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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척수손상백서에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와 

제대조혈모세포의 이식이 신경계의 기능회복에 미치는 향

현재까지 척수손상 후 신경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

으나, 척수손상치료에는 제한이 있으며, 특히 척수신경조직이 파괴된 경우

에는 치료에 한계가 있다.

최근 신경줄기세포가 배양조건에 따라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한 중추신경조직의 재생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제대조혈모세포를 이용하는 경우 윤리적인 문제점 

없이 보다 쉽게 줄기세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는 향

후 척수손상환자에게 제대조혈모세포를 이용한 척수의 새로운 재생 치료방

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실험은 백서의 흉추부 척수에 중등도의 외상을 가하여 척수손상 백서모

델을 만든 후, 1주 후에 손상된 흉추부 척수에 배양 배지만을 투여한 실험

대조군을 만들고, 다른 두 집단은 제대조혈모세포를 단독으로 이식하거나 

또는 제대조혈모세포와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를 함

께 이식한 후, 백서의 신경학적 기능의 개선을 행동검사로 확인하 다. 이

식 8주 후에는 이들의 척수 조직을 채취하여 이식한 제대조혈모세포가 신

경계 세포로 분화되었는지의 여부를 이중 면역형광 염색으로 확인하 고, 

또한 손상된 축삭이 재생되었는지의 여부를 후향적 수초추적 염색방법으로 

확인하 다.

척수손상백서에 제대조혈모세포와 BDNF를 이식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2 -

1. 제대조혈모세포를 이식한 경우, 신경학적 기능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

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평균적으로 이식 1주 후부터 지속적으로 대조군에 

비해 보다 더 개선되었다.

2. 손상 1주 후 제대조혈모세포와 BDNF를 이식한 경우, 이식 1주 후부터 

신경학적 기능이 대조군과 제대조혈모세포를 단독으로 이식한 군에 비해 

평균적으로 보다 더 개선되었으며 (P<0.05), 이식 8주 후인 최종단계에 있

어서도 대조군과 제대조혈모세포를 단독으로 이식한 군에 비해 보다 더 개

선되었다 (P<0.001).

3. 제대조혈모세포 이식 8주 후, 이식한 제대조혈모세포가 신경계 세포로 

분화되었음을 BrdU (Bromodeoxyuridine)와 GFAP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및  MAP-2 (Microtubule associated protein 2) 이중 면역형광 염

색으로 확인하 으며, 또한 투여한 제대조혈모세포내의 신경줄기세포를 

Nestin 염색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 제대조혈모세포의 신경계 세포 분화에 있어서 BDNF를 투여한 경우와 

투여하지 않은 군 간에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5. 손상된 신경축삭돌기의 재생을 확인하기 위해 후향적으로 축삭돌기를 

염색한 결과 제대조혈모세포를 이식한 경우 대조군에 비해 손상된 신경축

삭돌기가 더 재생되었고, 특히, BDNF를 함께 투여한 경우는 신경축삭돌기

가 보다 더 재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척수손상부위에 제대조혈모세포를 이식한 경우 이식한 

제대조혈모세포가 신경계 세포로 분화되고, 이로 인해 신경학적 기능이 대

조군에 비해 보다 더 개선되었으며, 특히, BDNF를 제대조혈모세포 이식과 

동시에 투여한 경우는 이식 초기단계부터 신경학적 기능 개선이 더욱 향상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대조혈모세포와 BDNF를 함께 이식한 경우 이식한 제대조혈모세포가 신

경계 세포로 분화되며, BDNF는 손상된 신경축삭돌기를 보다 더 많이 재

생시켜서 신경학적 기능이 점차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 다. 하지만, 향후 

제대조혈모세포 중 보다 많은 세포가 신경계 세포로 분화할 수 있도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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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세포로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연구와 더불어 손상된 신경축삭돌기가 

보다 더 활발하게 회복 및 재생되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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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되는 말 : 제대조혈모세포, 세포이식. 척수손상, BD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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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백서에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와 

제대조혈모세포의 이식이 신경계의 기능회복에 미치는 향 

<지도교수 조 용 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구 성 욱

Ⅰ. 서  론

최근까지 연구되고 있는 척수손상에 대한 치료는 신경세포의 이차손상

에 대한 봉쇄방법의 하나로 각종 약물을 이용한 신경조직의 과흥분성에 의

한 독작용 (excitotoxicity)을 봉쇄하는 치료, 척수손상 후 동반되는 염증반

응을 최소화시키는 치료, 손상부위에 발생하는 아폽토시스를 억제하는 치

료 및 각종 신경세포와 신경조직 또는 신경 양인자 (neurotrophic factor)

들을 이식하거나 조직생체공학을 이용함으로써 단절된 신경계의 기능을 회

복시키려는 치료방법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
1-5

신경세포이식은 손상된 척수부위에 태아신경조직을 이식하는 신경조직

이식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이식이 연구되고 있다. 이식

된 태아신경세포가 수여자의 신경과 신경연접을 이루고, 이들 이식된 세포

로부터 유리된 각종 화학적 매개물질들이 손상된 신경조직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6-8
 그러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만큼 충

분한 양의 태아신경조직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에 신경줄기세포이식을 통한 손상된 

신경의 재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골수조혈모세포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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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혈액내의 조혈모세포가 주로 대두되고 있다.
9
 하지만 성인의 골수조혈

모세포보다는 전분화능 세포가 더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제대 혈액내의 조

혈모세포를 이용하면 좀 더 신경계 세포로의 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제대 혈액내의 조혈모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이식

은 최근 들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이지만 아직도 연구해야 할 문

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첫째, 제대 혈액내의 조혈모세포의 분화가 조절되지 

않은 형태 (disorganized pattern)로 다양한 분화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식된 제대 혈액내의 조혈모세포가 적절한 기능을 하는 신경계 세포로 제대

로 분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비록 중추신

경계가 면역학적으로 거부반응이 덜 일어나는 장기로 알려져 있으나 자신

의 세포가 아닌 타인의 제대 혈액내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경우 이식한 

세포가 거부반응 없이 생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대 혈액내의 조혈모세포가 이식한 신경조직 내에서 신경계 세포로 분

화되어 생존하는 지에 대한 여부는 이중 면역형광 염색으로 확인할 수 있

으며, 손상된 축삭돌기의 재생은 후향적 수초추적 염색으로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BBB (Basso, Beattie, and Bresnahan)운동평가척도를 측정함으

로써 제대 혈액내의 조혈모세포 이식 후 척수손상백서가 신경학적으로 개

선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서 신경세포의 생존과 신경근의 성장

에 향이 있는 것으로 Neurotrophin-3 (NT-3)와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경 양인

자들은 생체 내 반감기가 짧아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이러한 신경 양인자들을 지속적으로 

병변부위에 투여하기 위해서 신경 양인자 유전자를 섬유모세포 내에 삽입

하여 신경손상부위에서 신경 양인자가 지속적으로 분비되도록 하는 유전

공학 방법이 이용되기도 하 고, 지속적인 신경 양인자의 분비를 위해 투

여할 부위에 관을 미리 삽입한 후 지속적으로 신경 양인자를 투여할 수 

있는 펌프장치들을 고안하여 사용하기도 하 다. 하지만 신경 양인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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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를 섬유모세포 내에 삽입한 후 이를 신경조직에 이식하는 경우 이식한 

세포가 종양세포로 분화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

경 양인자를 투여하는 장치를 생체에 이용할 경우 염증의 발생위험이 매

우 높다. 이에 본 저자는 조직생체공학을 이용하여 BDNF를 Fibrin glue와 

섞어 함께 투여함으로써 부작용 없이 BDNF가 생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분

비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제대 혈액내의 조혈모세포와 BDNF를 척수손상부위에 

투여한 후, 제대 혈액내의 조혈모세포가 신경계 세포로 분화되어 신경학적 

운동기능이 개선되는 지 여부를 관찰하 으며, BDNF가 제대조혈모세포의 

신경계 세포분화와 신경학적 운동개선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또한, 

BDNF를 투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새롭게 각광 받는 조직생체공학을 이

용함으로써 척수손상백서에 쉽고 안전하게 신경 양인자를 투여하는 새로

운 실험모델을 제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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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동물모델 제작

실험동물로는 Sprague-Dawley계 백서 (체중 300 ~ 350g) 15마리를 사

용하 다. 실험동물에 pentobarbital sodium 50mg/kg를 복강 내로 주입하

여 마취시키고 30x20cm 아크릴판에 올려놓은 후, 흉 요추부위 피부의 털

을 전기면도기로 완전히 제거하 다. 척추의 정중선을 따라 피부를 절개하

고 제 9, 10 흉추의 척추 후궁 절제술 (laminectomy)을 시행하 다. 제 6 

흉추부터 제 12 흉추까지 척추 돌기를 확인하고, Impactor (NYU Spinal 

cord contusion system)를 떨어뜨릴 위치인 제 9, 10 흉수 부위를 경막이 

완전한 상태로 노출시켰다. 그 후 동물을 Impactor에 올려놓고 spinal 

clamp로 척추 돌기를 고정하 다. Impactor rod를 천천히 내려서 rod가 

spinal cord의 표면에 닿은 지점 (0점)을 확인하고 25mm 지점에 직경 

2.5mm, 무게 10g인 rod를 위치시킨 후, release pin을 잡아당겨서 척수손상

을 준 후 monitor상에 나타나는 척수손상 매개 변수들 (spinal cord 

contusion parameter)을 확인하여 높이, 속도, 압축비율 (compression rate, 

dD/dt)이 모두 일정 범위에 해당한 것만을 선택하 다. 그 후 동물의 손상 

부위를 봉합하고 항생제 (kanamycin, 0.6cc/Kg)를 근육 주사한 뒤 온도 조

절 장치가 부착된 heating pad (homeothermic blanket, Harvard, MA, 

USA)에 올려놓아 마취에서 깰 때까지 체온을 36 ~ 37˚C로 유지하 다. 마

취에서 깨어난 이후에는 상 22±2˚C의 조건에서 사육하 고, 신경인성 방

광에 의하여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복강을 눌러 

소변을 빼주었다. 

척수 손상 후 1일째와 손상 7일째에 BBB 운동평가척도를 측정하여 척

수손상 후 1일째에는 BBB 운동평가척도 점수가 0 또는 1 이 다가 수상 

후 7일째에는 BBB 운동평가척도 점수가 5 - 7점으로 호전된 백서만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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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상으로 하 으며 양발의 운동능력이 2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제

외함으로써 척수손상의 정도를 표준화하 다.

2. 제대조혈모세포의 이식 전 처리

인간제대혈액내의 조혈모세포를 추출하기 위해서 건강한 성인 산모로부

터 정상 질식 분만 후 제대정맥에서 헤파린 처리한 주사기를 사용하여 약 

100cc 가량의 제대혈을 채취하 다.

제대혈 25ml를 부피가 1:1이 되도록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GIBCO BRL)으로 희석한 뒤 원추형 시험관에 담긴 20ml Ficoll-Hypa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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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형성된 저 비중의 단핵구층을 Pasteur 

pipette으로 흡입하여 새로운 시험관에 옮긴다.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GIBCO BRL)으로 2회 세척하여 단핵

구를 얻는다. 분리한 세포는 10ml의 골수배양배지 2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BRL, Carlsbad, CA)이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a (DMEM, GIBCO BRL, Carlsbad, CA)배지, 100U/ml penicillin, 100

㎍/ml streptomycin에 1ml당 5x10
6 
세포 도로 분주한 뒤 3일째 

bromodeoxyuridine (BrdU, Sigma, St. Louis, MO)를 첨가하여 3㎍/ml의 

농도가 되도록 하 다.

3. 제대조혈모세포 이식과 BDNF 투여

척수손상 받은 백서를 척수손상 1주일 후 다시 척수손상 동물모델 제작 

시와 같은 방법으로 마취한 후 이미 척수손상을 입은 제 9, 10 흉수부위를 

조심스럽게 노출한 후 다음과 같이 척수손상 백서를 다음과 같이 세 집단

으로 나누어 실험하 다. Group A-Dulbecco's Modification of Eagle's 

Medium (DMEM; GIBCO BRL) 배지 20㎕를 척수손상을 입은 제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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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수 중앙부위에 micropippet를 이용하여 투여한 후 근육, 피하조직 및 피

부를 층을 맞추어 봉합하 다. Group B-제대조혈모세포 5x10
6
/㎕, 20㎕를 

척수손상을 입은 제 9, 10 흉수 중앙부위에 micropippet를 이용하여 투여한 

후 근육, 피하조직 및 피부를 층을 맞추어 봉합하 다. Group C-제대조혈

모세포 5x10
6
/㎕, 10㎕와 8㎍의 BDNF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 5㎕를 fibrin glue (Greenplast, Greencross PBM, Korea) 5㎕와 함

께 척수손상을 입은 제 9, 10 흉수 중앙부위에 micropippet를 이용하여 투

여한 후 근육, 피하조직 및 피부를 층을 맞추어 봉합하 다 (Table 1).

BDNF를 우선 0.1% bovine serum albumin (BSA; Sigma)을 포함한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GIBCO BRL)에 녹인 후, 최종 농도를 8

㎍/5㎕로 만든다. BDNF 8㎍(5㎕)을 fibrinogen (Greenplast, Greencross 

PBM, Korea)  2.5㎕에 섞어 척수손상을 입은 제 9, 10 흉수 중앙부위에 

주입한 후 바로 thrombin (Greenplast, Greencross PBM, Korea) 2.5㎕를 

동일부위에 주입하 다.

이식할 제대조혈모세포는 이식하기 2일전에 제대조혈모세포 표식인자로 

BrdU (Bromodeoxyuridine) 2µM (µ㏖)을 세포배양 배지에 첨가함으로써 

proliferation하는 제대조혈모세포를 먼저 tagging하 으며, 이식 시 제대조

혈모세포 세포수는 5x10
6
/㎕ 이상인 것만을 사용하고 세포 이식 전 trypan 

blue exclusion assay방법으로 cell viability를 측정하여 80% 이하의 세포

는 사용하지 않았다. 제대조혈모세포 이식 시 면역거부반응을 억제하기 위

해 세포이식 2일전부터 cyclosporin A (1mg/100gm)를 이식 후 8주째까지 

투여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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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groups

Groups No. of rats

Group A.  Media

Group B.  Huma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Group C.  Huma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 BDNF

5

5

5

4. 행동검사

실험에 사용한 척수손상백서는 척수손상의 정도가 부분 척수손상의 기

준치에 해당되는 백서만을 선정하기 위해서 척수손상 후 1일째에는 BBB 

운동평가척도 점수가 0점 내지 1점 이 다가 수상 받고 7일이 경과한 후에

는 BBB 운동평가척도 점수가 5점에서 7점으로 호전되었으며, 양발의 운동

능력이 2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은 백서만을 사용하 다. 수상 후 7일째에 

부분 척수손상을 입은 백서에 Media, 제대조혈모세포, 또는 제대조혈모세

포와 BDNF를 함께 투여하 다. 투여 후 7일째마다 세 집단의 척수손상백

서에 대해 BBB 운동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이식 후 8 주째까지 신경학적 

증상의 개선을 확인하 다.

5. 병리학적 검사

가. 이중 면역형광 염색방법

8주 동안 BBB 운동평가척도로 신경학적 증상의 개선을 확인한 후 백서

를 깊이 마취시키고 실험동물의 심장에 생리식염수 및 4% 

paraformaldehyde를 관류시켜 희생시킨 후 척수손상부위를 조심스럽게 적

출하고, 조직을 10% formalin에 넣어 고정한 뒤 파라핀에 포맷된 조직 블

록을 5㎛의 두께로 절편하여 coating 슬라이드에 부착하 다. 면역형광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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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BrdU에 대한 항체 (sheep poly-Ab, 1:100; Biodesign, Saco, Maine)와 

Nestin (mAb, 1:100, Chemicon, Temecula, CA), GFAP (mAb, 1:100; 

Sigma, St. Louis, MO) 또는 Microtubule associated protein 2 (MAP-2, 

mAb, 1:100; Sigma, St. Louis, MO)를 반응 시킨 후 이차항체로 Texas 

red가 결합되어있는 anti-sheep antibodies (anti-sheep poly-Ab, 1:200;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와 Fluoresceinisothiocyanate 

(FITC)가 결합되어있는 anti-mouse antibodies (1:200;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를 반응시킨 후 confocal microscope 

(Bio-Rad, Hercules, CA)으로 검경하 다.  

나. 후향적 수초추적 염색방법

척수손상부위를 가로질러 상위척수신경의 수초를 확인하기 위해 염색을 

시행하 다. 이식 8주 후 척수손상 받은 백서를 척수손상 동물모델 제작 

시와 같은 방법으로 마취한 후 이미 척수손상을 입은 제 9, 10 흉수 부위

보다 하위 부위인 제 1 요추부위 척추후궁을 제거한 후 fluorogold (FG: 

Fluorochrome, Denver, CO, USA)를 micropippet를 이용하여 

postero-median vein 양 옆 0.5mm 부위 척수에 1.2mm 깊이로 0.5㎕씩 조

심스럽게 투여한 후 근육, 피하조직 및 피부를 층을 맞추어 봉합하 다. 

fluorogold를 투여한 후 1주일째에 척수손상백서를 희생시킨 후 뇌조직을 

조심스럽게 적출하고, 조직을 고정한 뒤 5㎛의 두께로 절편하여 

gelatin-coating 슬라이드에 부착하 다. 각각의 세 집단에 대해서 raphe 

nucleus, red nucleus 부위를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100배로 fluorogold 

양성세포를 검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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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처리

대조군, 제대조혈모세포 이식 군, 제대조혈모세포 이식과 동시에 BDNF

를 투여한 군, 각각에 대해서 이식 시점부터 이식 후 8주까지 BBB 운동평

가척도 점수를 매 주마다 측정하여 세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지의 여부를 

ANOVA test로 통계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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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행동검사결과

대조손상군, 제대조혈모세포를 이식한 군, 제대조혈모세포와 BDNF를 

함께 이식한 군에서 척수손상 후부터 이식 후 8주까지 매주 BBB 운동평

가척도를 시행한 결과 척수손상 후 1주째에는 양측 뒷발의 BBB 운동평가

척도 평균점수가 Group A, B, C 모두 6.2점으로 각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P-value 1.00). 하지만 이식 1주 후에 대조손상군, 제대조혈모세포를 이식

한 군, 제대조혈모세포와 BDNF를 함께 이식한 군의 BBB 운동평가척도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Group A, B, C가 각각 6.9점, 7.4점, 8.1점으로 대

조군보다는 제대조혈모세포를 이식한 군에서, 또 단독으로 제대조혈모세포

를 이식한 군보다는 제대조혈모세포와 BDNF를 함께 이식한 군에서 통계

학적으로 의의있게 BBB 운동평가척도 평균점수가 호전되었으며 (P<0.05), 

각각 우측과 좌측 뒷발에 대해 따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통계적 의의는 없

었지만 좌측의 경우, Group A, B, C가 각각 6.8점, 7.4점, 8.0점이었으며, 

우측의 경우는, Group A, B, C가 각각 7.0점, 7.4점, 8.2점으로 평균 점수에

서 이식 후 초기에 특히, BDNF를 투여한 군에서 신경학적인 개선이 뚜렷

이 있었다. BBB 운동평가 최종단계인 이식 후 8주째에는 양측 뒷발의 

BBB 운동평가척도 평균점수에 있어서 Group A, B, C가 각각 11.0점, 11.8

점, 13.5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의의있게 제대조혈모세포와 BDNF를 함께 이

식한 군에서 다른 두 군보다 BBB 운동평가척도 평균점수가 호전되었으며 

(P-value <0.001), 단독으로 제대조혈모세포를 이식한 군도 대조군보다는 

BBB 운동평가척도 평균점수가 높았다 (Table 2) (Fig 1).



*

**

- 14 -

Table 2. BBB scores of each group

Group A Group B Group C

Right Left Average Right Left Average Right Left Average

Injection 6 6.4 6.2 6.2 6.2 6.2 6.2 6.2 6.2

1 weeks 6.8 7 6.9 7.4 7.4 7.4 8 8.2 8.1

2 weeks 7.6 7.6 7.6 8 8 8 9.2 9.2 9.2

3 weeks 8 8.4 8.2 9 9 9 9.8 10 9.9

4 weeks 8.4 8.6 8.5 9.2 9.2 9.2 10.6 10.6 10.6

5 weeks 8.6 9.4 9.0 9.8 9.8 9.8 11.4 11.4 11.4

6 weeks 9.4 10 9.7 10.4 10.6 10.5 12 12.2 12.1

7 weeks 10.4 10.8 10.6 11.6 11.4 11.5 12.8 13.6 13.2

8 weeks 11 11 11 11.8 11.8 11.8 13.2 13.8 13.5

4

5

6

7

8

9

10

11

12

13

14

Inj ection 1 wk 2wks 3wks 4wks 5wk s 6wks 7wk s 8wks

Group A Group B Group C

Fig. 1. BBB Scores of each group

The transplanted group with huma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with 

BDNF was more improved BBB locomotion scores rather than other 

groups since 1 week after transplantation* (P<0.05).

8 weeks after transplantation, the transplanted group with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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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with BDNF was more improved BBB 

locomotion scores rather than other groups** (P<0.001).

2.  병리학적 검사결과

가. 이중 면역형광 염색결과

척수손상 후 제대조혈모세포를 투여한 후 8주가 지난 뒤 척수손상분절

을 포함한 상하 2개 척추분절의 척수에 대해서 이중 면역형광 염색을 시행

하 다. 

이식한 세포가 줄기세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Nestin 염색을 하 으며, 

이식한 제대조혈모세포가 신경계 세포로 분화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서 GFAP와 MAP-2 염색을 하 다. 그 결과 이식한 제대혈액 단핵구층

내에 줄기세포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이 제대조혈모세포가 신경계 세포로 

분화하 음을 조직학적으로 확인하 다.

제대조혈모세포를 단독으로 이식한 군과 제대조혈모세포와 BDNF를 동

시에 이식한 군에서 BrdU와 Nestin, BrdU와 GFAP, BrdU와 MAP-2를 이

중 면역형광 염색한 결과, 모두에서  이중 면역형광 염색 양성세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제대조혈모세포와 BDNF를 동시에 이식한 군의 경우 제대조혈모세포로 

추정되는 단핵구층 (5x10
6
/㎕)을 10㎕ 투여하 으며, 제대조혈모세포만을 

단독으로 투여한 경우는 단핵구층 (5x10
6
/㎕)을 20㎕ 투여함으로써 이식되

었다고 추정되는 제대조혈모세포는 제대조혈모세포를 단독으로 투여한 경

우가 제대조혈모세포와 BDNF를 동시에 투여한 군에 비해 2배 더 이식되

었는데 조직학적 검사결과는 Nestin 이중 면역형광 염색은 물론이거니와 

GFAP와 MAP-2 이중 면역형광 염색에 있어서도 제대조혈모세포만을 단

독으로 투여한 군이 제대조혈모세포와 BDNF를 동시에 투여한 군에 비해

서 양성세포가 더 많이 확인됨으로써 BDNF 투여가 줄기세포의 신경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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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분화에는 별 향을 주지 못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2).

A B C

GFAP MAP2 Nestin

D E F

GFAP MAP2 Nestin

Fig 2. Double immunoflorescence staining

Double immunoflorescence staining of BrdU and GFAP, MAP-2, and Nestin 

by confocal microscope (Bio-Rad, Hercules, CA) (A, B, C : X100  D, E, 

F : X400). A, D : BrdU-GFAP positive cells were seen o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injection site. B, E : BrdU-MAP-2 positive cells were seen 

o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injection site. C, F : BrdU-Nestin positive 

cells were seen o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injection site. (Scale bar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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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향적 수초추적 염색결과

척수손상 후 각각의 Group에 대해서 손상된 수초의 재생을 확인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fluorogold를 이용하여 후향적으로 수초를 추적염색하

다. 세 Group의 실험 백서 중 각각 2마리에서 후향적 수초추적 염색을 시

행한 후 fluorogold 양성세포수의 평균을 구한 결과 Group A, B, C에 따라 

Red nucleus에서는 fluorogold 양성세포가 각각 5개, 12개, 14개로 나타났

으며, Raphe nucleus에서는 각각 4개, 14개, 16개로 나타났다. 제대조혈모

세포와 BDNF를 동시에 이식한 군의 경우는 제대조혈모세포로 추정되는 

단핵구층 (5x10
6
/㎕)을 10㎕ 투여하 으며, 제대조혈모세포만을 단독으로 

투여한 경우는 단핵구층 (5x10
6
/㎕)을 20㎕ 투여함으로써, 제대조혈모세포

는 제대조혈모세포를 단독으로 투여한 경우가 BDNF와 동시에 투여한 군

에 비해 2배 더 이식되었다. 하지만, Red nucleus와 Raphe nucleus에서 시

행한 후향적 수초추적 염색결과는 제대조혈모세포를 단독으로 투여한 군보

다는 BDNF와 동시에 투여한 군에서 더 많은 수의 fluorogold 양성세포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척수손상백서에서 BDNF가 손

상된 수초의 회복 및 재생에 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AA

A1 

Raphe Nucleus Raphe Nucleus Raphe Nucleus 

B1 C1 

  
Red Nucleus Red Nucleus Red Nucleus 

A2 B2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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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trograde labeling of brain stem neurons.

A1, B1, C1 : Fluorogold-axon staining of Group A, B, C in the raphe 

nucleus.

A2, B2, C2 : Fluorogold-axon staining of Group A, B, C in the red 

nucleus.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transplantation promoted axonal 

regeneration in the raphe nucleus and red nucleus. Especially the 

increased amount of FG-positive neurons was seen i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with BDNF injection group rather than simple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transplanta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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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현재까지 신경줄기세포는 혈액계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며, 골수줄기세

포와 제대조혈모세포가 증식 및 분화하여 근육 및 심근세포, 골격세포, 간

세포, 교세포, 신경세포로 분화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10-14
 특히, 신경계 

세포로의 분화에 대한 연구로 제대조혈모세포와 골수줄기세포를 분리하여 

세포 배양한 결과 NeuN, Neurofilament, MAP-2, GFAP, beta-tubulin III, 

Gal-C 등과 같은 신경계 세포 표식인자가 양성인 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제대조혈모세포와 골수줄기세포가 신경계 세포로 분화가 가

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10,14-17

본 연구는 골수줄기세포보다 다양한 세포로의 분화를 기대할 수 있으

며, 또한 보다 쉽게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제대조혈모세포를 척수손상

백서의 척수손상부위에 이식하 으며, 특히, 이식 시 신경손상의 회복에 도

움이 된다고 알려진 BDNF를 fibrin glue와 함께 투여함으로써 BDNF의 

효과를 관찰하 다. 그 결과, 이식한 제대조혈모세포가 신경계 세포로 분화

하 음을 확인하 으며, 또한 후향적 수초추적 염색에서 제대조혈모세포를 

이식한 경우 손상된 수초가 회복 및 재생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

고, 특히, BDNF를 제대조혈모세포와 함께 이식한 경우 손상된 수초가 보

다 더 회복 및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 운동기능회복의 척도로 사용한 BBB 운동평가척도는 세 단

계로 나누어져 초기 회복단계, 중간 회복단계, 마지막 회복단계의 총 21점

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 회복단계는 다리에서 발까지의 관절의 움직임을 

점수화하고 있으며, 중간 회복단계는 걸음걸이 (step)의 회복 여부를, 마지

막 단계는 사지 걸음걸이의 전체적인 조화와 꼬리의 회복 상태를 점수화한 

것으로 현재까지 척수손상백서의 운동기능회복에 관한 척도는 BBB 운동

평가척도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18-21
 이에 본 저자도 BBB 운동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척수손상 후 양측 뒷발의 신경학적 기능개선을 조사하 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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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의 표준화를 위해 척수손상을 준 후 척수손상 매개 변수들, 즉, 높

이, 속도, 압축 비율이 모두 일정 범위에 해당한 것만을 선택하 으며, 

BBB 운동평가척도 점수를 측정하여 척수손상 후 1일째에는 0 - 1 점이

다가 수상 후 7일째에는 5 - 7점으로 호전되었고 양측 뒷발의 운동능력의 

차이가 2점 이하로 표준화된 중등도 척수손상백서만을 연구대상으로 하

다.

대조손상군, 제대조혈모세포를 단독으로 이식한 군, 제대조혈모세포와 

BDNF를 함께 이식한 군에서 척수손상 후 1주부터 8주까지 매주 BBB 운

동평가척도를 시행한 결과 척수손상 후 1주째에는 양측 뒷발의 BBB 운동

평가척도 평균점수에 차이가 없었지만 (P-value 1.00), 이식 1주 후에는 대

조군보다는 제대조혈모세포를 이식한 군에서, 또 단독으로 제대조혈모세포

를 이식한 군보다는 제대조혈모세포와 BDNF를 함께 이식한 군에서 통계

학적으로 의의있게 BBB 운동평가척도 평균점수가 호전되었다 (P<0.05). 

따라서 제대조혈모세포와 BDNF는 각각 1주 이내의 척수손상 초기단계에

서부터 척수손상백서의 신경학적인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제대조혈모세포와 BDNF를 동시에 투여한 군에서 두드러지게 신경

학적 개선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 두가지를 동시에 투여할 경우 서로 

상승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경줄기세포는 신경손상 후 소실된 신경조직의 대체 역할을 함과 동시

에 Nerve Growth Factor (NGF), BDNF, Glial cell line-Derived 

Neurotrophic Factor (GDNF)와 같은 여러 가지 신경 양인자들을 분비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2
 NT-3, BDNF, FGF, NGF와 같은 신경 양인

자들은 신경손상 후 수초의 재생에 향을 주어 척수손상백서의 신경학적 

기능을 일부 회복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13,22-25

중뇌동맥 허혈성 뇌손상백서에 허혈성 뇌손상을 일으키고, 24시간이 경

과한 후에 허혈성 뇌손상 주변부위에 골수세포와 BDNF를 동시에 투여한 

경우, 골수세포가 생존 및 분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행동검사 상 뚜렷하게 

신경학적 개선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 다.
26
 또한, 척수손상백서에 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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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줄기세포를 이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배아신경줄기세포와 GDNF를 

척수손상 2주 후에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 신경손상부위가 더욱 더 줄어들

고 BBB 운동척도 수치도 보다 더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7

본 실험 결과를 보면 이식 1주 후 제대조혈모세포를 단독으로 또는, 제

대조혈모세포와 BDNF를 함께 투여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운동기능이 

보다 더 개선되었는데 이는 이식 후 1주 단계에서 이식한 제대조혈모세포

가 신경계 세포로 분화되어 척수손상백서의 운동기능이 회복되었다기보다

는 제대조혈모세포 이식 시, 여러 가지 신경 양인자들이 제대조혈모세포 

이식과 함께 투여되었으며 이러한 신경 양인자들의 향으로 말미암아 손

상된 수초들이 보다 더 회복되어 이식 1주 단계에서부터 제대조혈모세포를 

이식한 군에서 신경학적인 호전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대조

혈모세포 이식과 함께 BDNF를 외부에서 추가로 투여한 경우는 신경손상 

초기단계에서 보다 강력하게 손상된 수초를 회복시킴으로써 제대조혈모세

포를 단독으로 이식한 군보다 더 신경학적으로 호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식 1주째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제대조혈모세포를 이식한 군이 

대조군에 비해, 또한 제대조혈모세포와 BDNF를 함께 이식한 군이 제대조

혈모세포를 단독으로 이식한 군에 비해서 BBB 운동평가척도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호전되었으며, 이식 8주째에 시행한 BBB 운동평가척도 평

균점수도 통계학적으로 의의있게 제대조혈모세포와 BDNF를 함께 이식한 

군에서 다른 두 군보다 평균점수가 호전되어 나타났다 (P<0.001). 이는 아

마도 이식한 제대조혈모세포가 신경계 세포로 분화되고, 앞서 언급한 대로 

제대조혈모세포 이식 시 함께 투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신경 양

인자들의 지속적인 효과로 인하여 신경학적 기능이 호전되었을 것으로 추

정되었다. 특히 fibrin glue와 함께 투여한 BDNF는 투여 1주 후 뿐 아니

라,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손상된 수초를 회복 및 재생시켰을 것으로 생각

된다. 하지만 조직학적 검사 결과 BDNF는 신경계 세포분화에는 뚜렷한 

향이 없었다. 따라서, BDNF의 운동신경능력 호전효과는 손상된 수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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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회복 및 재생효과가 주요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BDNF의 손상된 수초에 대한 회복 및 재생효과와 이식한 제대조혈모세

포의 신경계 세포로의 분화가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켜 제대조혈모세포와 

BDNF를 함께 이식한 군에서 보다 더 두드러지게 신경학적 기능이 호전되

었으리라고 생각된다.

Houweling 등은 부분적으로 절단한 척수손상백서에 BDNF를 척수손상

과 동시에 1회 투여한 후 BBB 운동평가척도를 측정한 결과, BDNF를 투

여한 군에서 척수손상 및 BDNF 투여 1일째부터 의미 있게 운동능력에 호

전이 있었으며 그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로 감소하 으나 첫 1주 동

안은 BDNF를 투여한 군에서 의미있는 운동능력의 호전을 관찰할 수 있었

다고 보고 하 다. 하지만, 수상 4주 후에 시행한 조직학적 검사 상에서 척

수손상의 크기에는 두 군 간에 별 차이가 없었으며 BDNF 투여 초기 단계

에서 운동능력의 호전은 신경부종 및 세포손상의 억제와 nitric oxide 

synthase의 upregulation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 다.
28 

이중 면역형광 염색결과 제대조혈모세포를 이식한 군에서 이식한 제대

조혈모세포가 이식 8주 후 척수손상부위에서 생존해 있는 것을 이식 전 표

식인자인 BrdU 면역형광 염색으로 확인하 고, 투여된 세포가 줄기세포임

을 Nestin 염색으로 확인하 다. 또 BrdU 양성세포가 GFAP 및 MAP-2 

이중 면역형광 염색에서도 양성으로 나타남으로써 이식한 제대조혈모세포

가 신경계 세포로 분화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McDonald와 Howard는 유전학적으로 다양하게 분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 배아줄기세포를 손상된 척수에 이식한 후 배아줄기세포가 희돌기

세포로 분화하고 손상된 척수에서 축삭이 수초화되는 것을 관찰하 으며,
29
 

희돌기전구세포와 배아줄기세포를 척수손상백서에 이식한 후 희돌기세포와 

수초화된 축삭으로 분화되는 것을 보고하 고, 신경줄기세포를 이식한 경

우 신경세포와 희돌기세포로 분화가 일어나며, 이로 인해 신경학적인 개선

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 다.
29-30
 또한, 척수손상백서에 human schwann 

cell과 FGF-fibrin glue를 투여한 경우 이식한 grafts 내로 수초가 재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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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보고하 다.
31

척수손상백서에 신경줄기세포를 단독으로 또는 신경 양인자들과 함께 

이식하는 경우 이식의 시기는 척수손상 직후보다는 손상 2-4주후가 손상 

받은 척수의 microenvironment 향으로 이식한 세포의 생존과 세포분화

에 있어서 최적의 시기라고 보고되었다.
4,13,32-34

 본 실험에서는 손상후 1주

후에 제대조혈모세포와 BDNF를 동시에 투여함으로서 기존에 보고된 실험

보다는 이른 시기에 이식하 으나 세포생존과 분화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Woerly 등은 척수손상 3개월 후 백서에 NeuroGel (biocompatible 

polymer hydrogel)을 손상부위에 투여한 경우 polymer gel 을 따라 수초화

되며, 이와 함께 신경조직이 재생되어 신경학적인 개선이 일어난다고 보고

하 다.
5

척수신경손상의 세포치료방법은 이식한 세포로 하여금 손상된 척수기질

을 대체하거나, 손상된 축삭을 재수초화하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특

히 척수손상부위에 신경줄기세포를 이식할 경우 이식한 세포가 

oligodendrocyte와 astrocyte로 분화하여 axonal pathways에 integration 함

으로서 axon의 재생 및 remyelination에 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

다.
6,13,29,30,34-37

한편, 제대조혈모세포에 있어서 신경계 세포로의 분화를 촉진시키기 위

해서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와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hEGF)를 7일 이상 투여하면서 세포배양을 하면 신경계 세포로의 

분화가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다.
15
 따라서 향후 척수손상 백서모델에서 척

수손상부위에 제대조혈모세포를 이식함에 있어서, bFGF와 hEGF를 함께 

투여해 봄으로서 이식한 제대조혈모세포가 보다 더 많이 신경계 세포로 분

화되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신경학적으로 더 호전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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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척수손상 백서모델에서 척수손상부위에 제대조혈모세포를 이

식한 경우 이식한 제대조혈모세포가 신경계 세포로 분화되고 그로 말미암

아 척수손상된 백서에서 신경학적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BDNF를 제

대조혈모세포 이식과 동시에 투여한 경우에는 이식 초기단계부터 신경학적 

기능이 보다 더 개선되었고, 이식 8주 후에는 두드러지게 신경학적 기능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BDNF를 투여한 경우와 투여하지 않은 경우

에 제대조혈모세포의 신경계 세포 분화에 있어서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

으나, 후향적 수초추적 염색결과에서 보면 BDNF를 투여한 경우 수초의 

회복 및 재생이 매우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대조혈모세

포는 척수손상백서에서 이식 후 신경계 세포로 분화되어 신경학적 기능을 

개선시키며, BDNF는 척수손상 초기단계부터 손상된 수초의 회복 및 재생

에 향을 주어 신경학적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

대조혈모세포와 BDNF를 함께 이식할 경우 척수손상 초기단계부터 BDNF

가 손상된 수초를 회복시킴으로써 신경손상이 억제되며, 그 후 점차로 이

식한 제대조혈모세포가 신경계 세포로 분화되면서 일부 소실된 신경세포가 

대체되어 신경학적 기능이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향후 이식한 

제대조혈모세포 중 더 많은 비율이 신경계 세포로 분화할 수 있도록 세포

분화를 촉진시키는 연구와 더불어, 척수손상 초기단계에서 BDNF가 수초

의 손상을 억제하는 기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척수손상 초기단계에서 

축삭의 손상을 더욱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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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nctional recovery after huma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transplantation with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into the spinal cord injured rat 

Sung Uk Kuh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ng Eun Cho)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recover the neuronal function from 

spinal cord injuries, but there were some limitations in cases of neural 

tissue destruction in spinal cord.

Nowadays, the neural stem cell has been noted that it has 

pluripotency to differentiate into various neural cells. The huma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is more pluripotent rather than neural 

stem cell and it also can be more easily obtained. So, the huma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can be more frequently used for the 

treatment of spinal cord injured patients in the future.

Moderate degree of spinal cord injured Sprague-Dawley rats were 

classified to Group A, Media injected into the cord injury site, Group B, 

Huma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transplanted into the cord injury 

site, and Group C, Huma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with BD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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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lanted into the cord injury site. The BBB locomotion scores was 

checked to evaluate the functional recovery in 3 groups until 8 weeks 

after transplantation, and then finally checked neural cell transformation 

of huma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with double 

immunofluorescence staining and axonal regeneration with retrograde 

labeling of brain stem neurons by fluorogold.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huma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transplanted group was 

more improved rather than control group in every weeks after 

transplantation, but it ha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2. The transplanted group with huma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with BDNF was more improved BBB locomotion score rather than 

other groups since 1 week after transplantation (P<0.05). And finally, 8 

weeks after transplantation, the transplanted group with huma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with BDNF was more improved BBB 

locomotion score rather than other groups (P<0.001).

3. The transplanted huma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s were 

differentiated into various neural cells and it confirmed by double 

immunoflorescence staining of BrdU and GFAP & MAP-2 staining.

4. The BDNF has no effect on huma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differentiation to various neural cells.

5. The axonal regeneration was more promoted i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with BDNF injection group rather than other groups in the 

retrograde labeling of brain stem neurons by fluorogold.

Our results demonstrated that huma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can 

be differentiate to neural cells and induce motor function improvement 

in cord injured rat models. Especially, the BDNF has effectiven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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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logical function improvement in early stage of cord injury.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huma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with BDNF transplantation has recovery effects of the neurological 

deterioration in early stage of cord injury and repair effects owing to 

neural cell differentiation of human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 and 

regeneration effects of injured axon. Further study is necessary to 

enhance a large proportion of stem cells enable to differentiate into 

neural cells and also enhance the recovery and regeneration of injured 

a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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