BDNF,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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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저온저온저온 뇌손상뇌손상뇌손상뇌손상 백서에서백서에서백서에서백서에서 아데노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매개매개매개매개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와와와와 골수골수골수골수 중중중중간엽간엽간엽간엽 줄기세포줄기세포줄기세포줄기세포 

이이이이식이식이식이식이 신경학적신경학적신경학적신경학적 기능기능기능기능 회복에회복에회복에회복에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지도교수지도교수지도교수지도교수    장장장장    진진진진    우우우우>>>>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대학원대학원대학원대학원    의학과의학과의학과의학과    

 

신신신신    준준준준    재재재재    

 

 

ⅠⅠⅠⅠ....    서론서론서론서론    

외상성 뇌 손상 (traumatic brain injury, TBI)은 운동 장애와 인지 장애 

같은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손상된 신경세포는 세

포 재생이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추 신경의 손상은 영

구적인 장애를 남기게 된다. 전통적인 외상성 뇌 손상 치료는 손상을 

일으키는 과정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서 손상 받은 부위를 제거

하거나 이차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세포 손실은 영구적인 장애를 남길 수 

밖에 없었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자들은 손상 받은 뇌세포를 성공적으로 회복시

키기 위해서 태아 배아줄기세포 (fetal embryonic stem cell) 이식이나 재

생, 골수 중간엽 세포, 신경 간엽 세포 또는 유전 공학을 이용한 세포 

이식, 줄기 세포 연구 등을 통해 치료법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 

중 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골수 조혈 모세포와 제대 혈액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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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 모세포가 있다. 골수는 조혈 줄기 세포 (hematopoietic stem cell) 

등을 이용한 광범위한 임상 활용으로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한 자원

이다. Mezey 등은 악성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을 받은 환자의 사망 후 

뇌조직 내에서 공여자의 골수로부터 유래된 신경세포의 존재를 보고

하여 신경계 질병 치료에 골수 세포를 이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

였다.1 최근에는 인체 골수에서 유래된 줄기 세포들 (adult human bone 

marrow derived cells)을 시험관 내에서 증식시킬 수 있고 신경외배엽 

(neuroectodermal lineage) 세포와 관련된 표지자를 이용하여 이를 표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다.2, 3 또한 줄기 세포를 이식한 신경

조직 내에서 신경계 세포로의 분화와 생존 여부는 이중 면역 형광 염

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일부 저자들은 인간 골수 중

간엽 세포들이 신경세포로 분화 된다고 보고 하였다.4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서 신경세포의 생존과 신경근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 glial cell 

line-derived neurotrophic factor (GDNF), neurotrophin-3 (NT-3),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s(vEGF), hepatocyte growth factor(HGF) 등과 같은 

신경 영양 인자(neurotrophic factor)가 있다.5-9 이런 신경 영양 인자 중 

BDNF는 tyrosine kinase B (Trk B) 수용체와 결합하여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pathway 같은 신호 전달 통로를 활성화 시킴으로

써 신경 분화 및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생물학적 효과를 나타낸

다.10, 11 Jakeman 등은 척수 손상 백서에서 외부에서 BDNF을 투여할 

경우 신경학적 운동 기능이 호전된다고 보고하였다.12 이는 신경 손상 

후 수초의 재생에 영향을 주고 희소돌기교세포의 아폽토시스

(apoptosis)를 지연하여 신경학적 기능을 일부 회복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2, 13 하지만, 이런 신경 영양 인자들은 생체 내 반감기가 짧아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한 양의 신경 영양 인자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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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고자들은 지속적인 신경 영양 인자의 분비를 위해 관을 삽입

한 뒤, 지속적으로 신경 영양 인자를 투여하는 펌프 장치를 사용하거

나 조직 생체 공학을 이용하여 신경 영양 인자를 농축하여 전달하는 

방법 등을 보고하였다.2, 3, 13-16 하지만 이는 염증 발생 위험이 높고 투

여 양 조절이 힘들며 혈장, 뇌-혈관 장벽 등으로 치료 용량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정제된 플라스미드 (purified plasmid)나 

양이온 지방(cationic lipid) 을 이용하거나 입자 충격 매개 유전자 

(particle bombardment-mediated gene) 등을 이용한 신경 영양 인자 전달 

등이 시도되어 왔다.13, 17-20 하지만, 이런 비바이러스 (non-viral) 방법들

은 세포독성이나 비효율적인 전달, 제한적인 표적세포 (target cell) 등

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 극복하고 신경영양인자를 효과적으로 오랜 기간 

분비하기 위해 신경 영양 유전자(gene)를 줄기 세포에 삽입하는 유전

자 요법(gene therapy)이 개발되었다.21, 22 최근 보고자들은 cAMP를 이

용하여 신경전달계를 활성화시키면 신경세포의 분화가 촉진되고 전구 

세포(progenitor cell)에서 신경돌기의 확장이 일어난다고 보고되었다.23, 

24 

중간엽 줄기세포의 일부가 신경세포로 분화한다는 보고가 있은 후, 

신경영양인자 이식이나 cAMP 투여 등이 신경세포로 분화를 촉진시킨

다고 한다. 반면, 일부 보고들은 이식된 중간엽 줄기 세포가 신경세포

로 분화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분화되고, 이식 받은 조직의 세포와 

세포 융합(cell fusion), 면역 반응(inflammatory response)에 따른 세포 사

멸로 장기간 생존하지 못한다고 한다.25, 26 

본 연구는 뇌손상 백서 모델에서 골수 중간엽 줄기 세포와, 아데노

바이러스 (adenovirus) 매개 BDNF 유전자를 도입한 골수 중간엽 줄기

세포를 뇌손상 부위에 투여한 후, 이식한 세포가 신경 세포로 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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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신경학적 기능이 호전되는지를 관찰하고 신경전달계 활성화 물질

을 이용하여 이식세포 생존 기간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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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실험동물실험동물실험동물실험동물 

 

본 실험에서는 수컷 Sprague-Dawley rats (250-280 g) 들을 저온 손상 

백서 모델로 사용하였다.  

백서들은 4개의 group으로 분류하였다 (Table 1). 

Table 1. Experimental groups 

                      Groups No. of rats 

Group A Control (cold injury) 10 

Group B 
hMSC (human Mesenchymal Stem 

Cell) 
10 

Group C hMSC + forskolin  10 

Group D 
hMSC + Ad-BDNF (Adenovirus 

vector-mediated BDNF) + forskolin 
10 

 

2. 저온저온저온저온 뇌손상뇌손상뇌손상뇌손상 동물동물동물동물 모델의모델의모델의모델의 제작제작제작제작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각 군당 10 마리의 백서들을 12시간 간격으로 light/dark schedule로 

온도 조절 가능한 청결한 곳에 살게 한 뒤 물과 식량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Ketamine (75mg/kg), Acepromazine (0.75 mg/kg), 

Rompun (4mg/kg)을 이용하여 마취를 한 뒤 백서 두부(head)를 정위 

고정기(stereotaxic frame)에 고정하였다. 두피를 절개한 뒤 원형으로 

두개 절제술을 right forelimb motor cortex (±2mm anterior & posterior from 

bregma, 3mm lateral from the midline)에 시행하였다 (Fig 1). 이때 출혈을 

막기 위하여 경막을 보전한다. 저온 손상은 액체질소(liquid nitrogen)를 

이용하여 -70℃ 에 pre-cool 시켜 이를 30초 동안 5번 경막에 노출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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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피부를 닫았다. 저온 손상이 잘 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하여 1일 후, 

손상 받은 운동 중추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동 검사를 시행하였다. 

 

 

 

 

 

 

Fig 1. Cold injured rat model  

 

3. 골수골수골수골수 중간엽중간엽중간엽중간엽 줄기줄기줄기줄기 세포의세포의세포의세포의 분리분리분리분리 및및및및 배양배양배양배양, 이식이식이식이식 세포세포세포세포 표지자표지자표지자표지자  

 

골수는 국소 마취 하에 공여자의 후장골능에서 채취하였다. 채취한 

골수 혈액 10ml를 Hanks’ balanced salt (HBS; Gibco, Invitrogen, NY, USA) 

10ml 와 희석하고 inversion 기법으로 여러 번 세척하였다. 골수 

검체의 단핵구들은 Ficoll density gradient (Ficoll-Paque, Pharmacia, CA, 

USA)에 분리하였다. 약 5 ml Ficoll는 20 ml sample 아래에 위치 하였다. 

실내 온도에서 30 분 동안 800 g으로 회전시켰다. 그 뒤 단핵구층을 

제거 하고 Hanks’ balanced salt 용액으로 두 번 세척한 뒤 이들을 

5분간 3000 rpm으로 돌린 뒤 10 % FBS (hyclone, Logan, Utah, USA)와 

1 % penicillin streptomycin (Gibco, Invitrogen, NY, USA) 함께 glucose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Gibco-BRL, Grand Island, 

NY)에 재부유 하였다. 배양기의 온도는 37℃,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5%로 유지하였다. 배양 24시간 후에 배양 접시에 부착되지 않은 

세포를 배지를 갈아 주면서 제거하였다. 부착된 세포들을 두 번 

세척한 뒤 흔들어 부착된 조혈 전구 세포들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DMEM medium에 배양하였다. 이들의 배지는 하루걸러 교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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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 % confluence로 만들었다. 세포들을 0.05 % trypsin-EDTA를 가지고 

37 ℃에서 5분간 배양하였다. 이들 세포들을 75 cm2 flask에 다시 

배양하였다. 이들을 다시 DMEM medium 에서 성장시킨 뒤 bFGF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10ng/ml, Sigma, St. Louis, MO, USA)를 

보충하였다. 부착된 골수 중간엽 줄기 세포들을 10 일째 (90 % 

confluence)에 분할하고 매 8-9 일간 이들 세포 성장과 산출량을 

측정하였다.  

 

4. 면역면역면역면역 세포세포세포세포 화학화학화학화학 염색염색염색염색  

 

배양된 세포들을 PBS(phosphate-buffered saline)에 4 % paraformaldehyde 

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4℃ 에서 1일 동안 일차 항체와 배양한다. 

분화된 세포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 면역세포염색으로 초기 

신경세포 표지자 β-tubulin (Tuj 1), 신경세포 분화 표지자 (MAP-2, 

neurofilament, Neu N)와 astrocyte 표지자인 GFAP 의 항체들로 

염색하였다. 일차 항체로 1) Monoclonal anti-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 1:200; Sigma, St. Louis, MO, USA), 2) Monoclonal mouse 

anti-neurofilament protein (NF 1:50; Dako, Denmark), 3) Monoclonal antibody 

against neuronal class III β-tubulin (Tuj 1 1:500; Covance, CA. USA), 4) 

Monoclonal anti-Map 2 clone (MAP-2 1:200; Sigma, St. Louis, MO, USA) 5) 

mouse anti-neuronal neuclei monoclonal antibody (NeuN 1:100; Chemican, 

Temecula, CA, USA)를 사용하여 37℃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일차 

항체 검출을 위하여 fluorescently labeled Cy3-conjugated IgG secondary 

antibodies (Jackson Immuno Research, West Grove, PA, USA)를 37℃에서 

30분간 배양하였다. 그 뒤 4,6-diamidino-2-phenylindole (DAPI;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이 포함된 Vecashield로 마운트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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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 신호는 현미경을 통하여 얻었고 특정 세포들은 confocal 

microscope (Zeiss, LSM 510, Stuttgart, Germany)로 확대하여 얻었다.  

 

5. 아데노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백터백터백터백터 (Adenovirus vectors) 제작제작제작제작 

 

1세대 replication-deficient recombinant adenovirus vector를 준비하였다. 

이는 바이러스 유전자중 E1 과 E3 region이 제거된 벡터로 증식불능 

바이러스이므로 안전하다. 이는 김윤희 박사 (경희대학교 이과대학)가 

제공해준 것이다.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recombinent Adenovirus)의 

제작, 생산 및 정제 농축 방법은 아래 그림에 설명하였다. 이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recombinent Adenovirus)가 mouse BDNF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이를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 

(Adenovirus mediated BDNF; Ad-BDNF)로 명명한다 (Fig 2). 

 

 

   

 

 

 

 

 

 

 

 

 

Fig 2. Production of adenovirus mediated BDNF (Ad-BD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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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에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를 감염시키기 

위해 세포 배양 시 다양한 moi (multiplicity of infection)를 설정하여 

적정량을 정하여 감염시켰다. 세포들의 적정 배양 농도 와 BDNF 

량은 5,10,20,50 moi  (moi of 5,10,20,50 particle units(pu)/cell) 에서 각각 

조사 하였다. 그 뒤 2시간 동안 37℃, 4ml DMEM에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와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를 노출시켰다. 접종(infection) 

24 시간 후, 감염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들을 PBS 에 3번 wash 하고 

배지를 DMEM supplemented with 0.05 % FBS로 바꿨다. 

BDNF는 rabbit polyclonal anti-BDNF antibody (1:500, Santa-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와 peroxidase-conjugated anti-rabbit IgG 

antibody (1:2500, Amersham)로 탐지하였다. 이를 화학발광 검사 

(chemiluminescence ; ECL Plus kit, Amersham)를 통해 얻었다. 

 

6. 골수골수골수골수 중간엽중간엽중간엽중간엽 줄기줄기줄기줄기 세포에세포에세포에세포에 forskolin 처리처리처리처리 

 

세포 내 (intracellular) cAMP를 증가시키는 활성화 물질인 forskolin를 

처리 하였을 때 골수 중간엽 줄기 세포가 신경세포로 분화 

촉진되는가, BDNF 수용체인 tyrosine kinase (Trk B)의 발현이 

증가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rk B (H-181;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CA, USA (sc-8316 1:50))를 1차 항체로 이용하여 면역세포 염색을 

하였다. 또한 forskolin 처리 시간을 4시간, 12시간, 24시간, 48시간으로 

달리 하여 신경표지인자로 면역세포화학 염색을 하였다. 

 

7. 골수골수골수골수 중간엽중간엽중간엽중간엽 줄기줄기줄기줄기 세포와세포와세포와세포와 forskolin 처리된처리된처리된처리된 골수골수골수골수 중간엽중간엽중간엽중간엽 줄기줄기줄기줄기 세포세포세포세포, 

아데노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매개매개매개매개 BDNF 도입한도입한도입한도입한 골수골수골수골수 중간엽중간엽중간엽중간엽 줄기줄기줄기줄기 세포세포세포세포 이식이식이식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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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에 저온 손상 주고 7일 뒤, 세포들을 이식하였다. 저온 손상 

백서에 이식하기 48시간 전에 골수 중간엽 줄기 세포를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에 감염시켰고 24시간 전에 DiI labeling과 

forskolin 도 각각 이식하였다. 세포들을 0.05 % trypsin-EDTA를 이용 

하여 5분 동안 37 ℃에서 트립신 처리하였다. 분해된 세포들을 PBS 

(phosphate-buffered saline)에 재부양 시켰다. 백서를 마취한 후 이미 

저온 손상을 입은 부위를 조심스럽게 노출한 후 네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Group A는 Dulbecco’s Modification of Eagle’s Medium 

(DMEM; GIBCO BRL) 배지 3 ul씩 저온손상 인접 부위에 Hamilton 

syringe 를 이용하여 투여한 후 재봉합 하였다. Group B는 골수 중간엽 

줄기 세포 5X104/ul이 되도록 농도를 계산하고, 이를 저온 손상 (cold 

lesion) 인접 부위 (AP;±1mm, ML;1.1mm, DV;2.0mm) 2곳에 3ul씩 

Hamilton syringe 를 이용하여 투여한 뒤 재봉합 하였다. Group C는 

골수 중간엽 줄기 세포와 forskolin를 저온 손상 (cold lesion) 인접 

부위에 투여하였다. Group D은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 (Adenovirus 

vector-mediated BDNF) 유전자를 도입(transfection) 시킨 골수 중간엽 

줄기 세포를 저온 손상 인접 부위에 3ul씩 Hamilton syringe 를 

이용하여 투여한 뒤 재 봉합하였다. 골수 중간엽 줄기 세포 이식 시 

면역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투여 24 시간 전부터 희생시킬 

때까지 매일 cyclosporine A (10mg/kg, i.p. Chong Kun Dang. Pharm., Seoul, 

Korea)를 주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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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mental groups of transplantion 

Groups 

Group A 

Dulbecco’s Modification of Eagle’s Medium (DMEM; GIBCO 

BRL)배지 3ul씩 저온손상 인접 부위 (AP;±1mm, 

ML;1.1mm, DV;2.0mm) 2곳에 투여한 군 

Group B 

골수 중간엽 줄기 세포 (5X104cells/ul)를 저온 손상 (cold 

lesion) 인접 부위 (AP;±1mm, ML;1.1mm, DV;2.0mm) 2곳

에 3ul씩 투여한 군 

Group C 
골수 중간엽 줄기 세포 (5X104cells/ul)와 forskolin를 저온 

손상 인접 부위에 3ul씩 투여한 군 

Group D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 (Adenovirus vector-mediated 

BDNF)를 감염시킨 골수 중간엽 줄기 세포 

(5X104cells/ul)을 저온 손상 인접 부위에 3ul씩 투여한 군 

 

8. 행동행동행동행동 검사검사검사검사(behavioral testing)  

 

행동 변화를 알기 위하여 4군 모두를 model 만들기 바로 전날과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 투여한 뒤 2, 4, 6, 8, 10 주에 조사하였다. 행동 

검사는 Forepaw stepping test 와 Rotarod test를 이용하여 검사하였다.  

 

가가가가. Forepaw stepping test 

 

90cm/12sec 속도로 움직이는 treadmill를 이용하여 백서의 뒷다리를 

들고 앞발로만 체중을 지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백서의 앞발 중 

하나를 잡아 백서가 한쪽 앞발로만 보행하도록 하여 그 횟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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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Rotarod test 

 

백서를 회전하는 원통 위에 달리게 하여 떨어지지 않고 머무는 

시간(초)을 측정하였다. 저온 뇌손상을 주기 전 stable baseline를 

확보하기 위해 2일 동안 8 rpm 속도에서 최소 60초 동안 원통 위를 

달리는 훈련하여 이를 학습시켰다. 회전 속도는 4 rpm부터 16 rpm까지 

30초에 걸쳐 가속하였고 백서가 떨어지지 않고 머무는 시간(초)을 

측정하였다. 

 

9. 이식조직의이식조직의이식조직의이식조직의 면역조직화학면역조직화학면역조직화학면역조직화학 검사검사검사검사(Immunohistochemical assessment of 

transplanted hMSCs and hMSC-Ad-BDNF) 

 

10주 후, 행동 검사가 끝난 실험 동물을 25 % urethane (Sigma, St. 

Louis, MO, USA)로 마취 시켜 실험 동물을 희생시킨 뒤 생리 식염수 

및 4% paraformaldehyde를 심장을 통해 관류 시켰다. 그 뒤 뇌조직을 

적출하여 조직을 고정하였다. 조직들을 30 % sucrose PBS에 옮기고 

4℃에서 48 시간 동안 담갔다. 이를 -20℃ O.C.T. compound (optimal 

cutting temperature gel compound; Tissue-Tek, Sakura Finetk, Torrance, CA, 

USA)로 동결시킨 후, 마이크로톰(microtome)을 이용하여 20 μm 

두께로 절단하였다. DiI의 이중형광염색을 위해서, 녹색을 띄는 2차 

항체(FITC; fluroescein isothiocynate, goat anti-rabbit IgG-FITC 1:200; Santa 

Cruz Biotechnology, INC.,CA, USA)로 다른 세포 특이 표지자를 

염색하였다. 표지 면역 형광 검사법을 위한 항체로 FITC (fluroescein 

isothiocynate, goat anti-rabbit IgG-FITC 1:200; Santa Cruz Biotechnology, 

INC.,CA, USA), monoclonal anti-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 1:200; 

Sigma, St. Louis, MO, USA), mouse anti-neuronal nuclei monoclonal anti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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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N, 1:100; Chemicon, Temecula, CA, USA), monoclonal antibody against 

neuronal class III β-tubulin (Tuj1, 1:500; Covance, CA, USA), monoclonal 

anti-MAP 2 clone (MAP2 1:200; Sigma, St. Louis, MO, USA), monoclonal 

mouse anti-neurofilament protein (NF, 1:50; Dako, Denmark)를 사용하였다. 

일차 항체 검출을 위하여, 2시간 실온에서 fluorescently-labeled 

CY3-conjugated IgG secondary antibody (Jackson Immunoresearch Lab)를 

시행하였고 형광 신호는 confocal microscope (Zeiss, LSM 510, Stuttgart, 

Germany)를 통하여 얻었다. 

 

10. 통계통계통계통계 처리처리처리처리  

 

SPSS version 9.0 statistical software (SPSS Inc., Chicago, IL, USA)로 

통계학적 분석을 하였다. 또한 각군 간의 분석은 ANOVA를 이용하여, 

이들 group간의 유의한 차이는 Kruskal-Wallis one-way ANOVA 와 

Mann-Whitney U-test를 이용하여 얻었다. p < 0.05 이하 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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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결과결과결과결과    

 

1. 골수골수골수골수 중간엽중간엽중간엽중간엽 줄기줄기줄기줄기 세포의세포의세포의세포의 배양배양배양배양, 면역염색면역염색면역염색면역염색 결과결과결과결과 (In vitro)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는 37℃, 5% CO2 의 조건하에서 계대 

배양(phase 4) 하였다. 시험관 내(in vitro)에서, 배양된 중간엽 

줄기세포를 4% paraformaldehyde 고정액으로 고정을 하였고, 이를 초기 

신경세포 표지자 β-tubulin (Tuj 1), 신경세포 분화 표지자 (MAP-2, 

neurofilament, Neu N), 그리고 astrocyte 표지자인 GFAP 의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세포화학염색을 하였다. Red images는 DiI stain을 한 

것이며 Blue images는 세포핵(cell nuclei)을 DAPI로 염색한 것이다. 

이를 병합(merged) 하였다. GFAP는 40.2%, MAP-2 36.5%, NeuN 45.9%, 

Neurofilament 4.61%, Tuj1 57.8%의 positive cell를 얻었다. Neurofilament를 

제외한 신경표지인자 항체에서 40% 정도의 신경세포 표지자를 

확인하였다 (Fig 3).  

 

2. 아데노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매개매개매개매개 BDNF 삽입삽입삽입삽입 골수골수골수골수 중간엽중간엽중간엽중간엽 줄기줄기줄기줄기 세포세포세포세포 염색염색염색염색 

결과결과결과결과 (Adenovirus mediated BDNF-hMSCs) (In vitro) 

 

시험관 내(in vitro)에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에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 (Adenovirus-mediated BDNF)를 2시간, 20 moi로 감염 

(infection) 하였을 때 가장 생존이 좋은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생체 내(in vivo)에서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를 중간엽 줄기세포에 

감염시키고 24시간 동안 Dil labeling 후, 세포들이 잘 이식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2주 후 백서를 희생시켜 20 µm 의 두께로 조직을 잘라 

형광현미경 하에서 이식 상태가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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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munocytochemical expressed confocal images of hMSCs (In vitro) 

Positive cells were immunoreactive for neural specific markers (GFAP, MAP, NeuN, NF, Tuj1).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hMSCs had abilities to successfully differentiate into neural cells in vi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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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denovirus-mediated BDNF hMSCs  

The hMSCs was transfected with adenovirus-BDNF at moi of 10, 20, and 50 pu/cell. Number of hMSCs 

increased significantly at moi of 20 pu/cell.  

 

3. Forskolin과과과과 골수골수골수골수 중간엽중간엽중간엽중간엽 줄기세포줄기세포줄기세포줄기세포 면역조직화학면역조직화학면역조직화학면역조직화학 염색결과염색결과염색결과염색결과 (In vitro) 

(Immunocytochemical assessment of forskolin-treated hMSCs) 

 

시험관 내(in vitro)에서 골수 중간엽 줄기 세포에 세포 내 

(intracellular) cAMP를 증가시키는 활성화 물질인 forskolin 처리 시간을 

달리 하여, BDNF 수용체인 tyrosine kinase (Trk B) 발현이 촉진 되는가, 

그 결과로 신경세포 분화가 향상되는가를 알기 위해 Trk B를 1차 

항체로 이용하여 면역염색을 하였다.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에 

forskolin을 하였더니, 신경돌기와 유사한 돌기가 생성되었고, 세포 

모양도 양극 (bipolar), 다극 (multipolar)으로 신경세포처럼 수상 돌기가 

길게 성장하였다 (Fig 5). Forskolin 처리 시간을 달리 한 뒤 면역세포 

염색을 한 결과, forskolin을 처리하지 않은 군은 0%, forskolin을 4시간 

처리군는 Trk B의 발현이 6%, 12시간 처리군는 18%, 24시간 처리군는 

20%, 48시간 처리군는 15%로, 24시간 처리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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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mmunocytochemical stain of Trk B receptor of forskolin-treated hMSCs 

Induction of neuronal morphology was occurred in hMSCs by forskolin in vitro. Especially, neuronal 

morphology was better in 24 hours forskolin-treated hMSCs than other groups. 

 

 

 

 

 

 

 

 

 

 

 

 

 

 

 

Fig 6. Immunocytochemical findings of forskolin-treated hMSCs 

Untreated hMSCs on left side and 24 hours forskolin-treated hMSCs on right side. The forskolin-treated 

hMSCs differentiated neuron-like cells in vi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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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내(in vitro)에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에 24시간 forskolin 

처리한 후, 신경세포 표지인자로 면역 염색을 하였다. 같은 조건에서 

배양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hMSC)에서 NeuN로 세포면역염색을 

하였을 때 11.6%의 positive cell이 나왔으나, forskolin을 24시간 

처리하면 33.3% NeuN positive cell 발현되었다. Nestin로 염색하였을 

때는 12.6%에서 20%로 positive cell이 증가하였다. Neurofilament로 염색 

시, 16.1%에서 33.3%로 positive cell이 증가되었다 (Fig 6). 시험관 내(in 

vitro)에서 forskolin을 골수 중간엽 줄기 세포에 처리하면 BDNF 

수용체인 tyrosine kinase (Trk B)의 발현을 증가시켜 신경세포로 분화가 

촉진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4. 행동검사결과행동검사결과행동검사결과행동검사결과 (Behavior test)  

 

Forepaw stepping test에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만 이식한 군과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에 forskolin를 처리한 군,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를 도입(transfection)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한 군 

모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stepping의 수가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7) (P<0.05). 다른 실험군에 비하여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를 도입한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한 군에서 

stepping 의 횟수가 가장 증가되었는데, 특히 6주에서 8주로 

넘어가면서 stepping 횟수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7)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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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orepaw stepping test of each group 

The transplanted groups (hMSCs, hMSCs+Fsk(forskolin-treated hMSCs), and 

hMSCs+BDNF+Fsk(Adenovirus BDNF transfected hMSC and forskolin-treated)) were more improved 

forepaw stepping test rather than the sham group since 2 weeks after transplantation. Particularly, the 

hMSCs+BDNF+Fsk group was markedly improved among other groups at 10 weeks after transplantation.  

 

 

 

 

 

 

 

 

 

 

 

Fig 8. Rotarod test of each group 

The transplanted groups (hMSCs, hMSCs+Fsk, and hMSCs+BDNF+Fsk) were more improved rotarod test 

rather than the sham group since 2 weeks after transplantation. Particularly, the hMSCs+BDNF+Fsk group 

was markedly improved among other groups at 10 weeks after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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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뇌손상 군에 비하여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만 이식한 군,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에 forskolin을 처리한 군,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를 도입(transfection)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한 군 

모두에서 rotarod test 이용한 행동 검사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ig 8) (P<0.05). 특히,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를 

도입(transfection)시킨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한 군 중에서 

주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장 큰 신경학적 호전을 보였다 (Fig 8) 

(P<0.05).   

 

5. 아데노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매개매개매개매개 BDNF 삽입된삽입된삽입된삽입된 골수골수골수골수 중간엽중간엽중간엽중간엽 줄기줄기줄기줄기 세포를세포를세포를세포를 

이식한이식한이식한이식한 조직의조직의조직의조직의 면역조직화학면역조직화학면역조직화학면역조직화학 염색염색염색염색 결과결과결과결과 (Immunohistochemical 

assessment of transplanted hMSC-Ad-BDNF) (In vivo) 

 

저온 뇌손상 후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NDF 도입한 중간엽 

줄기세포를 투여한 후 10 주가 지난 뒤, 이식된 중간엽 줄기세포의 

생존 여부를 알기 위해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였다. 

 Red image는 화학 용액(chemical solution)인 DiI으로 염색된 것으로, 

이식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transplanted MSCs)를 나타내며 green 

image는 자체 뇌세포(intrinsic brain cell)를 나타내는 세포 특이 

표지자이다. Blue image는 DAPI 염색된 것으로 세포핵(cell nuclei)를 

나타낸다. 이를 병합(merged) 시키면 밝은 노란색(whitish yellow)으로 

보이며, 이는 이식한 중간엽 줄기세포가 자체 신경계 세포로 분화된 

것을 나타낸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에서, 초기 신경세포 표지자 

β-tubulin (Tuj 1) 나 미성숙 신경세포 표지자 MAP-2 면역 염색에서는 

양성 세포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NeuN, neurofilament, nestin, 

그리고 astrocyte 표지자인 GFAP 의 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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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에서 이식된 중간엽 줄기세포가 뇌조직의 신경세포로 분화된 

양성 세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9). 이는 이식된 중간엽 

줄기세포가 10 주가 지나도 신경계 세포로 분화, 생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뇌손상 10 주 후,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를 

도입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하면, 이식된 중간엽 줄기세포가 

특정 종류의 신경계 세포들로 분화하고 이로 인하여 뇌손상 백서의 

신경학적 기능을 크게 회복 시킬 수 있었다 (Fig 7)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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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mmunohistochemical findings for neuronal markers  

Fewer positive cells were detected in rat administered Ad-BDNF-hMSCs and forskolin. GFAP-positive, 

Nestin-positive, NeuN-positive, and NF-positive hMSCs were detected in the surroundings of injection site. 

But, Tuj-1 and MAP-2 positive hMSCs were not vi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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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고찰고찰고찰고찰 

성체 중간엽 줄기세포(adult MSCs)는 섬유모세포, 지방세포, 골세포, 

포식세포, 내피세포 등의 전구세포(progenitor), 성숙세포(mature cell), 

줄기세포(stem cell)들이 비균질(heterogeneous)로 모여있는 집단이다.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배양했을 때 다기능 간세포(pluripotent stem 

cell) 또는 다능성 성체 전구세포(multipotent adult progenitor cell; 

MAPC)들은 전체 간질세포의 1 %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27-30 이렇게 

적은 비율의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신경세포, 아교세포 등으로 

분화 가능하다고 한다.27, 31 Chen 등은 뇌손상 백서에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주입한 뒤 신경학적 결손이 호전된다고 보고 하였다.32 

다른 보고자들도 뇌허혈 모델 백서에 인간 줄기세포들을 주입하면 

신경학적 손상이 호전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4, 6, 33 이와 같이, 여러 

저자들에 의해 인간 줄기세포를 국소적으로나 동맥 내(intra-arterial), 

정맥 내(intravenous) 투여하여 신경학적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6, 33, 34  

본 연구는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뇌손상 백서 모델에 

이식하였으며, 신경손상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BDNF를 

아데노바이러스 매개체를 이용하여 함께 투여함으로써 BDNF의 

효과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이식한 줄기세포가 신경계 세포로 

분화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중 면역조직형광 염색에서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 도입(transfection)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한 경우 손상된 신경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신경전달계 활성 물질인 forskolin를 함께 

투여함으로써 신경계 세포로 분화, 증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는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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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F(nerve growth factor),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s), 

HGF(hepatocyte growth factor) 등과 같은 신경영양인자를 분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6, 8, 9 이식한 줄기세포에서 위와 같은 

신경영양인자들이 분비되어 뇌허혈 손상, 외상성 뇌손상 부위의 

크기를 줄이고 신경학적 기능을 회복시킨다고 한다.  

신경영양인자들 중 BDNF는 신경세포의 성장 및 분화,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tyrosine kinase B (Trk B) 수용체와 

결합하여 MAPK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pathway 같은 신호 

전달 통로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생물학적 효과를 나타낸다.10, 11 일부 

저자들은 국소 뇌허혈 백서에서 BDNF를 뇌실내 주입(intraventricular), 

뇌실질내(intracerebral) 투여하거나 또는 동맥내(intra-arterial), 

정맥내(intravenous)로 BDNF를 주입하여 뇌허혈 손상 부위를 줄이고 

기능 향상을 보고하였다.10, 17, 18, 35, 36 하지만 동맥내 주입은 색전증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며, 정맥내 주입은 손쉽게 이식세포를 투여 할 

수 있고 덜 침습적이지만, 많은 양의 이식세포들이 필요하다. Chen 

등은 정맥 내로 이식세포를 주입하면 약 1 %의 세포 정도만 도달하여 

생존한다고 보고하였다.32 즉, 색전증 위험성이 있는 동맥내 이식 

방법이나, 이식율이 적어 많은 양의 이식세포가 필요한 정맥내 이식 

방법보다는 뇌실질 직접 이식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료 펩타이드(peptide)나 신경영양인자들은 뇌혈관 

장벽 (BBB; blood brain barrier)를 통과 할 수 없으며 생체 내 반감기가 

짧아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양을 유지하기가 어렵다.35, 37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경영양인자 유전자(gene)를 줄기세포에 삽입하여 

내인 신경발생(endogenous neurogenesis)를 향상 시키는 방법인 

바이러스 유전자 이식 기법(viral gene transfer technique)이 연구 

되었다.19, 21, 22, 38 이들 매개체(vector)로 헤르페스바이러스(herpes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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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 플라스미드(plasmid),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등이 있다. 헤르페스바이러스(herpes virus)는 36 kb까지 비교적 큰 

유전자도 전달 가능하나, 신경세포 사멸(neuronal death) 같은 세포 

변성을 일으킨다.39-42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는 뇌신경계로 유전자 

전달 가능하며 유전자 발현 효율도 18-65 %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신경세포와 같은 non-dividing cells은 전달할 수 없고 

돌연변이(mutagenesis), 종양형성(tumorigenesis) 위험성이 보고되었다.39-44 

프라스미드(plasmid)는 뇌신경, 근육 세포 등으로 유전자 전달은 

가능하나, 유전자 발현이 1 %로 낮다.39-42, 45, 46 이에 반하여 아데노바이러스 

(adenovirus)는 헤르페스바이러스(herpes virus)를 매개체로 이용하였을 

때 보다 유전자 발현이 느리지만, 유전자 발현이 20 % 정도로 높게 

보고되며 발현 기간도 최소 2주 이상 오래 지속 가능하다.47, 48 

본 실험 결과를 보면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단독으로 투여한 

군에 비해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여 BDNF를 삽입한 줄기세포 

이식군에서 뇌손상 백서의 신경학적 운동기능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회복되었다. 이는 줄기세포와 신경영양인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뇌손상 백서의 운동기능이 회복된 것이기도 하지만,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신경영양인자 전달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알았다. 

Deng 등은 세포내 cAMP를 증가시키는 조건하에서 인간 

줄기세포가 초기 신경세포의 형태로 분화가 촉진된다고 보고하였다.23 

Kim 등은 중간엽 줄기 세포에 adenylate cyclase를 활성화시켜 

세포내(intracellular) cAMP를 증가시키는 물질인 forskolin 처리할 경우 

신경세포의 형태와 그 특이적 표지자인 neurofilament-200의 발현이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24 본 연구 결과, 시험관 내(in vitro)에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에 forskolin를 처리하면 BDNF 수용체인 Trk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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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이 증가 되었고, 특이 신경표지자로 면역세포염색 하였을 때 

신경계 세포로 분화가 촉진되었다. 또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단독으로 이식한 군에 비하여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에 forskolin 

처리한 군에서 stepping 횟수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rotarod test 이용한 

행동 검사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forskolin을 

처리하면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의 신경영양인자 수용체(Trk B)의 

발현이 증가되어 신경학적 기능이 호전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Ji 등도 

본 저자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49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식된 줄기세포가 신경세포로 분화하지 않고, 

이식 받은 조직의 세포와 세포 융합(cell fusion)이나 면역 반응에 의해 

이식편의 용량이 줄고, 세포 사멸까지 이르게 되어 오랜 기간 

생존하지 못한다고 한다.25, 26, 50 Mahmood 등은 골수 줄기세포 이식 후 

1개월에 아교세포나 신경세포로 분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줄기세포의 

수는 약 6-13 %로 낮다고 하며 3개월 이후에는 인간 골수 줄기세포가 

아교세포나 신경세포로의 분화를 볼 수 없었다고 한다.51 하지만, 본 

연구 결과, 10주 뒤 특이 신경표지자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염색 에서 

이식한 줄기세포의 일부에서 면역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는 다른 

보고와 달리, 장기간 이식 세포 생존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보고자들은 뇌허혈, 뇌손상 모델에서 신경학적 기능 회복은 

이식된 줄기세포가 손상된 신경세포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식된 

줄기세포에서 신경영양인자를 분비하거나 이를 유도하여 내인성 

신경복원 기능(intrinsic neurorestorative function)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6-8 

Nomura 등과 Kurozumi 등은 인간 골수 줄기세포(hMSCs)와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adenovirus BDNF)를 함께 이식하여 백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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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허혈 손상을 준 뒤, 7일과 15일 후 손상 부위의 크기 감소와 

신경학적 기능 회복을 보고하였다.52, 53 현재까지 보고된 대부분의 

줄기세포 이식에 대한 연구들은 이식 후 결과 기간이 2-4 주로 짧아, 

후기 이식편 거부반응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고 이식편의 

경과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되지 않았다.51, 54 

본 연구의 이식 후 10주까지 결과를 보면 저온 손상 군에 비하여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한 군이 운동기능이 개선되었으며,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에 forskolin을 처리한 군에 비하여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 삽입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한 군에서 

운동기능이 향상 되었다. 이는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 시, 여러 

신경영양인자들이 함께 투여 되었거나 이식 후 골수 줄기세포에서 

분비되어 신경학적 호전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forskolin을 처리하면 신경영양인자(BDNF) 수용체(Trk B)의 수가 

증가되고,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가 삽입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신경영양인자(BDNF)가 분비되어 자신의 신경세포 

분화에 직접 작용하고, 증가된 BDNF의 수용체 Trk B를 통해 인접한 

신경세포들에도 작용한다. 즉, BDNF가 자가분비 기전(autocrine 

mechanism)를 통해 자신의 신경에 작용하고, 분비된 BDNF가 주변 

분비 기전(paracrine mechanism)를 활성화하여 숙주 운동신경세포의 

손상이 호전되었고 이식한 골수 중간엽 줄기세로의 신경계 세포로의 

분화가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저자들은 신경영양인자로부터 유도된 골수 줄기세포에서 

보이는 여러 신경세포 표지자들은 성숙한 신경세포의 정상 분포와 

아주 다르다고 한다.26, 55 Lu 등은 골수에서 유래된 일부 줄기세포들이 

신경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저자들이 

보고한 것과 같이 2-3주 내에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가 신경세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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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이상하며, 순수한 신경세포로 

분화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신경세포 모양과 유전자 표현뿐만 

아니라, 신경세포의 전기생리학적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26  

본 연구에서는 저온 손상 백서의 10주까지 신경학적 기능 회복과 

면역조직화학 염색의 결과를 보았으나, 향후 그 기간을 더 늘려 

이식된 골수 줄기세포의 생존 및 분화, 신경학적 기능이 더 

호전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군과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에 forskolin 처리한 

군, 아데노바이러스 매개 BDNF 삽입시킨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군에서 신경영양인자인 BDNF의 발현 정도를 Western blots, ELISA 

등과 같은 정량적인 검사와 전기생리학검사 등과 같은 생물학적 

검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를 이용한 신경영양인자 

유전자의 전달은 다른 이식 방법 보다 여러 배나 긴 시간 동안 전달 

할 수 있었으며 향후 이를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조심스런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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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결론결론결론결론 
 

신경전달계 활성 물질인 forskolin과 아데노바이러스 이용한 신경 

영양 인자 BDNF 유전자를 도입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은 

뇌손상 백서의 신경학적 기능을 회복시켰다. BDNF가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의 신경계 세포 분화와 신경학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를 매개로 한 신경 영양 인자 도입은 

장기간 (10주) 지속적으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 기능을 활성화 

시켰다. 또한 신경전달계 활성 물질인 forskolin를 함께 투여함으로써 

신경 세포 분화를 증진 시킬 수 있었다. 즉, 골수 중간엽 줄기 세포는 

뇌 손상을 줄이는데 효과 있었으며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신경 

영양 인자 도입이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의 신경 세포 분화 능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적인 줄기세포 이식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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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mesenchymal stem cells (hMSCs) are multipotent and they can 

differentiate into osteocytes, chondrocytes, tenocytes, adipocytes, and smooth 

muscle cells. Human MSC could also differentiate into neuronal cell types.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transplantation of MSC into local ischemic regions of 

the rat brain with experimentally induced stroke, reduced the functional deficits 

of them. Human MSC shows the reduction of the functional deficits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in rats. Both local, intra-arterial injection, and systemic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MSC promoted functional improvement in these 

animals. MSCs also have the ability to secrete and induce the expression of 

growth factors in parenchymal cells. Neurotrophic factors such as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 neurotrophin-3 (NT-3), glial cell line-derived 

neurotrophic factor (GDNF), nerve growth factor (N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s (vEGF), and hepatocyte growth factor (HGF) were all reported 

to be produced by MSC. BDNF among these neurotrophic factors significantly 

promotes the survival and differentiation of neuronal tissue by acting on 

receptor kinases (tyrosine kinase; Trk B).  

 

Strategies are currently being developed for introducing growth factor 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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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MSC. Some authors reported that the human MSCs may have been 

differentiated into early progenitors of neural cells under conditions that 

increase the intracellular level of cAMP. Recent studies showed that MSCs 

transplanted to the brain are rejected by an inflammatory response. Also some 

researchers reported that the graft volume had retracted and could not survive 

for long time.  

We hypothesized that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contributes to 

the maintenance of the therapeutic benefits of mesenchymal stem cells, and we 

examined the efficacy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transfected with a 

adenovirus vector containing a BDNF gene. We investigated whether 

transplanted human MSCs could survive for long time. 

Human MSCs, forskolin(chemicals of elevation of intracellular aAMP)-treated 

hMSCs, and adenovirus-mediated BDNF-hMSCs (Ad-BDNF-hMSCs) were 

transplanted into the rats 7 days after giving cold injured trauma to them. 

Functional outcome was assessed with the rotarod test and forepaw stepping test, 

and the brain sections were stained by immunohistocytochemistry until 10 

weeks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Compared with the control sham group, Both hMSCs and Ad-BDNF-hMSCs 

elicited functional improvement, and the most effective cases was in the 

adenovirus-mediated BDNF-hMSCs (Ad-BDNF-hMSCs) group. 

Neuron-like morphology was shown by immunohistocytochemical staining 

in some cells of transplanted hMSCs at 10 weeks. These data support our 

hypothesis that BDNF contributes to neuroprotection in cerebral trauma rat 

model and cellular delivery of BDNF can be achieved by adenovirus vector. 

Thus, our results revealed BDNF plays a key role in the process of acquisition 

of neural differentiation in response to increase Trk B receptors through 

elevation of cAMP. Transplanted hMSCs regeneration can be enhanced by all 

combination of BDNF, human MSCs, and forskolin for 10 weeks.  

In conclusion, we identified that adenovirus vector-mediated BDNF and hM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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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lantation partially promoted the neuron regeneration in rat with cold 

injured trauma. Although we need a further study to establish the optimal 

conditions for functional recovery, our study can serve a stepping-stone for the 

treatment of brain injury. 

----------------------------------------------- 

Key Words : human mesenchymal stem cell, traumatic brain injury, adenovirus,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cAMP,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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