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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급성 백혈병 및 재생불량성 빈혈에서 골수기질세포의 성상 및 

유전자 발현

정상적인 조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골수의 미세환경을 이루고 

있는 세포 요소들인 기질세포와 골수전구세포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조혈세포의 증식이 억제되거나 생

성부전인 혈액 질환이 있을 때, 기질세포의 변화가 동반되거나 병인

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급성 백혈병 환자와 재생

불량성 빈혈 환자의 골수와 정상인의 골수로부터 내피세포가 풍부한 

기질세포를 분리하여 각 군 간의 조성 변화를 비교하고, 조혈모세포

의 체외배양시 기능적인 차이를 보이는지와 유전자 표현상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급성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 및 정상 골수 공여자의 골수

로부터 내피세포가 풍부한 기질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하 으며, 이를 

보급세포(feeder layer)로 하여 정상인의 조혈모세포 체외배양을 실시

하 다. 분리된 기질세포의 성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유세포분석 및 

면역형광염색법으로 BODIPY-FL-AcLDL stain과 CD34, CD105, 

CD29, CD31, CD44, KDR 등의 발현 정도를 분석하 으며, DNA 칩

을 이용한 유전자 발현 측정을 위하여 mRNA를 분리하 다. 정상 조

혈모세포의 체외배양 성적은 배양 7일 및 14일째 조혈모세포의 수를 

측정하고, 배양된 조혈모세포 가운데 CD34+CD38- 세포수를 측정함

으로써 평가하 다. 유전자 프로파일 검사는 17,000개의 유전자가 배

열된 마이크로어레이를 사용하여 시행하 으며, 정상과 백혈병, 백혈

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과 정상의 세 가지 조합으로 

각각 3회씩 반복하여 시행하 다.

골수기질세포는 골수로부터 분리한 직후 3-5% 으며, 이를 배양

하여 보급세포로 사용할 수 있는 골수기질세포주를 확립할 수 있었

다. 정상 골수로부터 채집한 골수기질세포를 24 well plate에 2 x10
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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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넣어 일차 배양시  plate에 90% 이상 차게 되는 시기는 약 5일

이 소요된 반면, 급성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의 경우 5일까지도 

90%이상 증식하지 못했다. 골수기질세포의 단클론항체에 대한 성상 

발현에 세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항CD34항체, 항KDR항체 등에 양

성을 보여  혈관내피세포의 특성을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혈

모세포의 체외배양 성적은 정상인에 비하여 급성 백혈병 및 재생불량

성 빈혈 환자의 기질세포의 증식능이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재생불

량성 빈혈군의 경우 분화 정도가 심하 다. 유전자 프로파일 검사 결

과 세포 접촉이나 조혈촉진에 관한 대부분의 유전자 발현이 세 군간 

차이가 없었으나, 급성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군에서 Jagged 1  유

전자의 발현이 감소되어 있었으며, 재생불량성 빈혈군에서 Fibroblast 

Growth Factor 2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이 급성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에서 정상인에 

비하여 골수기질세포의 조혈촉진 기능이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 세포의 표현형의 차이는 없었지만 일부 유전자의 표

현 정도가 차이를 보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들 유전자의 

발현 정도의 차이가 골수의 조혈부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명함으

로써 이들 혈액 질환에서 골수기질세포의 역할이 보다 분명히 밝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조혈, 골수기질세포, 급성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기

능적 결함, 유전자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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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백혈병 및 재생불량성 빈혈에서 골수기질세포의 성상 및 

유전자 발현

<지도교수 김 현 옥>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 규 은

Ⅰ. 서론

골수에서 정상적인 조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골수내의 조혈세

포간 및 조혈세포-기질세포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조혈전구세포의 증

식 및 분화가 필수적이다.
1
 이러한 상호작용의 요소로는 혈관내피세포

를 비롯한 기질세포의 각종 사이토카인(cytokine) 분비와 조혈세포-기

질세포간의 접촉에 필요한 세포 부착 분자(cell adhesion molecule, 

CAM)의 발현을 들 수 있다.
2-4
 CD34+ 조혈전구세포들은 integrin 

family (CD49d/VLA-4, CD11a/LFA-1, CD11b), selectin 

(CD62L/L-selectin), 면역 로불린 (CD54/ICAM, CD58/LFA-3) 및 

proteoglycan (CD43, CD44) 등의 다양한 CAM을 발현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5-9
 근래에는 조혈전구세포의 CD34 항원 자체가 말단 부위

에 당질 구조인 sialyl-Le
x
 (CD15)를 표현하며, 조혈전구세포와 기질

세포간의 상호 작용을 매개하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10-13
 이러한 세

포표면항원들이 조혈전구세포의 귀소, 자기증식 및 분화에 정확히 어

떤 작용을 하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차단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실험들의 결과 CAM이 조혈모세포를 기질세포에 부착시키는

데 직접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14

이처럼 골수의 조혈기능은 조혈모세포 자체도 중요하지만, 골수의 

미세환경을 이루고 있는 섬유아세포, 지방세포, 조골세포, 파골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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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 대식세포 및 혈관내피세포들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15
 이러한 기질세포가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빈혈과 같은 각종 혈액질환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1980년대 골수 내피세포주의 확립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

고된 이후로,
16-18
 골수나 다른 조직에서 기원한 혈관내피세포주에 

granulocyte/macrophage-colony-stimulating factor (GM-CSF), 

interleukin (IL)-3, IL-6, stem cell factor (SCF) 등의  사이토카인을 

첨가하는 방법을 이용한 조혈모세포의 배양 및 생체외 증폭에 관한 

연구들에서 인체나 동물 기원 혈관내피세포주들은 조혈모세포의 배양

성적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해 왔다.
19-23
 배양 성적의 판단에는 

CD34+ 또는 CD34+CD38- 세포수의 측정, 2차 배양, 동물 실험을 통

한 골수 재증식능 등 비교적 간단한 평가 방법이 사용되며, 결과는 

모두 다양한 기원을 갖는 조혈모세포나 내피세포주를 배양에 사용하

는 방법 자체를 평가하는 순서를 밟는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조혈세

포의 증식이 억제되거나 생성부전인 혈액 질환이 있을 때, 기질세포

의 변화가 동반되거나 병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급성 백혈병 환자와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의 

골수와 정상인의 골수로부터 기질세포를 분리하여 각 군 간의 조성 

변화를 비교하고, 조혈모세포의 체외배양시 보급세포(feeder cell)로서 

사용하 을 때 배양 결과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평가함으로써 혈액 질

환에서의 기질세포의 성격과 병인과의 연관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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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성인 환자로서 급성 

백혈병 및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된 환자들의 골수 검체를 실험 대

상으로 하 으며, 정상 대조군으로는 골수이식 공여자 골수를 사용하

다. 

2. 방법

가. 골수에서 기질세포의 분리 및 배양 방법

Rafii 등
24
의 방법에 따라 내피세포가 풍부한 골수기질세포를 분리

하 다. 흡인된 골수 검체를 50 units/mL 헤파린 채혈관에 채취한 후 

Buffer A (1mM EDTA를 포함하는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Biowhittaker, Rockland, ME, USA)로 2배 희석한 후, 40 μm의 

stainless steel filter (Spectrum Laboratories, Inc.)로 여과하여 

nonstromal elements 를 제거하 다. 여과지에 붙어있는 골수입자들

을 Buffer A 용액을 50mL을 사용하여 씻어주고, vortex를 이용해 떼

어낸 후 0.1% collagenase 를 37°C에서 5분간 처리하고 1500 rpm에

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기질세포를 획득하 다. 분리된 기질세포는 

즉시 배양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80°C에서 냉동보관 후 필요할 때 

마다 해동하여 사용하 다. 보급세포로의 기질세포로 배양은 

Medium199 (Gibco-BRL, Grand Island, NY, USA), 5 units/mL 

heparin (Gibco-BRL), 20% fetal bovine serum (JBI), 10 ng/mL 

vascular endothelial cell growth factor (VEGF, Upstate), 2 mM 

L-glutamine (Gibco-BRL), 100 units/mL penicillin (Gibco-BRL), 

100 g/mL streptomycin (Gibco-BRL) 조성을 갖는 내피세포 배양배

지에 7일간 배양하 다. 배양된 기질세포의 성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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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IPY-acLDL (Molecular Probe)의 stain 과 CD34, CD105, CD29, 

CD31, CD44, KDR 등의 항체를 이용한 면역형광염색으로 세포 표현

형의 발현 정도를 조사하 다. 

나. CD34+ 세포의 분리

(1) 제대혈 채집

정상 분만한 10명의 건강한 산모로부터 제대혈을 채집하 다. 분

만 후 제대를 이중으로 결찰하고 소독한 후 제대를 절단하 으며, 태

반이 만출되기 전 제대정맥에서 CPDA-1 (citrate, phosphate, 

dextrose, adenine-1) 25 mL이 포함된 채혈백(녹십자, 서울, 한국)을 

사용하여 제대혈을 채취하 다.

(2) 단핵구 분리

채취된 제대혈을 0.6 % ACD-A가 포함된 HBSS로 4배 희석한 

후, 동량의 Ficoll-Hypaque (비중 1.078, Pharmacia Biotech, Uppsala, 

Sweden)을 가하여 400 g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단핵구층을 분리하

다. 분리된 단핵구는 HBSS로 2회 세척한 후 hemocytometer를 이

용하여 세포 수를 측정하 으며, 세척이 끝난 단핵구는 PBE (50M 

EDTA와 1% FBS를 포함하는 pH 7.4의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 부유하 다. 

 

(3) CD34+ 세포의 분리

CD34+ 세포의 분리는 Querol 등의 방법
25
을 약간 변형하여 시행

하 다. CD34+ 세포는 분리된 단핵구로부터 high-grade magnetic 

field와 mini-MACS column (Miltenyi Biotech, Auburn, CA, USA)을 

이용한 superparamagnetic microbead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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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핵구를 PBE 300 uL 당 10
8
개로 조절하여 부유시킨 다음, 세

포 10
8
개당 100 uL의 Fc 수용체 차단 시약(사람면역 로불린)과 100 

uL의 자석 입자가 부착된 항CD34항체를 첨가하여 30분간 냉장 온도

에서 반응시킨 후 세척하 다. 

세포를 배양하는 중에 MACS 원주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 다. 금

속판에 자석 입자를 부착한 다음 원주를 부착하고, 이를 PBS로 1회 

세척한 다음 사용하 다. 500 uL의 반응시킨 단핵구는 잘 부유시켜서, 

30 μm 여과장치(Pre-Separation Filter, Miltenyi Biotech, Auburn, 

CA, USA)가 부착된 원주에 투과시켜 죽은 세포와 불순물을 제거하

다. 이후 원주로부터 배출된 CD34
-
 분획은 버리고 원주 내에 잔류

하는 CD34
+
 분획을 회수하 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원주로 세포 

분리를 반복하 다. 잔류 세포의 분리는 원주에 500 uL 의 PBE를 첨

가한 후 자석 입자로부터 원주를 분리시키고 플런저로 어서 방출시

키는 과정을 2회 반복하여 방출되는 모든 세포 분획을 회수하 다. 

유세포분석기(EPICS XL, Beckman-Coulter Inc., Miami, FL, USA)로 

세포의 순수도 및 회수율을 측정하 다.

다. 각 질환별 기질세포를 보급세포로 이용한 제대혈 유래 

CD34+ 세포와의 배양(coculture) 

Rosler E 등
26
의 방법을 변형하여 시행하 다. 각 질환별로 기질

세포를 24 well plate에 5 x 10
4 
세포를 넣고 5% CO2에서 48시간 배

양 후 plate에 80%이상 차게 된 경우 2000 cG의 방사선조사를 하여 

각 질환별 기질세포를 보급세포로 사용하 다. 질환별, 개인별 기질세

포의 체외 배양 속도에 차이가 관찰되었기 때문에 급성백혈병과 재생

불량성 빈혈 환자인 경우 기질세포의 배양속도가 늦어 기질세포를 이

용한 보급세포를 만들기 위해 정상인으로부터 채집한 골수기질세포보

다 1일 정도 먼저 배양을 시작하여 80% 이상 차게되는 경우 사용하

다. 급성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및 정상인의 골수로부터 분리된 

기질세포를 보급세포로 사용하여 보급세포 위에 제대혈로부터 분리한 

CD34+ 세포를 최종 농도 4 x 10
4
/mL로 조정하여 20% fetal bo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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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um이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JBI)

에 다양한 조합의 사이토카인을 첨가하여 well 당 500 uL를 넣어 1주

일간 단기배양을 시행하 다. 보급세포를 넣지 않은 대조군을 함께 

시험하 다. 

사이토카인은 stem cell factor (SCF, Endogen, Woburn, MA, 

USA) 10 ng/mL, flt3- ligand (FL, PeptroTech Inc., Rocky Hill, NJ, 

USA) 25 ng/mL 및 thrombopoietin (TPO, PeptroTech Inc., Rocky 

Hill, NJ, USA) 5 ng/mL를 첨가하여 37°C에서 5% CO2 배양기에 배

양하 다. 7일 후 세포를 배지로 세척하고 비부착 세포를 수거하여, 

trypan blue로 염색한 뒤 hemocytometer로 부유 세포 수를 측정하여 

그 증가를 비교하 다. 

라. 각 질환별 기질세포의 유전적 profile 분석

(1) 기질세포로부터 RNA 추출

각 검체로부터 Trypsine-EDTA (0.5mM EDTA, Gibco-BRL)을 

이용하여 부착세포를 떼어내어 pH 7.4의 PBS로 씻어준 후, RNeasy 

mini kit (Qiagen, Valencia, CA, USA)을 이용하여 total RNA를 분

리, 정제하 다. Total RNA의 양과 질을 분광광도계, 전기 동 및 

BioAnalyzer 2100 (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USA)를 이

용하여 결정하 다. 

(2) RNA 증폭

(가) 첫 번째 cDNA strand 합성

2 μg의 총 RNA를 사용하여 첫 번째 증폭에 사용하 다. 각 질환

군 및 정상 cDNA는 microarray 분석을 위하여 2명씩 pooling하 다. 

RNA template와 2 μg의 oligo-dT24/T7 primer (5'-GGCCAGTGAA 

TTGTAATACGACTCACTATAGGGAGGCGG-3')를 9 μ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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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se-free water에 넣었다. RNA/primer 혼합물을 65°C에서 

denaturation을 10분간 시킨 후 얼음에서 5분간 냉각시켰다. RNA 용

액에 5X first strand buffer (250 mM Tris-HCl, pH 8.3, 375 mM 

KCl, 15 mM MgCl2, Invitrogen, Carlsbad, CA, USA) 4 μL, 0.1M 

DTT (Invitrogen, Carlsbad, CA, USA) 2 μL, SuperScript II RT 

(Invitrogen, Carlsbad, CA, USA) 2 μL, 10 mL dNTP mix 2 μL, 그

리고 RNAsin 1 μL를 가하고, 혼합액을 42°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

켰다.

(나) 두 번째 cDNA strand 합성

첫 번째 반응이 끝난 혼합물에 RNase free water 91 μL, 5X 

second strand buffer 30 μL, 10 mM dNTP mix 3 μL, DNA ligase 

10U, DNA polymerase I 4U, RNase H 2U를 가하고 16°C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T4 DNA polymerase를 가하고 16°C에서 5분

간 반응시키고, 1M NaOH 10 μL와 0.5M EDTA 10 μL를 가하여 반

응을 중단시켰다. 65°C에서 10분간 둔 뒤 Tris-HCl (pH 7.5) 25 μL를 

가하여 중화시켰다. Phenol : chloroform : isoamyl alcohol (25:24:1)을 

이용하여 이중 cDNA를 추출하고 1 μL의 Linear acrylamide (0.1 μg/

μL)의 존재하에 에탄올로 침전시켰고, 건조된 침전물은 9 μL의 

RNase-free water에 부유시켰다.

(다) 체외 전사

T7 MEGAscript kit (Ambion, Austin, TX, USA)을 사용하여 

double stranded cDNA로부터 mRNA를 전사했다. 75mM NTP 각 2 

μL, enzyme mix, 10X reaction buffer를 8 μL의 cDNA에 가하고 

37°C에서 5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증폭된 mRNA는 RNeasy mini kit

를 사용하여 정제하 다. RNA의 양은 분광광도계로 OD260을 읽어 

측정하 으며, agarose gel 전기 동으로 확인하 다.



- 12 -

(3) RNA labeling과 교잡반응

증폭된 mRNA 4 μg의 역전사 반응에 Cyanine 3-dUTP 혹은 

Cyanine 5-dUTP를 가하여 labeling을 시행하 다. RNA에 6 μg의 

random primer (oligo-dT primer)를 가하고, 65°C에서 10분간 반응시

켰다. RNA 용액에 5X first strand buffer 8 μL, 100mM DTT 4 μL, 

SuperScript II RT 2 μL,  20X low-dT/dNTP mix 2 μL, RNAsin 1 

μL를 가하고 42°C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남은 RNA를 가수분

해하기 위하여 0.1M NaOH 15 μL를 가하고 65°C에서 30분간 반응시

킨 후 5 μL의 HCl을 가하여 중화시켰다. Cyanine3 및 Cyanine5로 레

이블된 표식자는 QIAquick PCR Purificatio kit (Qiagen, Valencia, 

CA, USA)를 사용하여 정제하 으며, 20 μg의 사람 COT-1 DNA, 20 

μg의 효모 tRNA 및 20 μg의 poly(A) RNA와 혼합하 다. 최종적으

로 표식자는 Microcon YM-30 column (Millipore, Bedford, MA, 

USA)로 적당한 용적을 맞추었으며, 100°C에서 2분간 denaturation시

켰다. 17,000개의 인간 유전자를 포함한 cDNA chip (GenomicTree, 

대전, 한국)에 3.5X SSC, 0.1% SDS, 10 mg/mL BSA를 가하여 42°C

에서 1시간 동안 prehybridization시켰다. 각 질환군 및 정상군의 증폭

된 RNA로부터 만들어진 표식자 4 μg을 25% formaldehyde, 5X SSC, 

0.1% SDS와 함께 62°C에서 습도를 유지하면서 하룻밤 동안 반응시

켰다. 분석 디자인은 정상인/재생불량성빈혈, 재생불량성빈혈/급성백

혈병, 급성백혈병/정상인의 조합으로 각각 시행하 다. 교잡반응이 끝

난 다음 array는 2X SSC와 0.1% SDS, 1X SSC와 0.1% SDS, 0.2X 

SSC 및 0.05X SSC로 순서대로 각 2분간 세척하 고, 500g에서 원심

분리하 다.

(4) 이미지 스캔 및 자료 분석

Array는 GenePix 4000B (Axon Instruments, Union City, CA, 

USA)로 스캔하 으며, GenePix Pro 4.0으로 background signal을 제

거한 후 형광 신호를 계산하 다. 결과 분석은 within-print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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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ss function을 이용하여 normalization을 시행한 후 계층군집분석

을 하 고, SAM (Significant Analysis of Microarray) 기법으로 유의

한 유전자를 찾았으며, 유전자 발현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세포 증식, 분화, 신호전달에 관련된 유전자에 대한 차이를 개별적으

로 검증하 다.

 마. 통계학적 방법

각 군 배양된 세포의 수의 비교 및 유전자 발현의 정도를 비교하

기 위하여 Kruskal-Wallis 검정을 시행하 다. 통계학적 분석에는 

SPSS 10.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 다.



- 14 -

Ⅲ. 결과

1. 골수기질세포의 분리, 배양 및 표현형 분석

가. 분리된 골수기질세포의 유세포 분석

분리된 골수기질세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과지에 붙

어있는 골수입자에서 collagenase를 처리한 후 얻은 기질세포와 

여과지에 걸러진 hematopoietic cell fraction에 대해 각각 시행한 

유세포분석에서 골수기질세포에서는 CD45-/CD34+ 세포군이  

3-5% 관찰되었으나, hematopoietic cell fraction에서는 CD45- 

/CD34+세포군이 0.1% 미만으로 나타났다(Fig. 1).

  

     

    

Fig. 1. Flow cytometric analysis of isolated bone marrow 

stromal cells. The upper plots show relatively greater number 

of CD45-/CD34+ cell proportion (3-5%, left upper quadrant) of 

microvessel component in comparison to the hematopoietic cell 

component of lower plots (less tha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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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군에서의 골수기질세포의 배양 성적

골수로부터 분리한 골수기질세포를 배양하여 보급세포로 사용할 

수 있는 골수기질세포층을 확립할 수 있었다. 정상 골수로부터 채집

한 골수기질세포를 24 well plate에 2 x10
4
세포를 넣어 일차 배양시  

plate에 90% 이상 차게 되는 시기는 약 5일이 소요되었지만, 질환군

에서의 증식 속도는 정상군에 비하여 느렸기 때문에(P < 0.05), 90%

의 confluency를 보일 때 보급세포로 사용하 다. 8일까지의 증식된 

세포수는 Fig. 2와 같다.

Fig. 2. The mean cell counts of stromal cells after 3, 5, and 8 

days of culture (Abbreviations: L, acute leukemia; A, aplastic 

anemia; N, normal control).

다. 분리, 배양된 골수기질세포의 표현형 성상

분리, 배양된 골수기질세포의 성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한  

ac-LDL stain과 항CD34항체, 항CD105항체, 항CD29항체, 항KDR항체

와는 양성 반응을 보 으며, 항CD31항체, 항CD44항체에는 음성 반응

을 보 다. 배양된 세포들은 대부분 방추형이었으며, 각 군간 표현형

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3, Fig 4,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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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31 CD34 KDRCD31 CD34 KDR

Fig. 3. Phenotypic characteristics of bone marrow stromal 

cells after 7-day (upper figures) and 14-day (lower figures) 

culture. The predominant cells showed CD31-/CD34+/KDR+ 

characteristics with spindle shape.

 

  

························································································································

Fig. 4. The finding of BODIPY conjugated acetylated low 

density lipoprotein (ac-LDL) stain. The predominant cells were 

positively stained with ac-L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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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enotypic characteristics of cultured bone marrow 

stromal cells.

2. 제대혈에서 분리한 CD34+ 세포수와 회수율

제대혈에서 분리된 단핵구수는 1.34 (± 0.43) x 10
8
개이었으며, 

MACS system에서 회수된 CD34 양성세포의 순수도는 평균 92.5%이

었다. 이 중 CD34+/CD38- 조혈모세포는 평균 7.44%이었다. CD34 양

성 세포수는 4.22 (± 2.46) x 10
5
개로 총 단핵구의 평균 0.32%이었다

(n=10).

3. 각 질환별 골수기질세포와 CD34+ 세포의 공동배양(coculture)

급성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정상인 골수에서 채집 배양된 기질

세포를 보급세포로 하여 제대혈유래 CD34+ 세포와 1주일 배양한 후 

비부착 세포의 수는 배양 시작일의 2 x 10
4
 세포수에 비하여 급성백

혈병에서는 6.2배, 재생불량성 빈혈에서는 8.2배, 정상골수에서는 12.5

배 증가하 고, 배양 14일째 급성백혈병에서는 14.4배, 재생불량성 빈

혈에서는 33.3배, 정상 골수에서는 52.3배 증가하 다 (Table 1, Fig. 

5). 또한 재생불량성 빈혈군에서는 14일째 CD34+ 조혈모세포의 비가 

현저히 감소하 음을 알 수 있었다 (P < 0.05, Table 2). 정상골수 기

질세포군에서 배양한 경우가 총 세포수와 가장 많이 증폭되었으며 

CD34+ 세포수의 유지도 가장 높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세포가 

CD34-/CD38+로 분화하 다. 

Normal control Acute leukemia Aplastic anemia

ac-LDL + + +

CD34 + + +

CD105 + + +

CD29 + + +

KDR + + +

CD31 - - -

CD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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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 vivo expansion capacity and preservation of stem cells 

when normal and disease group's feeder cells were used (n=3).

Fig. 5. Decreased expansion capacity was observed in 

hematologic disease feeder layer groups in comparison to normal 

feeder layer group.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cell count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bbreviations: L, acute leukemia; 

A, aplastic anemia; N, normal control; no, no feeder layer).

Culture 

day
Normal Acute leukemia Aplastic anemia

Fold 

increase

CD34+/CD38- 

cells(%)

Fold 

increase

CD34+/CD38- 

cells(%)

Fold 

increase

CD34+/CD38- 

cells(%)

7 12.5±0.8 1.59±0.10 8.2±1.3 1.16±0.07 6.2±0.8 1.03±0.07

14 52.3±2.3 0.57±0.04 33.3±9.2 0.56±0.04 14.4±2.1 0.18±0.02



- 19 -

4. 골수기질세포의 유전학적 프로파일 분석 

계층군집분석 결과 정상인에 비하여 급성백혈병군과 재생불량성  

빈혈군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Fig. 6). SAM 분석에 

의하여 유의한 발현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를 검색한 결과 세

포 부착에 관계된 유전자들과 조혈촉진인자의 발현에는 차이가 없었

으나 Jagged 1  유전자의 경우 정상군에 비하여 급성백혈병군 및 재

생불량성 빈혈군에서 발현 정도가 감소해 있었으며, Fibroblast 

Growth Factor 2  유전자의 경우 재생불량성 빈혈군에서 발현 정도가 

증가해 있었다(P < 0.05, Fig. 7).

Fig. 6. Hierarchical clustering of the microarray test results 

(Abbreviations: L, acute leukemia; A, aplastic anemia; N, norm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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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fference of expression in Fibroblast Growth Factor 2  

and Jagged 1  genes in each disease group.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bbreviations: N, 

normal; L, acute leukemia; A, aplastic an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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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골수의 조혈기능의 손상으로 유발되는 재생불량성 빈혈은 조혈세

포를 손상시키는 여러 가지 외적 요인 혹은 면역 기전에 의한 것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적인 발병 기전이 확립되지 못

하고 있다.
27
 또한 백혈병과 같은 혈액종양에서 정상 조혈이 잘 일어

나지 못하는 이유를 종양세포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성장억제인자

의 향과 종양세포 자체의 증식으로 인한 공간 점유 때문으로 이해

하고 있으나, 이 역시 그 기전이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한편 조

혈 과정은 조혈전구세포 자체도 중요하지만 조혈세포의 분화 및 증식

에 향을 주는 것은 골수의 미세환경으로서 이제까지 조혈세포 자체

의 손상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비하여 골수 미세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골수 미세환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골수기질세

포로서 이들은 조혈세포와의 접촉 및 조혈촉진인자의 분비를 통하여 

조혈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조혈전구세포에 작용하

여 증식을 촉진하면서 최종 분화를 억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28
 

최근에도 stromal cell-derived factor-1 (SDF-1)과 같은 새로운 조혈

인자의 기능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29-31
 

본 연구에서는 조혈기능이 억제되거나 손상받은 혈액 질환에서 

골수 미세환경으로서 작용하는 골수기질세포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

여 골수기질세포를 분리, 배양하여 이들을 정상 조혈모세포 증식에 

이용함으로써 기능적으로 결함이 있는지 보고자 하 으며, 그 결과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의 기질세포가 정상인의 기질세포에 

비하여 조혈모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향이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역억제 치료에 반응이 좋은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에서 골수기

질세포의 조혈모세포의 증식에 대한 효과를 보는 연구는 각각의 세포

들을 분리한 다음 혼합 배양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재생불

량성 빈혈의 경우 기질세포의 기능적 이상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보고

들이 있어왔다. Juneja와 Gardner는
32
 재생불량성 빈혈에서 골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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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증식에 대한 기질세포의 기능적 결함이 있다고 했지만,  재생

불량성 빈혈 환자의 골수기질세포가 실험적으로 조혈모세포의 증식에 

있어 아무런 결함이 없었다는 보고
33
와 일부 결함이 있었다는 보고

34
 

등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 있

지 않은 상태이다. 사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조혈전구세포 자체의 

결함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으며, 기질세포의 결함에는 큰 비중을 두

지 않았다. 또한 Hotta 등
35
은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 9명 중 3명에서 

기질세포가 조혈모세포의 과립구 계열 세포의 분화를 억제하 다고 

보고했으며 그 중 한 명은 남성호르몬 치료 후 정상이 되었다고 하

다. 실제로 성공한 골수이식 후 이식을 받은 사람의 골수기질세포가 

공여자로부터 유래한 세포라는 사실
36
은 골수이식 후 혈액 질환의 치

료 효과인 조혈세포의 생착에 있어 이러한 미세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골수기질세포 가운데 이식되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중피모세포(mesenchymal stem cell)이라

는 보고도 있으며
37
, 본 연구에서 분리, 배양된 골수기질세포는 상당 

부분 내피세포와 중피모세포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제대혈

액 유래의 조혈모세포의 체외증폭에 중피모세포를 보급세포로 이용했

을 때 그 증폭 효과가 크다는 보고도 있다.
38

본 연구에서는 재생불량성 빈혈과 급성 백혈병 모두에서 기질세

포가 정상 기질세포에 비하여 감소된 조혈모세포의 증식능을 보 으

며, 특히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의 골수기질세포는 CD34+CD38- 조혈

모세포의 유지에 불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이

유에서든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의 기질세포가 조혈촉진작용에 있어 

기능적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지만, 조혈모세포의 증식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억제되는 경향을 보 기 때문

에 조혈에 있어서 필요한 인자의 질적인 변화보다는 양적인 변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한편 이들 골수기질세포의 신호전달체계 및 접촉에 관여된 유전

자들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시행한 유전자 프로파일 검사에서 환자군

과 정상인군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조혈모세포의 

분화 및 증식에 간접적으로 간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Jagged 1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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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Fibroblast Growth Factor 2 (FGF2) 유전자의 경우, 각각 환자

군에서 발현이 감소되어 있었거나, 재생불량성 빈혈의 경우 발현 정

도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Jagged 1  (JAG1) 유전자는 Notch ligand로서, Notch 단백질족은 

세포의 여러 가지 운명 결정에 필수적인 transmembrane receptor를 

encoding한다. Jagged 1  유전자는 20번 염색체의 단완 12 구역에 존

재하며,
39
 여러 가지 조직에서 발현되는데 특히 난소, 전립선, 태반, 심

장 및 혈관 관련 조직에서의 발현 정도가 강하며, 이 유전자의 돌연

변이로 알라질 증후군(Alagille syndrome)이 발생할 수 있다.
40,41
 Bell 

등은 capillary morphogenesis 과정에서 제대정맥 내피세포에서 

Jagged 1  유전자의 발현이 상향조절된다고 보고하 다.
42
 그러므로 

이 유전자의 발현 정도에 따라 조혈과정이 간접적으로 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상 내피세포에 비하여 발현 정도

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던 혈액 질환의 내피세포에서 이 유전자

가 CD34 양성 세포에 대한 증식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전자 발현 분석에서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의 내피세포에

서 발현이 증가되어 있었던 FGF2  유전자는 세포분열, 혈관형성, 신

경세포유도 등 광범위한 과정에 관여하는 fibroblast growth factor 2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를 만드는 유전자로서, 4번 염색체의 

장완(4q25-27)에 존재하며,
43
 여러 가지 조직에서 약하게 발현되지만 

뇌와 뇌하수체에서의 발현 정도가 가장 강하다.
44
 또한 사지의 발달, 

상처 치유 및 종양 성장과도 관련이 있다.
45,46
 특히 혈관형성에 있어서

는 PDGF-BB와 상승작용을 한다.
47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의 내피세포

에서 이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한 사실은 이 유전자가 CD34양성 조혈

모세포의 증식에 부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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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급성 백혈병 환자와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의 골수

와 정상인의 골수로부터 기질세포를 분리하여 각 군 간의 조성 변화

를 비교하고, 조혈모세포의 체외배양시 기능적인 차이를 보이는지와 

유전자 표현상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으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각 질환별 골수기질세포를 보급세포로 하여 CD34+ 세포와 동시

배양을 시행한 결과 정상 골수기질세포군에 비하여 급성백혈병 및 재

생불량성빈혈군의 세포증폭이 적었으며, 재생불량성빈혈군의 경우에

는 분화정도가 심하 다. 또한 각 질환별 골수기질세포의 유전학적 

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 질환군에서 Jagged 1유전자의 발현이 억제

된 것과 재생불량성 빈혈군에서 Fibroblast Growth Factor 2  유전자

의 발현이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급성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의 골수기질세포는 

정상 조혈모세포의 증식이나 분화를 유지하는 능력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는 Jagged 1  유전자나 Fibroblast Growth 

Factor 2  유전자의 발현 정도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혈액 질환에서의 골수기질세포의 역할

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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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nctional and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marrow stromal 

cells in acute leukemia and aplastic anemia

Quehn Park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un Ok Kim)

The interaction between the bone marrow stromal cells as a 

microenvironment and hematopoietic progenitor cells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maintenance of normal hematopoiesis. In this 

study, under the hypothesis that marrow stromal cells will have 

some defect in supporting normal hematopoiesis in cases with 

acute leukemia and/or aplastic anemia, the phenotypic, functional, 

and expressional differences of bone marrow stromal cells from 

acute leukemia and aplastic anemia were analyzed in comparison 

with the stromal cells from normal marrow donors.

The bone marrow stromal cells were isolated from the acute 

leukemia patients, aplastic anemia patients, and hematologically 

normal bone marrow donors. The stromal cells were cultured for 5 

days to form the feeder layer for normal hematopoietic progenitor 

cell culture. The isolated stromal cells of each group were tested 

for the uptake of BODIPY conjugated acetylated low density 

lipoprotein (acLDL), CD34, CD105, CD29, CD31, CD44, and 

KDR by immunofluorescence or flow cytometr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bnormalities exist in the bone marrow stroma in 

acute leukemia and aplastic anemia, the ability of marrow stromal 

cells to support hematopoiesis was analyzed by cocultur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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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magnetically isolated normal cord blood hematopoietic 

progenitor cells and each stromal cell line as a feeder layer. After 

inoculation of normal marrow hematopoietic stem cells onto 

preformed, irradiated stromal cells, the number of the progenitor 

cells was counted after 7 and 14 days of each culture. The fraction 

of CD34+/CD38- cell population was also determined and evaluated 

in comparison with the initial proportion of the progenitor cells. 

The genetic profile of each stromal cell line was analyzed by 

17,000-gene microarray analysis. Three kinds of combination - 

normal/acute leukemia, acute leukemia/aplastic anemia, and aplastic 

anemia/normal - were analyzed three times respectively.

The proportion of the CD45-/CD34+ stromal cell fraction after 

isolation from bone marrow was about 3-5%. After culture for 5 

days, the stromal cells from normal and acute leukemia patients 

grew more than 90% of 24-well microplate, while the stromal cells 

from aplastic anemia patients did not. Neither the 

morphological/cytological nor the phenotypic characteristics of the 

isolated stromal cells (acLDL uptake, CD34+, CD105+, CD29+, 

KDR+, CD31-, CD44-)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and showed mostly the characteristics of endothelial cells. 

On coculture assay, the proliferative capacity of progenitor cells 

with acute leukemia and aplastic anemia originated feeder layer 

groups was much lower than that of normal feeder layer group. 

Moreover, there were significantly fewer CD34+/CD38- cells in 

aplastic anemia feeder layer group. In genetic profiling, most of the 

significant genes known to be important in cell adhesion and 

hematopoiesis regulation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However, the Jagged 1  gene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acute leukemia and aplastic anemia group 

as well as Fibroblast Growth Factor 2  gene expression was 

upregulated in only aplastic anemia group. These findings sug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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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some kind of gene expression changes, which can lead to the 

stromal defect in supporting hematopoiesis, and can make a role in 

the pathogenesis of the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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