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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백서 척수 손상 모델에서  

인간 골수 간엽 줄기 세포 이식 후 발현되는 Cytokine의 특성 

 

 

척수신경은 일단 손상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척수신경손상에 대한 연구는 축삭성장을 

증진시키고 신경퇴행(degeneration)을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여러 실험적 척수 손상 동물 모델에서 골수간엽줄기세포 

이식이 손상된 척수신경의 기능을 회복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인간 골수 간엽 줄기 세포를 척수손상 백서 생체 내에 이식하여, 생체 

내에서 신경성장인자를 검출하고 이 신경성장인자가 신경학적 호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사람 골수에서 간엽줄기세포를 분리 및 

배양하고, 실험군인 중등도 척수손상 백서에게 손상 7 일 후 이식하였고 

대조군은 같은 양의 배양액(PBS)을 손상 부위에 주입했다. 행동검사는 BBB 

(Basso, Bresmahn, and Beattie) locomotor rating scale 을 사용하여 주 

일회 실시하며 8 주까지 실시하였다. 조직학적 검사는 이식 후 24 시간, 

2 일, 3 일, 7 일에 이식 부위의 척수 절편을 신경 성장인자에 대한 항체를 

이용하여 이중 면역 염색을 시행하여 이식된 척수 조직 내에서 이들 

성장인자(VEGF, IL-6, GM-CSF)의 발현이 증가되는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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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기능 회복과 신경 조직 보호율의 비교에서 이식군이 대조군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였다. Cytokine 의 발현 유무와 발현 양상은  GM-CSF 는 

세포 이식군에서 24 시간에서  1 주까지 세포 이식부위에서 양성 세포가 

관찰되었고, VEGF 는 세포 이식 72 시간 군에서 가장 현저한  발현 양상을 

보였으며 일부 세포에서는 이식 세포와 co-localization 되었다. IL-6 는 

이식군에서 7 일째 가장 현저한 발현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로서 골수 

간엽 줄기 세포 이식 후에 보이는 신경학적 호전이 단순히 신경세포로의 

분화뿐만이 아니라 골수 간엽 줄기 세포 이식후에 발현된 신경성장인자가 

신경학적 재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생체 내 실험을 통해 

밝혔다. 

 

 

 

 

 

 

 

 

 

핵심되는 말: 백서, 이식, 인간 골수 간엽 줄기 세포, 척수손상, Cytok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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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척수 손상 모델에서  

인간 골수 간엽 줄기 세포 이식 후 분비되는 Cytokine의 특성  

 

<지도교수 윤도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성 

 

 

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척수신경은 일단 손상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므로 대부분의 척수신경손상에 대한 연구는 축삭성장을 증진시키고 신

경퇴행(degeneration)을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근 세포 

이식은 척수 손상을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상

적으로, 세포이식에 사용될 세포는 쉽게 얻을 수 있고, 배양과 저장이 용

이하며 이식된 환경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생존 가능하며 주위 조직과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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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손상된 축삭 재생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골수 간엽 줄기 세포

는 조혈줄기세포(hematopoietic stem cell)와는 다른 결체조직 전구세포이

며 최근 연구는 골수 간엽 줄기 세포가 전통적인 배엽 구분의 경계를 넘어 

심장세포, 간세포, 신경세포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화하는 표현 유연성을 

보고하고 있다.1 이는 transdifferentiation,2 지속적인 줄기세포의 잔존, 

세포 융합, 배양의 오류 등으로 설명되어 지고 있지만3 아직 정설이 확립

되어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분화의 다양성, 분리와 배양의 용이함, 임상

적용의 잠재성 때문에 여러 가지 세포 이식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져 왔다. 

뇌경색 또는 외상성 뇌손상 등과 같은 중추신경 손상에서 골수 간엽 줄기 

세포를 이식한 후 회복에 호전을 보였고,4 척수손상 동물 실험에서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이식이 재수초화를 촉진시키고5 부분적으로나마 기능에 

호전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다.4 지금까지의 실험들이 골수 간엽 줄기 세포

가 신경세포의 특성을 가지는 세포로의 분화가 in vitro6와 in vivo1 에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와 같은 분화가 신경손상 동물 모델에서 기

능회복에 관여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최근 골수 간엽 줄기 세포가 많은 

chemokine과 cytokine뿐만 아니라 신경성장인자(neurotrophic factor)를 

생성한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7 Kinnaird등8은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분비 인자가 허혈에 따른 신경손상 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전이라 

밝힌바 있으며, 최근의 연구에서 골수 간엽 줄기 세포가 이뇨 및 혈관 확

장 효과가 실험적으로 증명된 brain natriuretic peptide (BNP)를 분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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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확인되어 생체 내에서는 부종을 경감 시키고 관류를 증가 시킴으

로써 신경학적 호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설을 내세웠다.9 Chen등은 골수 

간엽 줄기 세포가 손상된 뇌조직 환경에서 특정 성장인자(예를 들어 BDNF, 

NGF, VEGF)들을 분비한다는 것을 보고하였고,10 Zhong등은11 신경세포괴사 

실험 모델에서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신경 보호작용이 세포에서 분비되는 

확산성 인자에 의해 매개된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 봐서 

골수 간엽세포는 신경성장인자를 분비하여 손상된 신경세포의 축삭 재생과 

보호에 필요한 환경을 만든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겠다. 

최근의 연구는 Lu 등12이 mouse clone C17.2를 이용하여 Neurotrophin 

(NT-3)를 분비하도록 유전학적 변형을 준 신경줄기 세포를 이식한 후 

nerve growth factor (NG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 

glial cell line derived neurotrophic factor 등이 분비 되었음을 확인하

였고, 이에 상응하는 조직학적, 신경학적 호전을 보고하였으나 신경줄기세

포는 임상적 이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골수 

간엽 줄기 세포가 가지는 실험과 임상적용의 유용함 때문에 본 연구는 골

수 간엽 줄기 세포를 이식한 경우로만 국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서는 Birgit등13이 실험적으로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이식후에 다

양한 신경성장인자 분비 성향에 따른 신경 재생을 살펴 보았고, 또한 분비 

성향이 다른 줄기세포를 생체에 이식함으로써 신경기능의 호전이 다름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생체 내 실험으로 골수 간엽 줄기 세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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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된 신경손상모델에서 분비되는 신경성장인자의 종류와 분비 양상, 그리

고 이와 상관하는 조직학적, 신경학적 호전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이식을 생체 내에 시행하며 생체 내에서 신

경성장인자를 검출하고 이 신경성장인자가 신경학적 호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출 할 신경성장인자는 VEGF, GM-CSF, 

IL-6 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척수 신경 손상 쥐 모델에서 손상된 부위에 골수 간엽 줄기 세포를 이식

한 후, 이식된 줄기 세포에서 분비하는 신경성장인자의 종류와 분비 양상

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신경보호기능과 축삭 재생능력을 조직학적으로 

측정하며, 줄기세포가 이식된 실험군에서 신경학적 호전 정도를 파악함으

로써 골수 간엽 줄기 세포 이식 후에 보이는 신경학적 호전이 단순히 신경

세포로의 분화 뿐만이 아니라 분비된 신경성장인자가 신경학적 재생을 위

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생체 내 실험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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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사람 골수에서 간엽줄기세포의 분리 및 배양  

척추 융합 수술 환자에서 환자의 동의 하에 장골 이식 시 골수 혈액 

3cc 를 채취했다. 골수 혈액 3ml 를 부피가 1:2 되도록 RPMI 1640 (Gibco, 

Uppsand, NY)으로 희석한 뒤 4 개의 원추형 시험관에 4ml Ficoll-Hypaque 

(d=1.077g/ml, Pharmacia Uppsala, Sweden) 위에 조심스럽게 중층했다. 

2,000rpm 에서 10 분간 원심 분리하여 형성된 저비중의 단핵구층을 Pasteur 

pipette으로 흡입하여 새로운 시험관에 옮겼다. PBS 용액을 첨가하여 1000 

rpm 으로 10 분, 800 rpm 으로 10 분 2 회 세척하여 단핵구를 얻었다. 60ml 

배양접시에 5 x 106 개씩 분리하여 10% heat 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FBS)과 50U/ml penicillin, 0.05mg/ml streptomycin 가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Gibco, Grand Island, NY)에서 

배양했다. 배양기의 온도는 37 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5%로 유지했다. 

배양 72 시간에 배양접시에 부착되지 않은 세포를 배지를 갈아 주면서 

제거했다. 그 후 같은 조건에서 세포가 배양접시에 가득 찰 때까지 

배양했다. 배양액은 48 시간에 한번씩 교체했다. 배양된 세포를 0.05% 

trypsin 과 0.02% EDTA 를 첨가하여 세포를 떼어낸 후 1x105/ml 농도로 

다시 배양했다. 같은 방법으로 3회 분리 배양 후 세포를 냉동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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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동물 및 척수 손상 모델의 제작  

본 실험에서는 수컷 Sprague-Dawley 흰쥐 (300-350g)를 이용했다. 

실험설계는 분화 방법에 따른 이식 효과를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계했다. 대조군: 척수 손상 후 배양액을 주입한 군 10 마리, 실험군: 

척수 손상을 주고 손상 부위에 골수 간엽 줄기 세포 이식한 군 20 마리를 

사용했다. 실험동물을 pentobarbital (50mg/kg) 복강 내 주사로 전신 

마취한 후, atropine sulfate (0.8mg/kg)로 근육주사 한 뒤 척수 손상 

모델을 만들었다. 제 8,9 흉추에 척추후궁 절제술(laminectomy)를 

실시하였다. 실험동물을 spinal cord dropping device (NYU impactor)에 

올려 놓고 clamp 로 척추돌기를 고정한 뒤 척수상방 25mm 지점에 직경 

2mm 무게 10gm 인 rod 를 위치한 뒤 rod 를 떨어뜨려 손상(moderate 

contusion model)을 준 후 손상 부위를 봉합하고 항생제(Kanamycin, 

0.6cc/kg)를 근육 주사했다. 손상을 받은 쥐들은 영상 20 도의 조건에서 

사육하며 손상 후 방광 기능이 약화되어 스스로 소변을 할 수 없는 쥐들은 

squeezing을 하여 인위적으로 오줌을 빼 주었다. 

 

3. 골수 간엽세포 이식  

줄기세포는 척수 손상 발생 7 일 후에 이식한다. 흰쥐를 

pentobabital(50mg/kg) 복강내 주사로 전신 마취한 후 수술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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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된 흰쥐의 척수 손상 부위를 조심스럽게 재 개방했다. 해밀톤 

주사기를 경막을 뚫고 병변 부위에 2mm 깊이로 삽입하고 1.0 x 105 

cells/μl 의 줄기세포 3μl 를 10 분에 걸쳐 서서히 주입했다. 주입이 

끝나면 상처를 봉합하고 사육시설로 다시 보냈다. 대조군은 같은 양의 

배양액(PBS)을 같은 부위에 주입했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줄기세포 이식 

후 면역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세포이식 2 일전부터 실험이 종료되는 

척수 손상 9 주까지 cyclosporine A (1mg/100gm) 을 매일 복강 내로 투여 

하였다. 

 

4. Care 및 행동검사  

행동검사는 Michele Basso 등이 개발한 BBB (Basso, Bresmahn, and 

Beattie) locomotor rating scale 을 사용하여 동물의 hind limb 의 

functional recovery stage, late recovery stage 로 총 21 점으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초기 회복단계는 limb 에서 paw 까지의 관절의 

움직임을 점수화하고 있으며, 중간 회복단계는 step 의 전체적인 조화와 

꼬리의 회복상태를 점수화하고 있다.14 주 일회 실시하며 8 주까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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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학적 검사  

8 주에 행동 검사가 끝난 실험동물을 희생시킨 후 생리식염수 및 4% 

paraformaldehyde 를 심장을 통하여 관류시킨 후 척수를 적출하여, 조직을 

10% formalin 에 넣어 고정한 뒤 파라핀에 포맷 후 조직절편을 만들어 

염색을 진행했다.  

가. Hematoxylin and Eosin: 파라핀에 포맷 되어 있는 손상 받은 척수를 

10 μm 두께로 조직 절편을 만든 후에 H-E 염색을 진행하여 조직손상의 

정도 출혈 및 괴사의 정도를 확인하며, 척수손상의 파급 정도를 조사했다.  

나. 면역 조직학적 검사  

척수를 분리하여 파라핀으로 고정한 다음 6μm 두께의 관상 및 시상 

절단을 시행하였다. 절단한 조직은 1% H2O2 in PBS 에 15 분간 숙성하고, 

중단액(2% goat serum, 0.3% Triton X-100, 0.1% bovine serum albumin in 

PBS)에 상온에서 2 시간 동안 방치한 후, 4°C 에서 하루 밤 동안 

monoclonal anti-GFP 를 처리했다. 이차 항체로 biotinylated goat anti-

mouse IgG 를 사용했다.  0.05% diaminobenzidine 과 0.03% 

H2O2 로  horseradish peroxidase 반응을 검출했다. H2O2 로 반응을 멈춘 

다음 단계적 알코올로 탈수하고, xylene 으로 세척한 다음 permanent 

mouting medium 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었다. 절편은 현미경으로 검사했다. 

이중 표지 면역형광검사법을 위하여 일차 항체로 (1) mouse monoclonal or 

rabbit polyclonal anti-GFP, (2) mouse monoclonal anti-GM-CS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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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se monoclonal anti-IL-6, (4) mouse monoclonal anti-VEGF 를 

사용했다.  

이차 항체로 rhodamine-conjugated pig anti-goat or goat anti-rabbit 

IgG 와 fluorescein isothiocyanate (FITC)-conjugated rat-absorbed 

donkey anti-mouse or anti-rabbit IgGfmf 사용했다. 절편은 

Vecashield 로 마운트하고 형광신호는 현미경으로 535/565nm (rhodamine, 

red)와 470/505 (FITC, green)로 검출했다.  

 

6. 이식 세포에서 신경 성장인자의 발현 확인  

이 실험 전에 시행한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cytokine release 실험에서 

확인된 성장인자 중에 세포 공여자와 상관 없이 일정하게 확인되었고, 

문헌상 신경성장 촉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VEGF, IL-6, GM-CSF 의 in-

vivo 발현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식 후 24 시간, 2 일, 3 일, 

7 일에 이식 부위의 척수 절편을 신경 성장인자에 대한 항체를 이용하여 

이중 면역 염색을 시행하여 이식된 골수간엽 세포에서 이들 성장인자 

(VEGF, IL-6, GM-CSF)가 발현되는지를 5 번의 면역 염색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했다. 같은 기간의 실험 동물의 이식 부위를 조심스럽게 

채취하여 -70 도에 냉동 보관했다. 이 조직에서 Total RNA 는 Rneasy Mini 

Kit (Qiagen, Valencia, CA)를 이용하여 채취하고 이들 신경 성장인자의 

특이한 primer 를 이용하여 PCR 을 시행하여 mRNA 의 발현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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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했다.(GM-CSF; Forward 5´-AGA CCC GCC TGA AGC TAT ACA A-3´/ 

Reverse 5´-CTG GTA GTG GCT GGC TAT CAT G-3´, IL-6; Forward 5´-TCC 

TAC CCC AAC TTC CAA TGC TC-3´/ Reverse 5´-TTG GAT GGT CTT GGT CCT 

TAG CC-3´, VEGF; Forward 5´-TGC AGA TCA TGC GGA TCA AAC/ Reverse 

5´-TTT CTC CGC TCT GAA CAA GGC-3´) 정상조직,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해 

mRNA의 발현 정도를 각각 측정한 후 비교 분석하였다. 

 

7. 통계 처리  

대조군과 실험군간의 신경학적, 조직학적 차이는 Mann-Whitney U-검정을 

시행하였고, 각 신경 성장인자의 발현 정도의 비교는 ANOVA 검사를 

실시하였고 P<0.05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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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과결과결과결과    

 

1. 사람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특성  

용기 부착 방법을 사용하여 분리된 사람 골수 간엽 줄기세포는 

전형적인 기질세포의 다각형 구조를 보였다(Figure 1A and 1B). 첫 

평판배양 후 세포가 배양접시에 가득 찰 때까지 3-4 주가 소요되었고 

이 세포들의 배가 시간은 3-4 일이었다. 사람 골수 간엽 줄기세포는 

특별한 성장 인자 없이 10% FBS 만 첨가된 DMEM 배지에서 잘 

증식하였다. 세 차례 계대배양된 사람 골수 간엽 줄기세포는 anti-

CD105 항체를 사용한 면역 세포 화학 검사에서 90%가 양성반응을 

보였다(Figure 1C). 또한 human specific antimitochondrial 

antibody 는 사람 골수 간엽 줄기 세포에 강하게 부착하였다(Figure 

1D). 이 항체는 종속된 이식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세포 표면 표지자에 대한 반응 검사상 CD13 과 CD105 에는 양성 

반응을 CD45 와 CD34에는 음성 반응을 보였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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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ird passage BMSC prepared from human bone marrow using a 

gradient dissociation and flask adherent method. A and B: Phase contrast 

micrographs shows the typical polygonal shape of stromal cells.  (Scale bar 

100µm). C: Anti-human mito Ab, D: CD105 A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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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Human BMSC surface marker analysis. A. CD13, B. CD105, C. 

CD45, D. CD34. A, B show that human BMSC surface marker is positive, 

C, D show that hematopoietic cell surface marker is negative. FACS 

analysis of hBMSCs. Cells were uniformly negative for CD34, CD45 and 

positive for CD13, CD105, markers associated with hBMSCs.  

 

2. 사람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이식이 척수 손상 동물 모델의 신경학적 증상 

개선에 미치는 영향. 

 

대조군과 실험군은 척수손상 1 주 후에 BBB scale 상 평균 5.8 점을 

보였고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두 군은 통계적으로 척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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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까지는 신경학적 호전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척수손상 

6 주부터(세포이식 5 주 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나은 신경학적 

호전을  보였다. 세포 이식 후 8 주째에 A, B 군의 BBB score 는 각각 9.8, 

11.0 점을 나타내었다(Figure 3, Mann-Whitney U-test, p<0.05). 이와 

같이 세포이식군이 대조군에 비해 신경학적 증상을 더 호전 시킴을 알 수 

있었다.  

 

Figure 3. BBB scores in each group. Human bone marrow stromal cells 

transplantation group and Control group.  

 

3. 세포 이식군과 대조군의 신경 조직 보호율의 비교 

신경조직보호의 측정을 위해 이식 후 8 주째 20 마리의 쥐를 대상으로 

신경 내 공동의 양을 측정하였다. Cresyl violate 으로 염색 후 50μm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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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으로 절편을 만든 다음, 보존된 신경조직의 양(%)은 Metamorph image 

analysis system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식군은 대조군에 비해 월등히 

적은 공동을 만들었으며(Figure 4), antihuman mitochondrial 항체와 GFAP 

항체에 대한 이중면역형광염색상 면역반응을 하는 세포가 척수 내에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NF 와 MAP-2 항체에 대한 염색에는 antihuman 

mitochondrial Ab-reactive cells은 신경세포의 표지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ure 4. Cavity sizes in each group in 8 weeks after 

transplantation. Volume of spinal tissue subtracted cavity %. Control 

and hBMSC transplantation group (Mann-Whitney U-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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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식된 골수 세포의 생존 여부  

이식된 골수 세포의 생존은 시간대에 따라 human specific anti-

mitochondrial antibody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4 hrs, 7 days, 14 days, 

4 weeks). 24 시간째, 손상부위에는 세포가 거의 없었으며 이식된 세포만 

무리를 지어 손상 변연에 위치하였다. 이식 후 7 일째, 이식세포는 

신경세포 내로 결합하였고, 14 일째, 몇 개의 세포만 남았다. 4 주째 

이식된 세포는 모두 사라졌다(Figure 5). 이와 같은 현상은 이식 후 

대부분의 세포는 초기에 죽게 되지만 어떤 세포는 살아남아서 초기 몇 

주간 생존하고 이식 후 3-4 주째 발생하는 2 차 세포사멸 시 죽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Figure 5. hBMSC transplantation after SCI model (1 week, 2 weeks, 3 

weeks, and 4 weeks after transplantation, with cyclosporin) Red: 

anti-human mitochondrial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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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포 이식군에서 Cytokine의 발현 유무와 발현 양상  

1) GM-CSF: media injection group 에서는 양성 세포를 관찰 할 수 

없는데 비해 세포 이식군에서 24 시간부터 1 주까지 세포 이식부위에서 

양성 세포가 관찰되었다 이들 양성 세포는 이식세포와 co-localization 

되지 않았다(Figure 6).  

 

 

Figure 6. Double immunostaining of GM-CSF (Red) and anti-human 

mitochondrial Ab (Green). 24 hrs after cell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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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L-6: media injection group 에서는 양성 세포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 

세포 이식군에서도 세포 이식 부위에서 이식 7 일째 발견되었고 이식 

세포와 co-localization되지 않았다(Figure 7).  

 

 

Figure 7. Double immunostaining of IL-6 (Red) and anti-human 

mitochondrial Ab (Green). 7 days after cell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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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EGF: : media 주입군과 세포 이식군 모두에서 이식 후 24 시간부터 

양성 세포가 관찰되었고 세포 이식 72 시간 군에서 가장 현저한  발현 

양상을 보였으며 일부 세포에서는 이식 세포와 co-localization 되었다. 

전반적으로 세포 이식군에서 더 많은 양성 세포가 관찰 되었다(Figure 8). 

 

 

Figure 8. Double immunostaining of VEGF (Red) and anti-human 

mitochondrial Ab (Green). 72 hrs after cell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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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성장인자의 정량적 분석은 PCR 을 이용하였고, 정상조직, 대조군에 

비해 이식군에서 월등히 많은 양의 성장인자(IL-6, GM-CSF)가 분비됨을 알 

수 있었다(Figure 9). 

 

 Figure 9. Result of PCR. GM-CSF, IL-6 and VEGF were much more found 

in the hBMSC transplantation group compared with control and norm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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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찰고찰고찰고찰    

 

이미 실험적으로 골수 간엽 줄기 세포가 신경재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ytokine 을 분비한다는 것은 증명되었으나,13 본 연구는 척수손상 동물 

모델에서 골수 간엽 세포를 이식한 후 여러 가지 cytokine 의 분비가 

이루어지고, 분비된 cytokine 의 영향으로 척수 손상 모델에서 조직학적, 

신경학적 호전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척수 손상 백서에 이식된 인간의 골수 간엽 줄기 세포에서 신경계 

세포가 표현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식 8 주(척수 손상 

9 주)째에 척수 분절을 인간세포의 표식자인 human mitochondrial 

antibody 와 BrdU 그리고 신경세포의 표식자인 GFAP, NF 및 MAP-2 를 

이용한 이중 면역 염색을 하였으며 그 결과 양성인 세포들이 척수손상 

부위에서 관찰되어 척수손상 백서에 이식된 인간의 골수 간엽 줄기 

세포로부터 신경세포의 발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척수 손상 후 발생하게 되는 형태학적 변화인 공동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대조 손상 군에 비해 이식군에서 척수 공동의 크기가 줄어들었음이 

관찰 되었으며, 대조군에서는 이식군에 비해 괴사, glial scar 및 

demyelinization 정도가 더 심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행동기능 검사에서 세포이식 5 주 이후부터 신경기능이 향상된 이유는 

아마도 이식한 인간 골수 간엽 줄기 세포와 손상된 척수 조직의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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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작용으로 신경학적 기능이 더 호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 

골수 간엽 줄기 세포를 이식한 후 행동기능의 개선이 오는 것은 이식된 

세포가 손상된 척수조직의 세포를 대치하였을 가능성으로 일차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이식 후에 손상된 척수에서 이식된 

세포로부터 신경세포 표식인자가 발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과연 

이 세포들이 실질적으로 신경세포로 분화하여 신경계 기능을 

담당하였을지는 명확히 증명할 수 없었다. 더욱 합리적인 설명은 이렇게 

이식된 세포들이 손상된 조직 내에서 어떠한 인자들, cytokine 또는 

성장인자들을 발현하여 활발한 조직 재생이나 손상된 조직내의 내적 

(endogenous) 줄기세포의 기능을 활성화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대조군에 비해서 골수 세포 이식군에서 

척수손상 후 신경학적 호전을 보였고, 세포 이식군에서 GM-CSF, IL-6, 

VEGF 를 포함한 cytokine 의 발현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이식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가 일정 기간 생존하면서 골수 간엽 줄기세포에서 

직접 분비(VEGF)되던 또는 주위의 다른 세포의 분비를 촉진(GM-CSF, IL-6) 

시킴으로써 손상된 척수의 기능 호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세포들은 미분화 형태로 복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간엽 세포 

(bone, cartilage, fat, tendon, muscle, and marrow stroma)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골수 간엽 세포는 IL-6 and 7, leukaemia 

inhibitory factor, stem-cell factor, GM-CSF, thrombopoietin, T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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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1,ß2 와 같은 조혈기능을 가진 단백물질을 분비하며, 이런 단백물질 중 

일부(GM-CSF, stem-cell factor, leukemia inhibitory factor, IL-6)는 

glycoprotein-130 과 관련된 신호 전달 체계를 사용하는 표적 세포 

수용체를 통하여 골수 간엽에서 유래된 세포의 분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7, 15 엄밀히 말하면 줄기 세포란 지속적인 복제가 가능하며 

신체의 어떤 세포로도 분화가 가능한 세포로 정의되며 아직까지 

골수로부터 줄기 세포군이 순수하게 분리 동정되지는 못하였다. 골수 간엽 

줄기 세포는 손상된 척수나 뇌 조직의 기능적 복원을 촉진한다는 많은 

동물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고 실제로 약간의 골수 간엽 줄기 세포가 

신경세포에 특이한 단백물질을 표현하였으나 분화된 줄기 세포가 손상된 

조직을 대치하였을 개연성은 드물며 분비된 단백물질에 의하여 손상된 

신경조직의 내재적 복원 반응을 활성화하였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15 본 

연구 방법에 의해 공통적으로 검출된 단백물질로서 IL-6, GM-CSF 와 

VEGF 는 신경 영양 효과 및 손상된 신경조직에 대한 보호작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많이 거론될 뿐만 아니라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물질이므로 그 의의가 크다. IL-6 의 경우, P.Marz 는 IL-

6 가 교감 신경 세포 기능을 조절함을 보여 주었는데 말초 교감 신경 세포 

와 PC12 cells 에서 functional IL-6R 가 발현됨을 증명함과 동시에 tumor 

necrosis factor α가 IL-6R 와 gp130 mRNA 발현의 주 조절자임을 보여 

주었다.16 Takashi Shuto 등은 백서 신경절 신경세포를 사용하여 IL-6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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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liary neurotrophic factor 발현을 up-regulation 하여 신경돌기의 

재생을 증강 시킴을 보여 주었다.17 William B 등은 본래 손상 받은 

중추신경계 내의 성인 감각 신경은 재생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백서에서 injury-induced IL-6 up-regulation 이 중추신경계 내에서 

재생을 촉발시키고 이것이 dorsal column projecting sensory neuron 의 

boosted growth state 를 통해서 일어남을 증명하였다.18  S. Okada 등은 

척수 손상 모델에서 IL-6R 의 차단이 reactive astrogliosis 를 억제하고 

기능 복구를 저지함을 보여 주었다.19 GM-CSF 의 경우 골수에서 간엽 세포 

증식을 자극하는 강력한 조혈기능을 가진 단백 물질이지만 Kim 등은 GM-

CSF 가 신경 전구 세포의 증식을 자극하고 apoptosis 를 억제하여 신경 

발달과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 주었다.20 VEGF 의 경우, 혈관 

내피 세포의 mitogen 이고 생체내에서 angiogenesis 를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VEGF 가 말초 및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의 발달 및 손상 시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증명하였다.21-24 

다양한 cytokines 중 neurotrophins (BDNF, NGF, NT-3, NT-6, GDNF)는 

중추 및 말초 신경에서 신경 세포의 생존 및 분화에 관여하는 중요한 단백 

물질로서 trk 수용체들에 의해서 그 작용이 매개 되는데,25 Gavazzi 등 

26 은 그 중 NGF 와 GDNF 만이 돌기를 가진 신경 세포의 비율을 의미 있게 

증강 시키는데 GDNF 가 NGF 보다 small, IB4- neuron 들에 대해서 그 

효과가 크고 신경돌기의 전체 길이에 대해서는 NGF 가 GDNF 보다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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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BDNF 는 신경 돌기 성장에 대해 

억제 효과를 보였으며 BDNF 와 NT-3 는 함께 작용 시 특별한 신경세포 

군에서 NGF 의 성장 촉진 효과를 부분적으로 차단함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골수 간엽 세포에서 분비된 단백 물질 중 신경세포의 생존 및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eurotrophin 는 검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Chen 등의 

연구에서 손상된 뇌조직에서 손상후 시간경과에 따라 BDNF 와 NGF 가 

증가됨을 고려하여 추측해본다면, 본 연구에서 생체 외 실험의 미세환경이 

골수 간엽 세포에서 neurotrophins 의 유전자 발현을 충분이 자극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신경 세포의 생존 및 성장에 영향을 주는 

neurotrophins 는 주로 신경 세포 자체에서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손상된 척수 동물 모델에서 골수 간엽 세포 이식 후 

시간에 따른 골수 간엽 세포 및 신경 세포 각 각에서 분비된 단백물질의 

정량적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생체 

외에서 골수 간엽 세포가 분비하는 단백물질 중 신경 세포의 생존과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존에 잘 알려진 neurotrophins (NGF, GDNF, 

BDNF, NT-3) 보다는 IL-6, GM-CSF, VEGF 와 같은 신경 영양 효과를 가진 

단백물질 이라는 것이다. 그 외에 본 연구에서 발견된 단백물질(IL-8, 

IGFBP-2, RANTES, MCP-1, TIMP-1, TIMP-2, u-PAR)의 기능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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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본적으로 이종이식 모델로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종이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염증반응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식 거부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군에게 cyclosporin 을 

투여하였으나 이종이식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감염, 염증과 면역반응의 

증가이며 이 결과로서 세포 생존기간이 짧아지고 cytokine 의 발현이 안 

될 수도 있었다. 실험적으로 이종이식을 선택한 배경은 임상적으로 인간 

골수 간엽 줄기 세포 이식 연구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인간 골수 간엽 

줄기 세포가 이식된 후 생체 내에서의 분화양상을 알 수 있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없었으므로 본 실험은 이식된 인간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분화 

양상을 신경 성장 인자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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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척수손상 백서에게 인간의 골수 간엽 세포를 이종 이식한 후 

척수 손상된 동물의 신경학적, 조직학적 호전양상을 증명한 실험이다. 

또한 인간의 골수 간엽 세포를 이식한 후 여러 가지 cytokine, 특히 GM-

CSF, VEGF, IL-6 가 분비가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함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골수 간엽 세포를 이식한 후 생기는 cytokine 분비의 증가와 

신경학적 호전의 관계는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확한 

기전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이식된 세포들이 손상된 조직 내에서 어떠한 

인자들, cytokine 또는 성장인자들을 발현하여 활발한 조직 재생이나 

손상된 조직내의 내적(endogenous) 줄기세포의 기능을 활성화 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종이식 후에 올 수 있는 염증 반응에 

의한 cytokine 의 발현은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서 향후 연구에서는 

염증반응의 배제와 더불어 신경성장인자의 종류와 분비 정도에 따른 척수 

손상 연구가 중요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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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bone marrow stromal cells have been shown to have the 

capacity to differentiate into neural cells under experimental cell 

culture conditions. Some investigators suppose that these cells 

express factors that promote repair or activate compensatory 

mechanisms and endogenous stem cells within the injured tissue when 

placed into an environment of injury.  

Rats were subjected to a moderate spinal contusion using spinal cord 

dropping device (NYU impactor). After 1 week, cultured human bone 

marrow stromal cells (hBMSC) were transplanted into the spinal 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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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ured rats. Functional outcome, histologic and immuno-stain for 

cytokine evaluation were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improved 

functional outcome in the group treated with hBMSCs transplantation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by BBB (Basso, Bresmahn, and Beattie) 

locomotor rating scale, which means hBMSCs transplantation take a 

role to improve functional outcome. Neurotrophic factors, especially 

GM-CSF, VEGF, IL-6 were detected in the transplanted tissue and 

showed more expression compared with control group. In this study, we 

have not demonstrated mechanisms of neurotrophic factors affecting 

neural repair. However, this study is consistent with a growing 

literature that hBMSCs and neurotrophic factors promote tissue repair 

and functional recovery after spinal cord injury and this is the 

first study demonstrating quantitative analysis for in vivo 

expression of cytokines after human bone marrow stromal cells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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