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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백서 심근손상 모델에서 동종 세포이식 및 유전자 병합치료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심근의 괴사는 관상동맥 재관류 요법이나 

관상동맥 우회로술로는 손상 받은 조직의 손상 정도를 경감할 수 있으나, 
심근세포를 재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근세포로 분화하는 줄기 세포(stem 
cell)를 이식하여 심근세포를 재생하려는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골수 간엽 줄기세포(bone marrow-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MSCs)를 냉동 손상 받은 심근에 이식하여 이식된 세포의 생존여부
를 관찰하고, 성장인자인 섬유아세포 성장인자(fibroblast growth factor-2: 
FGF-2)를 발현하는 유전자를 삽입한 경우에 이식된 세포의 생존능력과 
분화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관찰하고자 하 다. 백서의 골수세포를 획득하
기 위하여, 백서의 대퇴골과 경골로부터 골수를 채취하고, Percoll gradient 
방법으로 단핵구(mononuclear cell)를 분리 배양하면서 plate에 부착하지 않
은 조혈모세포는 배제하고, 부착된 세포만 배양하여 골수 간엽 줄기 세포
를 얻었으며, FGF-2 유전자를 삽입하고 이식 직전 DAPI처리를 통해 이식
할 세포들을 표시하 다. 냉동손상은 액체 질소로 냉각된 cryo-probe을 노
출시킨 심장의 좌심실 전벽에 충분한 시간동안 접촉시켜 괴사를 유도하

다. 냉동손상을 입은 부위의 주변부에 골수 간엽 줄기 세포를 이식하
으며, 이식한지 4주 뒤에 심장을 적출하여 이식한 세포의 생존 여부와 특
성을 조사하 다. 연구 결과, DAPI-표지된 이식세포들이 이식부위에 생존
하고 있음이 관찰되었고, 동일한 microscopic field에서 DAPI와 troponin T
가 양성으로 염색되었으며, 심근세포에 특이적인 voltage-gated Ca2+ channel 
(Cav2.1)이 양성으로 염색되었다. 배양중인 골수 간엽 줄기 세포에서 atrial 
natriuretic peptide(ANP)와 brain natriuretic peptide(BNP) 유전자가 모두 발
현되었고, DAPI-표지된 이식된 세포에서 myosin heavy chain과 α-skeletal 
actin 유전자의 발현 및 심근세포 특이적 전사 인자인 Nkx2.5와 GAT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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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의 발현이 관찰되어 이식된 세포가 분화된 심근 세포의 표현형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GF-2 유전자를 삽입한 경우 배양액
으로 분비되는 FGF-2의 양이 대조군에 비해 증가함을 확인하 으며, 
troponin T와 voltage-gated Ca2+ channel의 발현이 대조군에 비해 증가되었
고, 이식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생존율도 대조군에 비해 증가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냉동 손상된 심근의 변연부에 골수 간엽 줄기

세포를 이식할 경우 이식된 줄기 세포가 생존하며, 심근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고, FGF-2 유전자 삽입은 이식된 세포의 생존율
과 심근세포로의 분화를 향상시켰다.

핵심 되는 말: 골수 간엽 줄기 세포, 심근경색, 세포이식,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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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심근손상 모델에서 동종 세포이식 및 유전자 병합치료

< 지도교수 장  양  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권   기   환

I. 서  론

허혈성 심근손상으로 인한 심근경색은 근래 혈전용해 요법이나 풍선확

장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로 생존율이 점차 향상되고는 있으나, 심근세포
의 과량 손실로 인한 심장 기능의 저하는 해결해야 할 주된 문제로 남아 

있다.1

허혈성 심장 질환의 주요한 원인은 관상동맥의 협착에 의한 관상동맥 

혈류의 감소 때문이다.2 관상동맥 혈류의 감소는 심근의 허혈(ischemia), 
경색(infarction)을 유발하며, 이로 인하여 심근의 기능 손실을 유발한다.3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관상동맥 우회로술 등의 치

료로는 손상받은 조직의 손상 정도를 경감시킬 수는 있으나, 손상된 심근
세포를 재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심근 손상을 받은 
마우스와 원숭이를 대상으로 골수줄기 세포의 변형성(plasticity)이 손상된 
심근을 재생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이 보고 되었다.4 성체 마우스의 좌
심실 손상 모델은 관상동맥의 결찰(ligation)로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손
상 조직은 혈관과 심근세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5 Orilic 등은 Lin-c-kit+ 
골수세포가 손상부위 근처의 건강한 조직에 주입되었을 때, 새로운 심근
세포와 혈관이 재생되었으며, 재생된 심근세포는 손상된 심장의 혈역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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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hemodynamic function)을 부분적으로 회복시켰다.6 좌심실 확장기 압
력(LV-end diastolic pressure)과 좌심실 압력(LV-developed pressure)은 줄기
세포 활성이 없는 Lin-c-kit- 세포를 주입한 마우스와 비교해서 35∼40% 
증가하 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백서 냉동손상(rat heart cryo-injury) 모델
의 심근 손상 조직에 골수 간엽 줄기 세포를 이식했을 때 심근세포의 특

징을 보이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7 Percoll gradient 
centrifugation 기술을 이용하여 골수 간엽 줄기 세포와 조혈모세포(hemato- 
poietic stem cells)를 전체 척수로부터 분리하 으며, 골수 간엽 줄기 세포
는 배양과정에서 spindle cell morphology를 보이며, culture plate에 붙으려
는 경향에 의해 조혈모세포로부터 분리되었다.8 골수 간엽 줄기세포에 5- 
azacytidine을 전 처리했을 때 다핵을 가진 myotube가 형성되며, 이식된 골
수 간엽 줄기세포는 bromodeoxyuridine(BrdU) 표지에 의해 구별되어지고, 
심장 troponin I와의 공-발현(co-expression)을 보임으로써 분화된 심근 세포
의 표현형을 나타내었다.9 손상된 심근 조직의 회복은 골수 줄기 세포수
를 늘리고, 손상이 발생한 후 바로 혈액 속으로 골수줄기 세포를 이동시
켜주는 사이토카인을 이용해서도 유도할 수 있었다.4 마우스에서 5일간 
매일 사이토카인(hematopoietic growth factors)을 주입한 결과, 혈액 내에 
순환되고 있는 골수 줄기 세포의 수가 250배 가량 증가되었으며, 관상동
맥 결찰 수술과 사이토카인 처리 27일 후에 심근세포와 혈관으로 구성된 
재생된 심근조직이 손상부위의 70% 가량을 차지하 다. 관상동맥 결찰 
27일 후, 사이토카인을 처리한 마우스의 73%가 살아 있었음에 반해 이를 
처리하지 않은 마우스는 17%만이 살아있었다. 따라서 사이토카인 치료는 
성체 마우스의 손상된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심근 경색에 의한 재형성 
(remodeling)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4

현재까지 골격근아세포, 골수 줄기 세포, 평활근 세포, 그리고 심근세포 
등 다양한 세포의 이식이 가능하며, 이러한 세포이식이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10 그러나 심근세포의 경우 
허혈성 자극에 매우 취약하고, 배양을 통해 이를 충분한 양으로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어, 이식된 심근세포의 생존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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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경색부위에서 이식된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혈액의 공
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혈관의 형성(angiogenesis)이 중요
하다. 최근 조혈 성장인자(hematopoietic growth factor)치료에 의해 심근 경
색부위로 이동된 골수 줄기 세포가 새로운 혈관의 형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11 그리고 이러한 경색부위에서의 모세혈관의 증가는 혈관내
피세포 성장인자(VEGF)의 농도와 비례하는 양상을 보 다.12 VEGF나 
FGF 등은 강력한 혈관형성 능력으로 이상적인 유전자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되고 있으나,13 임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국부적으로 지속적인 
높은 농도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에는, 
adenovirus vector나 naked plasmid DNA를 직접 심근에 주사하여 높은 
VEGF농도와 더불어 혈관형성의 증가를 확인하 으며, 더 나아가 VEGF
를 발현하는 유전자를 삽입한 골격근아 세포를 이식함으로써 국소적이고 

지속적인 높은 농도의 VEGF가 분비되는 것을 관찰하 으며, 이러한 증
가된 성장인자에 의하여 혈관 형성이 증가되고 심근기능도 향상되는 것

이 보고 되었다.14,15 FGF-2의 경우는 심장은 아니지만 허혈성 손상을 준 
피부 반(skin flap)에서 FGF-2를 발현하는 유전자를 삽입한 골격근아세포
를 이식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 현저한 이식세포의 생존율 향상과 혈관형
성의 증가를 보고 하 다.16

본 연구에서는 골수 간엽 줄기 세포를 냉동 손상 받은 심근에 이식하여 

이식된 세포의 생존 여부를 관찰하고, 성장인자인 FGF-2를 발현하는 유전
자를 삽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골수 간엽 줄기 세포를 이식했을 때, 이
식된 세포의 생존능력과 분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관찰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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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실험동물은 Sprague-Dawley rats를 사용하 다. 실험은 FGF-2 발현 유전
자를 삽입한 골수 간엽 줄기 세포를 동종 심장에 이식한 군(5마리)과, 유
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골수 간엽 줄기 세포를 동종 심장에 이식한 대조

군(5마리)으로 나누어 실험을 수행하 다. 

2. 세포의 분리 및 배양

골수세포를 대량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성체 백서(Sprague-Dawley rats, 
생후 4주)의 대퇴골과 경골로부터 heparin이 처리된 주사바늘을 사용하여 
골수를 흡입한 다음, Dulbecco's PBS로 세척한 후, 900 g로 원심 분리하여, 
1×108 mononuclear cell(MNC)을 1.073 g/ml의 percoll 용액에 첨가하 다.  
상온에서 1,100 g로 3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을 분리하여 2배 부피
의 Dulbecco's PBS로 희석한 다음 900 g로 원심분리 하 다. 세포배양 배
지로는 Iscove's modified Dulbecco's medium(IMEM)에 20%의 소 태아혈청 
(FBS)과 penicillin(100 U/ml), streptomycin(100 μg/ml), amphotericin B(85 μg/ 
ml)를 첨가하여 사용하 다. 성체 백서 한 개체 당 획득한 MNC는 3∼
6×107이며, 3∼5일간 배양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수는 1∼3×106이

었다.

3. 배양된 세포에 FGF-2 발현 유전자 삽입

단백질 발현 벡터인 pcDNA3.1(Invitrogen, Groningen, The Netherlands)과 
LIPOFECTAMIN PLUSTM(Gibco-BRL) 시약을 사용하여 FGF-2의 발현 유
전자를 골수 간엽 줄기 세포에 삽입하 다. 1주일간 60 mm 배양 접시에
서 배양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5×105 cells/plate)를 혈청을 함유하지 않은 
DMEM 배지로 두 번 세척한 후, 배양 접시 당 5 μg의 FGF-2 DNA와 DMEM 
배지로 희석된 LIPOFECTAMIN PLUSTM을 첨가한 다음, 12시간 3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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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하 다. 이후 10% FBS을 함유한 DMEM 배지로 교환하고 37℃에서 
48시간 더 배양하 다.

4. 냉동 심근 손상

백서(Sprague-Dawley rats, 체중 200∼400 g)를 마취한 후 좌측 흉부를 통
하여 심장을 노출시키고, 냉동 손상(cryo-injury)을 위해 액체 질소에 넣어 
-190℃로 냉각된 Cryo-probe(8×10 mm in diameter)를 약간의 힘을 주면서 
좌심실 전벽에 충분히 착시킨 다음, 약 15초간 5번, 60초간 10번에 걸
쳐 냉동손상을 준 후 노출되었던 심장과 좌측 흉부의 상처를 다시 원상

회복 시켰다. 3∼4시간동안 관찰한 후 회복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사육
실로 옮겨 사육하 다.

5. 심근에 이식한 세포의 규명

골수 간엽 줄기세포를 이식 후 세포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이식 바로 직전에 이식할 세포에 DAPI 염색을 시행하 다. 50 μg/ 
ml 4‘, 6-diamino-2-phenylindole(DAPI)을 25 μl 점적하고 30분간 배양한 
다음, 과량의 DAPI를 제거하기 위하여, PBS 완충 용액으로 6번 세척
하 다. DAPI로 염색된 세포는 이식 4주 후에 심장을 적출하여 형광 
현미경으로 확인하 다.

6. 배양한 세포의 이식

1주일간 배양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에 FGF-2를 삽입한 후 2일간 더 
배양하 으며, 배양접시 내의 배양액을 제거하고 PBS로 세척하여 죽은 
세포를 제거한 다음, 0.05% trypsin 1 ml를 첨가하여 세포를 배양접시 면
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20 ml의 세포 배양액과 섞어 원심 분리하여 세포 
덩어리만을 추출하 다. 냉동 손상받은 백서를 냉동손상 3주 후에 다시 
좌측 흉부를 통하여 심장을 노출시키고, 전체 4×106개의 세포를 50 μl의 
부유액으로 만들어 냉동 손상 받은 부위의 주변부에 이식하 으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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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가 좌심실내로 주입되지 않도록 정확히 심근 내에 이식하 다. 수술 
후 실험동물들은 4시간동안 관찰하여 완전히 회복되면 동물실로 옮겨 4
주간 사육하 다.

7. 유전자 발현 및 면역조직화학적 조사

동종 세포를 이식한 후 4주에 동물을 마취시키고 심장을 적출하여 면
역조직학적 검사를 위하여, EZ-DeWax 용액에 고정한 다음 골수 간엽 줄
기 세포로 이식된 심근의 파라핀 절편을 만들었다. 비특이적 endogenous 
peroxidases를 제거하기 위해 5분 동안 끊는 citric acid로 처리하 다. 증류
수, hydrogen peroxide와 PBS 완충용액(pH 7.4)으로 세척한 다음, 각 특이
적인 항체를 1시간 처리한 후 PBS로 세 번 세척하 다. LSAB kit(Dako, 
Denmark)의 streptavidin reagents로 처리한 후, 염색 강도를 증대하고 반복
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3번 반복하 다. DAPI로 염
색된 부위를 형광으로 확인한 다음, 동일 부위에서의 cardiac troponin T를 
Texas Red로, Nkx2.5에 대해서는 형광으로 표지된 2차 항체를 사용하여 
Olympus BH2 light fluorescence microscope(Olympus Optical Co. Tokyo, 
Japan)로 관찰하 다.

8. RT-PCR 분석

골수 간엽 줄기세포의 심근세포로의 분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4
주간 계대 배양한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ANP, BNP 발현을 역전사 중합
효소연쇄반응(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으로 
조사하 다. 그리고 이식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심근세포로의 분화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DAPI 양성인 이식부위에서 심근세포 특이적 유전
자인 α-와 β-myosin heavy chain(α-, β-MHC), α-skeletal actin, Nkx2.5/Csx 및 
GATA4의 발현을 RT-PCR로 조사하 다. 전체 RNA는 Ultraspec-IITM RNA 
system(Biotex Laboratories Inc.)을 이용하여 분리하 으며, Avian Myeloblas- 
tosis virus 역전사효소를 사용하여 분리된 전체 RNA로부터 단일가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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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A를 합성하 다. 1 μg의 전체 RNA에 1×역전사 완충용액(10mM Tris- 
HCl; pH9.0, 50 mM KCl, 0.1% Triton X-100), 1 mM deoxynucleotide tri- 
phosphates, 0.5 units의 RNase 억제제, 0.5 mg의 oligo(dT) 15, 15 units의 역
전사효소를 모두 첨가하여 42℃에서 15분간 반응시켰다. 그 다음 99℃에
서 5분간 열을 가한 후 0∼5℃에서 5분간 방치하 다. 중합효소 연쇄 반
응은 각각의 primer를 사용하여 25 주기 반복하여 수행되었다. 사용한 
primer는 각각 ANP, 5'-TTGGCTTCCAGGCCATAATTG-3' forword, 5'- 
AAGAGGGCAGATCTATCGGA-3‘ reverse; BNP, 5'-ATGGATCTCCTGAAGG 
TGCT-3' forword, 5'-AAGAGGGCAGATCTATCGGA-3' reverse; α-MHC, 
5'-GGAAGAGGAGCGGCCATCAAGG -3' forword, 5'-CTGCTGAGAGGTTA 
TTCCTCG-3' reverse; β-MHC, 5'-GCCAACACCAACCTGTCCAAGTTC-3' 
forword, 5'-TGCAAAGGCTCCAGGTCTGAGGGC-3' reverse; α-skeletal actin, 
5'-CTCTCTCTCCTCAGGACAA-3' forword 5'-TGGAGCAAAACAGAATG 
GCTGG-3' reverse; α-cardiac actin, 5'-CTGAGATGTCTCTCTCTCTCTTAG-3' 
forword 5'-ACAATGACTGATGAGAGATG-3' reverse; Nkx2.5/Csx, 5'-CAG 
TGGAGCTGGACAAAGCC-3' forword, 5'-TAGCGACGGTTCTGGAACCA-3' 
reverse; GATA4, 5'-CTGTCATCTCACTATGGGCA-3' forword, 5'-CCAAGTC 
CGAGCAGGAATTT-3' reverse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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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백서 척수로부터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분리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각 배양 배지의 변화에 따른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상차 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대부분의 조혈모세포는 배양 플레이
트에 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지의 교환을 통해서 제거하 다. 부착된 
세포들은 1주일 동안 개개의 세포나 단지 소수 세포들의 콜로니로만 관
찰되었으나, 빠르게 복제되어 2주일이 지나면 100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
된 콜로니를 형성하 다. 4주가 지나면 부착 세포들의 각 콜로니는 수백
에서 수천 개의 세포들을 포함하는 정도로 크기가 확장되었다. 분리된 골
수 간엽 줄기세포의 형태는 대부분이 섬유아세포의 모양을 보 으며, 소
수의 다각형 지방 세포(adipocytic polygonal cells)들도 포함되어 있었다(Fig. 
1). 이 다각형 지방 세포들의 표현형은 비자극성 조건에서 반복된 계대를 
통해 얻어지는데, 어느 정도 부착된 둥근 형태의 세포들은 남아 있으나, 
다각형 세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 부착 세포 수의 5% 미만으로 
감소하 다. 그리고 이들 다각형의 지방 세포들은 처음 계대의 마지막과 
둘째 계대에 빈도가 더욱 감소하 다. 배양은 처음 한 개의 primary 
culture plate로 시작하여 각 3개씩 계대해서 두 번째 계대로 9개의 plate를 
얻었다. 골수 단핵구를 각각 비슷한 confluent로 1×107개의 세포들을 포함

하게 plating 한 이후로, 100∼500개의 부착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를 가
지고 시작한 하나의 primary culture는 두 번째 계대에 이르러서는 1∼3 
×106개 이상의 세포로 증폭되었다. FGF-2 유전자를 삽입하여 이식 직전 
DAPI처리를 통해 이식할 세포들을 표시하 다. DAPI로 표지되어 이식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는 이식 3일째 이식부위 심장 절편에서 blue fluo- 
rescence로 강한 DAPI 양성을 나타내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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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orphology of rat MSCs in in vitro culture. Most adherent 
MSCs are practically fibroblastic in morphology and some polygonal cells 
were contained after 6-week culture. Magnification, ×100.

Fig. 2. MSCs graft in isogenic rat recipient heart 3 days after implantation. 
H&E, Haematoxylin and Eosin stain; DAPI epifluorescence(blue fluorescence) 
of implanted MSCs. Magnificatio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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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수 간엽 줄기 세포로부터 심근세포 특이적 유전자 발현 조사

배양중인 골수 간엽 줄기 세포와 이식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가 DAPI 
양성으로 확인된 심근의 이식부위에서 심근세포의 특징적인 유전자의 발

현을 RT-PCR을 통해서 확인하 다. 4주간 배양한 골수 간엽 줄기 세포에
서 ANP와 BNP 유전자를 주형으로 하여 골근육세포(Skeletal myocyte)와 
심장조직으로부터 분리된 심근세포를 비교하 다(Fig. 3). 4주간 배양한 골
수 간엽 줄기 세포에서는 정상적인 심장조직에서와 같이 ANP와 BNP 유전
자 둘 다 발현됨을 알 수 있었으나, 골근육 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
또한, 이식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DAPI 양성으로 확인된 심근의 이
식부위에서 α-MHC, β-MHC 및 α-skeletal actin 유전자 발현 및 심근세포 
특이적 전사 인자인 Nkx2.5와 GATA4 유전자 발현이 확인되었다(Fig. 4).

3. FGF-2 유전자가 삽입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생육 조사

FGF-2 유전자를 삽입한 경우, 골수 간엽 줄기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FGF- 
2의 양이 대조군에 비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또한, 분비된 
FGF-2에 의한 이식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생육 증가를 대조군과 비교
한 결과, 대조군(50±3 cells/mm2)에 비해 FGF-2 유전자를 삽입한 군(80±5
cells/mm2)에서 DAPI로 염색된 생존하고 있는 이식된 세포수가 약 60 %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1).

4. 냉동 손상 부위의 심근에 이식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특성 
조사

냉동 손상을 준 부위에서 심근이 괴사(necrosis)되어 반흔조직으로 얇아
진 부분(myocardial thinning and scaring)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Fig. 6), 골
수 간엽 줄기 세포를 이식한 4주 후 심장을 적출하여 관찰한 결과 이식
한 세포들이 생존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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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ression of atrial natriuretic peptide(ANP) and brain natriuretic 
peptide(BNP) in MSCs. Total RNA was isolated from rat heart muscles
(HM), cultured MSCs and skeletal muscle(SM). After DNase treatment, RT- 
PCR was performed, as described in Methods, for ANP and BNP. Both ANP 
and BNP are specially expressed in cardiac muscle and MSCs.

Fig. 4. Expression of cardiomyocyte-specific genes and transcription factors in 
MSCs. Total RNA was isolated from normal rat heart muscle (HM) and 
implanted MSCs in isogenic cryo-injured recipient hearts(0, 2 and 4 weeks 
after implantation). After DNase treatment, RT-PCR was performed, as desc- 
ribed in Methods, for α-myosin heavy chain(α-MHC), β-myosin heavy chain
(β-MHC), α-skeletal actin, Nkx2.5/Csx, and GATA4 in implanted MSCs. Heart 
muscles(HM) was used a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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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surement of FGF-2 secreted in the culture medium. MSCs were 
transfected with an CMV based expression vector encoding the FGF-2. After 
72 h transfection, the amounts of FGF-2 secreted into media was detected at 
490 nm by using FGF-2 ELISA kit.

 Table 1. Comparison of DAPI-labelled MSCs with or without FGF-2 
gene in the host myocardium

MSC (n=5) MSC+FGF-2 (n=5)

Number of DAPI-labelled cell 50±3 80±5

*Cell number was counted in implanted area(mm2) under the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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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hotography of cryo-injured rat heart. A. Myocardial infarction was 
induced in cryo-injury, B. Sections of the infarcted region show myocardial 
thinning and scaring changes.

Fig. 7. MSCs grafts in isogenic rat recipient hearts 4 weeks after implantation. 
MSC H&E, Haematoxylin and eosin stain; DAPI, DAPI epifluorescence pho- 
tomicrographs; TnT-Texas red, Expression of troponin T molecules; Cav2.1- 
FITC, Expression of voltage-gated Ca2+ channel. Magnification,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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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후, 4주가 지나서도 생존하고 있는 골수 간엽 줄기 세포가 형광검
사에서 DAPI 양성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들 생존하고 있는 세포의 표현형
은 면역조직화학법에 의해 확인되었다(Fig. 7 & 8). 같은 microscopic field
에서 DAPI와 Texas Red image를 같이 보기위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excitation filter를 사용하 다. DAPI가 표지되어 있는 이식된 골수 간엽 줄
기세포에서 troponin T분자(MF20 primary Antibody와 Texas Red conjugated 
2`Antibody를 사용)에 대해 양성으로 염색되었으며, 심근세포에 특이적인 
voltage- gated Ca2+ channel의 발현도 양성으로 염색되었다(Fig. 7).
이식된 부위에서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분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심
근세포에 특이적인 troponin T와 voltage-gated Ca2+ channel의 발현이 FGF-2 
발현 유전자가 삽입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를 이식한 경우에 대조군에 

비해 증가되었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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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fferential expressions of the cardiac specific markers in cryo- 
infarcted hearts implanted MSCs with or without FGF-2 gene. DAPI, DAPI 
epifluorescence photomicrographs; TnT-Texas red, Expression of troponin T 
molecules; Cav2.1-FITC, Expression of voltage-gated Ca2+ channel of MSC- 
derived donor cells in specimens taken 4 weeks after implantation. Magnifi- 
cation,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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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현재까지 손상된 심근세포의 재생을 목적으로 세포이식을 시행할 때, 
이식할 대상이 되는 세포로는 골격근아세포,17 배아 줄기 세포,18 골수 간
엽 줄기세포,19 조혈모세포,20 혈액 및 골수 유래 내피 생성 세포21등이 있

다. 특히, 골수는 체중배엽으로부터 유래된 다양한 기능을 지닌 간엽 줄
기 세포를 함유하고 있는데, 골수 간엽 줄기 세포는 골수에서 중배엽성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어 중배엽성 줄기 세포로 불리기도 한다. 골수 간
엽 줄기 세포는 조절된 실험관상의 조건하에서 multiple mesenchymal lineage
로의 분화가 가능한데, 이는 여러 가지 중엽 조직의 복구나 유지에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이들 세포들은 지방, 연골과 뼈, 심근과 근육 
세포를 포함하는 간엽 계열(mesenchymal lineage) 세포들로 실험실(in vitro)
과 생체내(in vivo)에서 분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23 이러한 골수 
간엽 줄기세포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데, 첫째 골수 간엽 줄기 세포는 성
체 골수 세포에서 얻어질 수 있다.24 둘째, 다른 골수 줄기 세포주에서 보여
졌던바와 같이 분화하는데, endoderm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직 mesoderm
으로 분화한다.25 셋째, 골수 간엽 줄기 세포는 섬유아세포와 유사한 접착
력을 가지고, 높은 성장률을 가지며, 백혈구 억제 인자와 같은 값비싼 사이
토카인의 첨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배양이 용이하다.23 이러한 특징
들 때문에 골수 간엽 줄기 세포는 심근재생을 위한 세포 이식에  적합한 

세포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도 이들 골수 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하 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서 골수의 간엽성 줄기세포를 불멸화된 
단일종의 fibroblast-like cells를 얻을 때까지 반복해서 계대 배양한 다음, 
DNA에서 methyl기를 제거(demethylizing)하는 시약인 5-azacytidine을 지속
적으로 처리하면, 심근생성 세포주(cardiomyogenic cell line, CMG)를 얻을 
수 있으며, 이들 CMG 세포는 myotube를 형성하고, 분화된 CMG myotube
는 초미세구조상에서 잘 조직된 sarcomeres, central nuclei를 가지며, atrial 
granules, mitochondria를 포함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6 전기생리학적 방법
에 의해 sinus node-like action potentials와 심실의 심근에서 보이는 활동 
전위를 구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 myotube가 심실 심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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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표현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27 분화된 myotube는 태아 심실 형
태를 유지해 주는 MLC-2v와 ANP, BNP, 낮은 농도의 α-MHC와 α-cardiac 
actin을 발현하 다.28 그리고 미분화된 CMG 세포에서 심장 특이적인 전
사 인자의 유전자 발현이 초기 심장 발생 단계와 유사함을 보고하 다.29 
본 연구에서도 백서의 골수로부터 유래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를 계대배양

을 통해 동일한 형태의 세포군을 얻었으며, 4주간 배양한 골수 간엽 줄기
세포에서는 정상적인 심근세포에서와 같이 ANP와 BNP 유전자 둘 다 발현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백서 한 개체 당 획득한 골수 단핵구 3∼6×107개

로부터 100∼500개의 골수 간엽 줄기 세포를 얻었으며, 이들 골수 간엽세
포의 수는 두 번째 계대에 이르러서는 1∼3×106개 이상의 세포로 늘어났

다. 이러한 결과는 심근의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충분한 수의 골수 
간엽 줄기 세포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최근에는 세포이식과 병행하여 새로운 혈관형성(angiogenesis)과 이식된 
세포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VEGF같은 성장인자를 발현하는 유전자
를 삽입(transfection) 한 후에 이식하는, 이른바 세포이식과 유전자치료의 
병합요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골격근아세포에 VEGF를 발현하는 
유전자를 유전자 조작에 의해 삽입한 후, 심근에 이식할 경우 이식된 세
포의 생존과 심근 기능회복의 향상이 보고 되었으며,13 VEGF나 FGF등의 
이러한 효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14,15 FGF-2의 경우는 주로 중
배엽성(mesodermal) 조직인 동맥의 내피세포와 평활근세포, 섬유아세포, 
상피세포 그리고 신경세포 등의 발생과 분화,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30-33 특히 FGF단독으로 새로운 혈관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30-32 또한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배양액에 FGF-2
를 첨가하면 이들의 자기 복제능력(self renewal), 분화능력(differentiation)
과 생존 기간(life span)을 증가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34 또 다른 연구
에서는 허혈성 손상을 준 피부 반(skin flap)에서 FGF-2를 발현하는 유전
자를 삽입한 골격근아 세포를 이식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 현저한 이식세
포의 생존과 혈관형성의 증가를 보고하 다.16 본 연구에서는 골수 간엽 
줄기세포를 냉동 손상된 심근에 이식하 으며, FGF-2 유전자를 삽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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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GF-2 유전자를 삽입한 골수 간엽 줄기 세포를 이식한 경우 심근세
포 특이적인 troponin T와 voltage-gated Ca2+ channel의 발현이 대조군에 
비해 증가되었으며, 이식 4주 후 생존하고 있는 이식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수가 대조군에 비해 증가되었다. 즉 FGF-2 유전자의 삽입이 이식
된 세포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심근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함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식직전에 이식할 세포를 DAPI로 표시하 는데, 형광
염료인 DAPI는 세포생물학의 연구에서 세포 인식자로서 사용되어왔다.35 
DAPI는 이중가닥 DNA에 대해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 세포의 핵을 
염색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 세포에 대해 독성이 없고 세포내 소기관의 
구조를 변형시키지 않는다.
작은 포유동물에서의 심실근육에서는 발생학적 스위치라는 것이 있는

데, 태생기에는 β-MHC와 α-skeletal actin의 발현이 우세하고 출생 시에는 
α-MHC의 발현이 더 우세하다.29 본 연구 결과 이식된 골수 간엽 줄기 세
포는 β-MHC와 α-skeletal actin을 주로 발현하 으며, 이는 이식 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가 태생기의 심실심근세포의 표현형을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이식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는 분화된 심근세포의 특이적 전사 
인자인 Nkx2.5와 GATA4도 발현하 는데,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이식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의 분화 단계는 심근 -전구세포와 분화된 심근세포
의 중간 단계에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손상된 심근의 변연부에 골수 간엽 줄기 세포를 이식할 경우, 
이식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가 심근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고 FGF-2 유전자 삽입이 이식세포의 생존을 향상시키고, 심근세포로의 분화
를 촉진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식된 세포와 숙주 
심근세포사이의 기능적 연결과 이를 통한 혈역학적인 개선이 가능한지는 확

인할 수 없었다. 향후, 이식한 골수 간엽 줄기 세포가 숙주의 심근세포와 gap 
junction을 통해서 기능적으로 연결되는지, 심근의 수축과정에서 숙주의 심근
세포와 동시성(synchronized contraction)을 갖는지, 그리고 이러한 세포 이식치
료를 통해서 혈역학적 개선이 가능 한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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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1) 4주간 계대 배양한 골수 간엽 줄기 세포에서 정상적인 심근세포에서
와 같이 ANP와 BNP 유전자 모두 발현됨을 확인하 다. 

2) 냉동손상 변연 부위에 골수 간엽 줄기 세포를 이식하 을 때 이식 4
주 후에도 DAPI-표지된 이식 세포들이 생존하며, α-MHC, β-MHC, α- 
skeletal actin과 심근세포 특이적 전사인자인 Nkx2.5 그리고 GATA4 유전
자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동일한 microscopic field에서 DAPI와 심
근세포에 특이적인 troponin T, voltage-gated Ca2+ channel의 발현이 양성이
었다.

3) FGF-2 발현유전자를 삽입한 경우 FGF-2의 분비량이 증가하 고,  
troponin T와 voltage-gated Ca2+ channel의 발현도 증가되었으며, 이식세포
의 생존율도 증가되었다. 즉 FGF-2 발현 유전자의 삽입이 이식세포의 생
존과 심근세포로의 분화를 증가 시켰다.

종합 해보면, 냉동 손상된 심근의 변연부에 골수 간엽 줄기 세포를 이
식할 경우 이식된 골수 간엽 줄기 세포가 생존하여 심근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고, FGF-2 유전자 삽입이 이식세포의 생존 및 
심근세포로의 분화를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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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ell transplantation into the hearts of the 
rats with a cryoinjury: Combined with gene therapy

Kihwan Kwo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angsoo Jang)

 Loss of cardiomyocytes in the myocardial infarction leads to regional 
contractile dysfunction, and necrotized cardiomyocytes in infarcted ventricular 
tissues are progressively replaced by fibroblasts to form scar tissue. To 
restore dead myocardium, we have isolated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s (MSCs) in vitro and the FGF-2 gene were transfected into the isolated 
cells to enhance cell survival and differentiation after implantation. In in vitro 
culture, the isolated stem cells formed the colonies with fibroblast-like 
morphology after 2-week cultivation. They expressed atrial natriuretic peptide, 
brain natriuretic peptide, isoforms of contractile protein genes, such as myosin 
heavy chain, and α-actin, and cardiomyocyte-specific transcription factors, Nkx 
2.5/Csx and GATA4. For the promotion of survival of implanted MSCs, 
FGF-2 gene was transfected into the MSCs by LIPOFECTAMIN PLUSTM 
reagent. The level of secreted FGF-2 into the culture medium was increased 
in the MSCs containing FGF-2 gene compared with the control MSCs 
containing lacZ (150±18 pg/ml VS. 21±5 pg/ml). In in vivo studies, 4 weeks 
after implantation of the MSCs on the cryo-injured host myocardium, viable 
cells labeled with 4',6-diamidino-2-phenylindole was identified in 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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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cardium. The survival rate of MSCs containing FGF-2 gene was increa- 
sed at the ratio of 60%, compared with the control MSCs containing lacZ 
and the expression levels of troponin T and voltage-gated Ca2+ channel were 
increased in the MSCs containing FGF-2 gene compared with the control. 
Our studies indicated that locally delivered MSCs containing FGF-2 gene can 
reconstitute dead myocardium effectively.

Key Words: Mesenchymal stem cell; FGF-2; Cryo-inju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