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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Ascorbic acid에 의한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 조절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는 손상된 세포의 기능이나 조직, 장기를 재생시키

는 세포치료 및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

만 추출되는 양이 적으며, 세포배양이 진행될수록 증식력과 분화능력이 급격

히 감소하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어렵다. 또한 척수손상이나 뇌졸중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줄기세포를 이식해야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질환의 경우, 

대량의 줄기세포를 짧은 시간 내에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엽줄기세

포의 증식력을 증가시키는 연구는 필수적이며, 이에 기초하여 최적의 배양조

건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scorbic acid와 bFGF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를 배양배지에 단독 및 병합 처리하여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증

식력과 분화능력의 촉진을 유도하였다. Ascorbic acid와 bFGF를 단독 및 병

합 처리한 경우 모두 세포의 증식이 증가하였으며, ascorbic acid와 bFGF를 

병합 처리 한 경우 지방세포로의 분화가 가장 잘 유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bFGF의 단독 처리와 ascorbic acid와 bFGF를 병합 처리한 경우 활성산소종

을 생성하고 ERK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를 활성화시켜 세

포의 증식을 유도하지만 bFGF는 중간엽줄기세포의 양성지표인 CD73, 

HLA-ABC, CD90의 발현을 80% 정도로 감소시키고 음성지표인 HLA-DR 발

현을 13.6%까지 증가시킨다. 또한 ascorbic acid와 bFGF를 병합 처리한 경

우 CD73, HLA-ABC, CD90의 발현이 약 68%까지 감소하였고 음성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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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A-DR은 8.6%까지 발현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bFGF는 세포의 표면항원의 

발현을 변화시키므로 임상적 적용에 부적합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ascorbic acid는 약간의 ERK활성을 통해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면서 

줄기세포 표면항원의 발현 변화를 유도시키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ascorbic 

acid는 줄기세포의 분화능 및 표면항원의 발현 변화를 유도하지 않으면서 증

식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줄기세포를 얻기 위한 

배양방법으로 bFGF와 같은 성장인자보다는 ascorbic acid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 bFGF, ascorbic acid, 증식력, 활성산소종, ERK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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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줄기세포(stem cell)는 모든 세포의 기본이 되는 세포로 여러 세포로 분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및 조직공

학은 손상된 세포의 기능이나 조직, 장기를 재생시키는 치료법 및 외과적 수

술이나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그 가능성

을 인정받고 있다.1-8

  줄기세포는 발견되는 곳에 따라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와 성

체줄기세포(adult stem cell)로 나뉜다. 배아줄기세포는 자가재생산

(self-renewal) 능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대량증식이 가능하고,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분화능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배아 초기단계인 

배반포(blastocyst)에서 세포를 얻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

며 배아줄기세포를 임상 적용할 경우 암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3,9,10

  그러나 성체줄기세포는 성체조직에서 쉽게 얻을 수 있으며,  MSC class Ⅱ

를 거의 발현하지 않고 regulatory T cells, B cells, Natural Killer cells 

(NK cells), dendritic cells에 영향을 주어 면역반응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면역거부반응이 거의 없다.11 따라서 성체줄기세포는 줄기세포의 치료 방법으

로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성체줄기세포는 대부분 중배엽 유래의 세포로 중간엽줄기세포

(mesenchymal stem cells)라 하며, 중간엽줄기세포는 골수 (bone 

marrow)12,13, 지방조직(adipose tissue)14, 섬유주(trabecular bone)15, 근육조

직(muscle tissue)16, 제대혈(umbilical cord blood), 태반(placenta), 활막

(synovium), 췌장(pancreas), 피부(skin), 폐(lung), 흉선(thymus) 등의 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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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는 자가재생산능력(self-renewal)을 가진 다분화능 세포이다.17-20 

특히 골수(bone marrow)는 중간엽줄기세포의 밀도가 비교적 높은 저장기관

으로 현재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1 

  중간엽줄기세포의 세포 표면 항원은 CD105+, CD73+, CD90+ 등의 양성 

표면 항원과 CD34-, CD45-, CD14-, CD133- 등의 음성 표면 항원으로 구

성되며, 뼈(bone), 연골(cartilage), 지방(adipose), 심장세포(cardiac muscle 

cells), 신경세포(neural cells), 골격근(skeletal muscle), 힘줄(tendon), 연결

조직(connective tissue) 등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transdifferentiation)이 

있다.14,17,22-25 뿐만 아니라 중간엽줄기세포는 growth factor, cytokines, 

chemokines, extracellular matrix protein을 생산하여 줄기세포의 생존과 증

식력을 촉진시킬 수 있고26 염증성 조직과 손상된 조직 및 암(cancer)으로 이

동하는 특이적인 능력을 가진다.

  하지만 중간엽줄기세포는 추출되는 양이 적어 대량생산이 어렵다. 또한 세

포배양을 할수록 증식력과 분화능력이 급격히 감소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배

양할 경우 염색체상의 변이를 동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27-29 

  척수 손상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의 경우처럼 짧은 시간 내에 줄기세포를 이

식해야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우 대량의 줄기세포를 짧은 시간 내

에 얻을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성체

줄기세포의 가장 필요한 연구는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세포 수를 확보하기 

위한 증식력을 증가시키는 기술이다.13,25,30-36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을 조절하는 기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줄기세포의 증식력이 유지되는 최적의 배양 조건을 개

발 할 필요가 있다.37-41 

  bFGF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는 가장 일반적인 growth 

supplement로36 세포 증식을 촉진시키고42-47, mesenchymal-derived 



3

progenitor cells의 증식력을 조절하며48, 뼈(bone), 연골(cartilage), 지방(fat)

으로 분화하는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42-47 

  ascorbic acid는 산화방지제(antioxidant)로 procollagen 합성에 관여하며, 

type I collagen 생산의 증가와 관련된 보조인자(cofactor)이다.49-52 ascorbic 

acid는 in vitro에서 지방세포(adipocytes), 조골세포(osteoblasts), 연골세포

(chondrocytes) 같은 다양한 중배엽 유래의 세포 증식을 자극하고 조절하며

53-68 중간엽줄기세포의 배양배지에 특정농도의 ascorbic acid를 첨가할 경우 

세포 성장 촉진제로 작용하여 세포의 증식력을 증가시키며, DNA합성을 촉진

시킨다는 보고가 있다.74 그러나 현저하게 높은 농도의 ascorbic acid는 오히

려 세포의 증식력을 억제하고 세포에 유해(cytotoxic)하며, 세포자살

(apoptosis)을 일으킬 수 있다.69-71

  Lin et al은 low calcium cell culture medium에 NAC (antioxidant 

compounds N-acetyl-L-cysteine)와 ASC-2P (L-ascorbate 2-phosphate)

를 함께 첨가하여 지방조직 유래의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하였으며, 이 배양

배지는 중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과 지방세포(adipocytes), 연골세포

(chondrocyte), 골아세포(osteoblasts)로의 분화능력을 증가시켰다.58

  이처럼 bFGF와 ascorbic acid는 각각 농도에 따라 증식력과 분화능력을 증

가 혹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72-74 세포 분리 및 배양에 대해 

연구자 간의 차이가 있으며 표준화된 최적의 세포 배양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

고 중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을 조절하는 기전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중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중간엽

줄기세포 배양법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성체줄기세포 자체는 새로운 암을 생성하지 않지만 다양한 성장인자를 분비

하여 기존의 암 세포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여러 성장

인자들은 세포내에서 농도에 따라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시켜 세포증식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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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이 잘 알려져 있다.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안정된 상태(낮은 농도)의 endogenous 활성산소종은 

세포 주기 조절(cell cycle regulation)과 관련 있으며75-77 적당량의 활성산소

는 세포증식 및 세포활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일정 농도 이상의 활

성산소는 산화적손상과 관련된 여러 질병의 원인 및 노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더 높은 농도에서는 세포사멸을 유도한다.79 

  이러한 보고에 근거하여 줄기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키기 위해 외부에서 첨가

된 성장인자는 세포 내에서 일정 농도 이상의 활성산소를 생성시켜 세포증식

을 조절하고 중간엽줄기세포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세포 증식력과 관련된 MAPK 활성화는 세포 내에서 생성되는 활성산

소종에 의해 활성화되며79-81 AKT는 성장인자에 의해 유도되는 survival 

signal을 조절한다.82 또한 vitamin C가 ERK 신호전달체계를 통해 내피세포

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보고가 있다.83 

  따라서 성장인자인 bFGF와 활성산소 저해제인 ascorbic acid를 단독 및 병

합처리 후 활성산소생성 정도와 증식력과 관련된 신호전달체계(ERK, AKT)를 

확인하였으며, 각각의 배양조건에서 배양된 줄기세포의 세포표면항원, 지방세

포로의 분화능력, 줄기세포 이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증식력 개선효과에 기초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표준화 방법을 확립하여 줄기세포치료제 생산 및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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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재료 및 방법

1. 세포배양 및 세포 수 측정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는 에프씨비파미셀(주)에서 연구용으로 기증, 동의 

받은 것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와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연구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에프씨비파미셀(주)에서 골수 내 단핵세포만 분

리된 상태의 세포를 공급받아 일차배양을 통해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얻

었다. 10% FBS (fetal bovine serum, Gibco, NY, USA)와 1% 

penicillin-streptomycin (Gibco, NY, USA)이 포함된 LG-DMEM (Gibco, 

NY, USA)을 배양배지로 사용하였다.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일차배양은 

1✕106 cell/mL 농도로 100 mm dish (Coning, NY, USA)에서 5-7 일간 3

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으며, 세포의 부착여부 및 세포군집

(colony)의 생성을 확인한 후 한 번의 배양 배지 교체를 실시하였다. 5-7 일

간 배양하여도 세포군집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경우 추가로 1-2 일간 배

양하였으며, 세포군집(colony)의 생성 이후 세포가 70-80%정도 confluency

를 나타낼 때 부착된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계대 배양을 실시하였다. 이

후 계대 배양은 중간엽줄기세포가 배양 용기 면적의 80%의 confluency를 나

타낼 때 실시하였으며, 계대 배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세포 배양액을 제거하

고 DPBS (Welgene, Daegu, Korea)로 세척 후, 1✕trypsin-EDTA (Gibco, 

NY, USA)를 이용하여 세포를 plate에서 분리시켜 새로운 튜브에 옮긴 후, 상

온에서 1,800 rpm으로 5 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소량의 배양배지를 첨가하여 

세포를 잘 부유하고 trypan blue solution (Gibco, NY, USA)으로 염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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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acytometer를 이용하여 총 세포 수를 측정하였다. 총 세포 수가 측정되

면 1000 cell/cm2 농도로 100 mm dish (Coning, NY, USA)에 세포를 

seeding 후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고농도 배양의 경우 passage 3, passage 5에서 5000 cell/cm2,  40000 

cell/cm2 농도로 100 mm dish (Coning, NY, USA)에 세포를 seeding 후 5 

일간 배양하였다.

  PD time (population doubling time)은 세포 수가 처음의 2배가 되는데 걸

리는 시간을 나타내며, time from before passage to this passage X 

               log2

log
  cell number of this passage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cell number of before passage   

2. 중간엽줄기세포의 지방세포로의 분화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6well plate (Coning, NY, USA)에 

1000cell/cm2 농도로 seeding 후, 10% FBS (Gibco, NY, USA)와 1% 

penicillin-streptomycin (Gibco, NY, USA)이 포함된 LG-DMEM (Gibco, 

NY, USA) 배양배지에서 세포가 100% confluency를 나타낼 때까지 배양하

였다. 3 일간 더 배양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DPBS (Welgene, Daegu, 

Korea)로 세척한 후 10% FBS (Gibco, NY, USA), 1% 

penicillin-streptomycin (Gibco, NY, USA)이 첨가된 HG-DMEM (Gibco, 

NY, USA) 배양배지에 1µM/mL dexamethasone (Sigma, Aldrich, USA), 

0.5mM/mL IBMX (Sigma, Aldrich, USA), 10µg/mL insulin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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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rich, USA), 100mM/mL indomethacin (Sigma, Aldrich, USA)을 첨가 한 

induction medium으로 37℃, 5% CO2 배양기에서 3 일간 배양하고, 10% 

FBS (Gibco, NY, USA), 1% penicillin-streptomycin (Gibco, NY, USA)이 

첨가된 HG-DMEM (Gibco, NY, USA) 배양배지에 10µg/mL insulin (Sigma, 

Aldrich, USA)을 첨가한 maintenance medium으로 1 일간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이를 3번 반복 후, 3 일에 한번 maintenance 

medium으로 배지를 갈아주면서 7 일간 더 배양하였다. 평균 18 일 동안 세

포를 배양하였고, 세포의 형태를 확인 후 분화 확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3. Oil-red O 염색 및 정량 분석

  지방세포로 분화 된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DPBS (Welgene, Daegu, 

Korea)로 세척하고, 10% formalin (Trisco, Baltimore, USA)으로 5 분 고정 

후 새로운 10% formalin (Trisco, Baltimore, USA)으로 3 시간 동안 고정하

였다. 3 차 증류수로 2 번 세척 후, oil-red O 용액(Sigma,  Aldrich, USA)

을 넣고 2 시간 동안 염색하고 3 차 증류수로 3 번 세척하여 현미경(CK40, 

Olimpus corporation, Japan)으로 염색된 부분을 관찰하였다. 정량분석을 위

해 6well plate (Coning, NY, USA)에 isopropanol (Junsei Chemical Co, 

Japan) 400㎕씩 넣어 oil-red O 용액을 추출하여 96well plate (Nunc, 

Roskilde, Denmark)에 100㎕씩 넣고 microplate reader (Biotek, Winooski, 

USA)로 54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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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NA의 분리

  배양된 세포로부터의 RNA는 Trizol (Invitrogen, Carlsbad, USA)을 이용해 

분리하였다. 각 passage 배양 후 plate에서 분리한 세포에 Trizol 

(Invitrogen, Carlsbad, USA)을 1 mL 첨가한 후 deep freezer (-80℃)에 저

장하였으며, 샘플이 모두 모이면 ice에서 녹인 후 각 튜브에 chloroform 

(Junsei Chemical Co, Japan) 200 ㎕를 넣어 섞은 후 상온에서 2-3 분 방치

하고 4℃ 12000 rpm에서 15 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만 새로운 튜브로 

옮기고 isopropanol (Junsei Chemical Co, Japan) 500㎕씩 첨가하여 상온에

서 10 분간 방치한 후, 4℃ 12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supernantant를 버리고 salt를 제거하기 위하여 80% EtOH (Daejung, 

Gyonggi-do, Korea) 1 mL 첨가하여 섞은 후 상온에서 원심분리 하였다. 그 

후 supernantant를 버리고 pellet은 DEPC water (Welgene, Daegu, Korea)

에 녹였다. RNA 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micro-spectrophotometer를 사용

하였으며 A260/280을 확인 하였다.

5. Complementary DNA (cDNA)의 합성

  cDNA 합성은 제조회사(Bioneer, Daejeon, Korea)의 manual에 따라 수행

하였다. 1 µg total RNA, 10 pmoles oligo dT (Promega, Madison, USA), 

DEPC water (Welgene, Daegu, Korea)로 volume 10㎕가 되게 한 후, 37℃ 

5 분, 70℃ 5 분간 반응 시켰다. ice에서 1 분간 방치하고, 5✕ MMLV 

RTase reaction buffer (Bioneer, Daejeon, Korea) 4㎕, 100mM 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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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neer, Daejeon, Korea) 2㎕, dNTP (Bioneer, Daejeon, Korea) 2㎕, 

RNase inhibitor (Promega,  Madison, USA) 0.5㎕, M-MLV RTase 

(Bioneer, Daejeon, Korea) 1㎕, DEPC water (Welgene, Daegu, Korea) 

0.5㎕를 첨가하여 42℃에서 1 시간, 95℃ 5 분 간 반응을 유도하여 total 

RNA의 1 µg로 총 부피 20 ㎕의 cDNA를 합성하였다. 

6. RT-PCR 

  RT-PCR은 제조회사(Bioneer, Daejeon, Korea)의 manual에 따라 수행하

였다. 10✕ reaction buffer 1 ㎕, 4 pmol/㎕ forward primer, 4 pmol/㎕ 

reverse primer 각각 0.5 ㎕, 10 mM dNTPs 0.2 ㎕, Taq DNA 

polymerase 0.1 ㎕, 증류수 5.7 ㎕을 넣어 총 부피가 10 ㎕ 되도록 준비하였

다. PCR machine을 이용해 95℃에서 5 분간 denaturation 후, 94℃에서 1 

분, annealing 온도에서 1 분, 72℃에서 1 분간의 반응을 30 cycle (GAPDH 

27 cycle) 수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72℃에서 5 분간 반응시켰다. product

는 2% agarose gel (Sigma, Aldrich, USA)에 전기영동을 실시하여 

biospectrum 600 imaging system (UVP)을 이용해 밴드와 target size 

(Table 1)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10

                          Table1. Primer sequences used for RT-PCR



11

7. Western blot

  60 mm dish (Coning, NY, USA)에 passage 3의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

를 5000 cell/cm2으로 seeding 후, 세포가 80% confluency를 나타낼 때 1 

ng/mL bFGF (Sigma, Aldrich, USA), 250 µg/mL ascorbic acid (Sigma, 

Aldrich, USA)를 단독 및 병합 처리하여 시간별로 scraper를 이용해 plate에

서 세포를 떼고 원심분리 하여 세포를 준비하였다. 25 mL 4✕ Tris-Cl/SDS  

(Sigma, Aldrich, USA), 20 mL pH 6.8 glycerol (Sigma, Aldrich, USA), 4 

g SDS (Bioneer, Daejeon, Korea), 2 mL 2-mercaptoethanol (Sigma, 

Aldrich, USA), 1 mg bromophenol blue (Sigma, Aldrich, USA)에 증류수를 

첨가하여 총 부피 100 mL이 되게 한 후 섞어 만든 laemmli sample buffer

를 세포가 든 각 튜브에 300 ㎕씩 넣고 100℃에서 10 분 동안 끓여 단백질 

샘플을 준비하였다. 단백질은 SDS-PAGE resolving gel casting solution 

(Gendepot, Texas, USA), SDS-PAGE stacking gel casting solution 

(Gendepot, Texas, USA), 30% acrylamide/0.8% bisacrylamide (37.5:1) 

(Bio-Rad Laboratories, California, USA), 10% ammonium persulfate 

(Sigma, Aldrich, USA)로 만든 gel을 이용하여 10% SDS-PAGE를 통해 크

기에 따라 단백질을 분리하고 PVDF membrane (Millipore, Billerica, USA)

으로 transfer하였다. membrane은 nonspecific protein이 결합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blocking buffer (5% 탈지분유를 함유하는 TNET buffer)로 상

온에서 1 시간 동안 shaking하고 5% BSA를 포함한 TNET buffer에 희석한 

일차 항체를 4℃에서 12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일차 항체는 ERK (cell 

signaling, Bostone, USA), p-ERK (cell signaling, Bostone, USA), AKT 

(cell signaling, Bostone, USA), p-AKT (cell signaling, Bostone, US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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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ɑ-tubulin (Santa Cruz Biotechnology, California, USA)은 

blocking buffer (5% 탈지분유를 함유하는 TNET buffer)에 1:10000으로 희

석하여 상온에서 2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TNET buffer로 5 분씩 3 번 세척

한 후, 새로운 blocking buffer에 2 차 항체를 1:5000으로 희석하여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2 차 항체는 anti-rabbit (Santa Cruz Biotechnology, 

California, USA)과  anti-mouse (Promega,  Madison, Wisconsin, USA)를 

사용하였다. TNET buffer로 10 분씩 3 번 세척하고, membrane을 ECL 

(A+B)용액(Gendepot, Texas, USA)으로 1 분간 반응시킨 후, ECL 용액을 

완전히 제거하여 biospectrum 600 imaging system (UVP)을 이용해 밴드를 

확인하였으며, 단백질 marker (Gendepot, Texas, USA)와 비교하여 단백질 

크기를 확인하였다.

8. ROS 측정

  12 well plate (BD Falcon, New Jersey, USA)에 멸균된 18mm 

coverslip (Marienfeld, Lauda-Königshofen, Germany)을 깔고 그 위에 

passage 3의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5000 cell/cm2 농도로 seeding 후, 

세포가 80-90%정도의 confluency를 나타낼 때 까지 배양하였다. 1 ng/mL 

bFGF (Sigma, Aldrich, USA), 250 µg/mL ascorbic acid (Sigma, Aldrich, 

USA)를 단독 및 병합 처리 후 0 분, 5 분, 15 분, 30 분, 1 시간 동안 반응

시키고 DPBS (Welgene, Daegu, Korea)로 희석한 5 µM DCF-DA에 30 분

간 반응 후 올림푸스 도립현미경 시스템(IX81, Olimpus, Japan)을 통해 염색

된 세포를 확인 하였으며, 분석은 Metamorph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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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

  1 ng/mL bFGF (Sigma, Aldrich, USA), 250 µg/mL ascorbic acid 

(Sigma, Aldrich, USA)의 첨가 및 고농도 배양에 따른 골수유래 중간엽줄기

세포의 세포 표면 항원의 발현을 유세포분석(flow cytometry)을 통해 측정하

였다. 항체는 중간엽줄기세포에서 양성을 나타내는 FITC mouse anti-human 

CD 105 (BD biosciences, MD, USA), PE mouse anti-human CD 73 (BD 

biosciences, MD, USA), FITC mouse anti-human HLA-ABC (BD 

biosciences, MD, USA), PE monoclonal antibody CD 90 (BD  

biosciences, MD, USA)과 음성을 나타내는 FITC anti-human CD 34 (BD  

biosciences, MD, USA), FITC anti-human CD 45 (BD  biosciences, MD, 

USA), FITC anti-human CD 80 (BD  biosciences, MD, USA), PE 

anti-human CD 86 (BD  biosciences, MD, USA), FITC anti-human CD 

14 (BD biosciences, MD, USA) FITC anti-human HLA-DR(BD 

Biosciences, MD, USA)을 사용하였다. trypsin-EDTA (Gibco, NY, USA)를 

이용하여 배양한 세포를 plate에서 분리하였으며, DPBS (Welgene, Daegu, 

Korea)로 세척 후 유세포 분석용 시험관 각 튜브 당 세포농도 2✕105, 최종 

부피 200 ㎕ 되도록 넣었다. 세포가 든 각 튜브에 fluorochrome-conjugated 

primary antibody 또는 isotype control을 10 ㎕씩 넣었으며, FITC mouse 

IgG1와 PE mouse IgG1, FITC mouse anti-human CD 105와 PE 

anti-human CD 73는 각각 하나의 튜브에 넣었다. 20 분간 암실에서 반응시

키고 DPBS 1 mL을 첨가해 1800 rpm에서 5 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세척하

였으며, 가라앉은 세포에 DPBS (Welgene, Daegu, Korea) 400 ㎕를 첨가하

여 세포를 잘 부유시킨 후 유세포 분석기(flow cytometry, Beckman 

Coulter, Fullerton, USA)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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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포의 이동능력(migration ability) 분석

  10% FBS (Gibco, NY, USA), 1% penicillin-streptomycin (Gibco, NY, 

USA)이 첨가된 LG-DMEM (Gibco, NY, USA)으로 배양한 골수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와 10% FBS (Gibco, NY, USA), 1% penicillin-streptomycin 

(Gibco, NY, USA)이 첨가된 LG-DMEM (Gibco, NY, USA)에 250 µg/mL 

ascorbic acid (Sigma Aldrich, USA)를 첨가하여 계대 배양한 골수유래 중간

엽줄기세포의 Passage 3, Passage 5에서 6well plate (Coning, NY, USA)에 

5000 cell/cm2 농도의 세포를 seeding하고, 세포가 90%의 confluency를 나

타낼 때 FBS가 포함되지 않은 1% penicillin-streptomycin (Gibco, NY, 

USA)이 첨가된 배양배지(LG-DMEM, Gibco, NY, USA)로 10 시간 동안 

starvation시켜 세포의 주기를 맞춰 주었다. 화이트 팁을 이용해 well의 가운

데 부분을 긁어 세포가 떨어지게 한 후, DPBS (Welgene, Daegu, Korea)로 

세척하고, 10% FBS (Gibco, NY, USA), 1% penicillin-streptomycin 

(Gibco, NY, USA)이 첨가된 LG-DMEM (Gibco, NY, USA) 배양배지에서 세

포를 배양하면서 12 시간, 24 시간에 현미경(CK40, Olimpus, Japan)을 이용

하여 세포의 이동능력(migration ability)을 확인하였다. 

11. 통계

  데이터는 3번의 반복 실험 후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나타냈으며, 

t-test를 이용하여 p<0.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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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1.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계대 배양에 따른 줄기세포능

(stemness) 조절인자의 발현 양상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는 seeding 농도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세포 수

에 차이가 있으며, 이 결과는 중간엽줄기세포의 배양조건에 따라 줄기세포능

(stemness)의 소실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간엽줄기세

포는 오래 배양 할수록 증식력 및 분화능력의 감소가 동반되는데19,20,27-29 중

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 및 분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이 감소하는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줄기세포능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 passage에

서 100 mm dish에 1000 cell/cm2 농도의 세포를 seeding하고 80% 

confluency를 나타낼 때 RNA를 분리하여 RT-PCR을 수행하였다. RT-PCR 

수행 결과 전사인자인 Oct-4와 Nanog 유전자의 발현이 late passage에서 감

소함을 관찰하였으며, 세포주기 조절인자인 P16의 발현이 증가하고, 성장인자

인 EGF, FGF-4, HGF의 발현이 감소함을 관찰하였다(Figure 1). 이처럼 줄

기세포의 계대 배양에 따라 감소하는 유전자들은 줄기세포의 줄기세포능 유지

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감소한 성장인자를 첨가할 경우 증식력이 회복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bFGF, FGF-4 HGF, EGF를 각각 첨가한 배지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하였다. 

각 성장인자의 처리 3 일 후 세포 수를 확인하였더니, bFGF를 첨가하여 배양

한 세포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을 관찰하였다(Figure 2A). 이는 bFGF를 첨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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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 중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이 가장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bFGF 1 

ng을 첨가한 배지에서 배양한 세포는 대조군과 다른 성장인자를 첨가한 배지

에서 배양한 세포보다 PD time (population doubling time)이 잘 유지되며, 

10 ng bFGF를 첨가한 경우 세포가 빠르게 노화하며, PD time이 급격히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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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pression of stemness regulators. Expression of Nanog and 

Oct4 was decreased in late passage of BMSCs. Expression of FGF-4, 

HGF and EGF was also decreased in late passage of BM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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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 of bFGF, FGF-4, HGF and EGF on proliferation of 

BMSCs. (A) Cell numbers of BMSCs(P3) after treatment of bFGF, 

FGF-4, HGF or EGF. Cell growth of BMSCs was promoted by bFGF or 

EGF. (**P<0.01, ***P<0.001) (B) PD time (Population Doubling time) of 

BMSCs according to passage number and addition of bFGF, FGF-4, 

HGF or EGF. PD time of BMSCs added bFGF of 1 ng/mL was 

maintained late passage like early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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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scorbic acid와 bFGF에 의한 중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과 분

화능력 조절

  Figure 2에서 여러 성장인자 중 1 ng/mL bFGF가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

포의 증식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1 ng/mL 

bFGF와 여러 세포의 증식력과 분화능력을 조절한다고 알려진 ascorbic acid

를 함께 처리할 경우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기 위해 passage 3의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에 1 ng/mL 

bFGF와 250 μg/mL ascorbic acid를 단독 및 병합 처리 후 증식력과 분화능

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였다.  

  bFGF와 ascorbic acid를 단독 및 병합 처리 3일 후 세포 수를 계수하였다. 

bFGF와 ascorbic acid를 함께 처리 한 경우 가장 많은 세포를 얻을 수 있었

고 증식력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Figure 3A), bFGF와 ascorbic acid를 

단독 및 병합 처리하면서 계대 배양한 세포는 대조군에 비해 PD time이 잘 

유지되었다(Figure 3B).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분화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bFGF와 ascorbic 

acid를 단독 및 병합 처리하면서 배양한 세포의 passage 1, 3, 5에서 각각 

지방세포로 분화시킨 후 oil-red O 염색을 통해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확인 

하였으며, 흡광도 측정을 하여 분화정도를 정량화 하였다. passage 1에서는 

bFGF를 단독으로 처리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해 2 배 정도의 분화능력을 나

타냈으며 bFGF와 ascorbic acid를 함께 처리한 경우 1.5 배 정도의 분화능력

을 보여준다. passage 3의 경우에도 bFGF를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배양한 세

포와 bFGF와 ascorbic acid를 함께 처리하면서 배양한 세포에서 대조군 세포

보다 분화가 더 잘 된 것을 볼 수 있다. passage 5의 경우 bFGF와 ascorbic 



20

acid를 단독 및 병합 처리 한 세포의 분화능력이 대조군 세포와 비슷하였다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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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 of bFGF and ascorbic acid on proliferation of BMSCs. 

(A) Cell number of BMSCs after treatment of bFGF and/or ascorbic 

acid. Cell growth of BMSCs was promoted bFGF and/or ascorbic acid. 

(*P<0.05, **P<0.01) (B) PD time (Passage Doubling time) of BMSCs 

according to passage number and addition of bFGF and/or ascorbic 

acid. PD time of BMSCs treated with bFGF and/or ascorbic acid was 

maintained to late passage like early passage.



22

Figure 4. Effect of bFGF and ascorbic acid on adipogenic differentiation 

of BMSCs. (A) The cells are stained with oil-red O. The top of the 

right is positive result. (B) The graph displayed that adipogenic 

differentiation potential of BMSCs was upregulated by bFGF.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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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FGF에 의한 활성산소종의 증가

  낮은 농도의 활성산소종은 세포주기 조절과 관련 있으며75-77 세포주기의 S 

phase로 들어가는데 steady-state levels의 활성산소종이 필요하다.78 또한 

세포의 증식력 조절과 관련된 MAK kinases는 세포 내에서 생성되는 활성산

소종에 의해 활성화된다.79,80 하지만 활성산소종이 과잉 생산될 경우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여 세포 사멸을 일으키며, 산화적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고 일반적 노화와 관련이 있다.78 성장인자는 활성산소종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배양배지에 첨가한 성장인자가 활성산소종

을 과잉 생산한다면 성장인자를 첨가하여 배양한 세포는 임상 적용이 불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bFGF와 ascorbic acid를 5 분에서 1 시간까지 시간별로 단독 및 

병합 처리 후, 5 μM DCF-DA (2',7'-dichlorofluorescein)를 첨가하여 30 분

간 반응시킨 뒤 conforcal microscope를 이용하여 활성산소종을 측정하였다.

  ascorbic acid만 첨가 한 경우 5 분부터 1 시간까지 매우 적은 양의 활성

산소종이 생성되었으며, bFGF를 첨가한 경우 5 분부터 30 분까지 높은 농도

의 활성산소종을 생산하는 것을 볼 수 있다(Figure 5). 이는 성장인자인 

bFGF의 적은 양을 첨가하더라도 높은 농도의 활성산소종이 발생하고 이는 

산화적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장인자를 첨가하지 않으면서 세포의 증식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

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그림 5에서 bFGF와 ascorbic acid를 함께 첨가한 경우 5 분에 가장 높은 

활성산소종이 생성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활성산소종의 발생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bFGF와 ascorbic acid를 함께 처리한 경우 bFGF를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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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했을 때보다 활성산소종의 생성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Figure 5). 

이는 항산화제(antioxidant)인 ascorbic acid가 bFGF에 의해 증가한 활성산

소종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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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 of bFGF and ascorbic acid on ROS (Reactive oxygen 

species) generation. Externally added bFGF induced upregulated 

endogenous ROS generation in BMSCs from 5' to 30'.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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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FGF와 ascorbic acid에 의한 p-ERK 발현 증가

  세포의 증식력 조절에 ERK79,80와 AKT82 신호전달체계가 관여하며, 이 신호

전달체계는 ROS에 의한 영향81을 받는다. 또한 여러 성장인자들이 ERK, 

AKT 신호전달체계를 통해 세포 성장을 조절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vitamin 

C 역시 ERK 신호전달체계를 통해 내피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보고가 있

다.83

  따라서 bFGF와 ascorbic acid의 첨가에 의한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 증가는 ERK, AKT 신호전달체계를 통해 전달 될 것이라 생각하여 

bFGF와 ascorbic acid를 단독 및 병합 처리 후 시간별로 단백질을 분리하여 

western blot을 수행하였고, ERK와 AKT의 발현 양상을 확인하였다.

  bFGF의 단독 처리와 bFGF와 ascorbic acid를 함께 처리 했을 때 15 분부

터 1 시간까지 p-ERK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ascorbic acid

를 첨가한 경우 5 분부터 1 시간까지 p-ERK의 발현이 약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p-AKT의 발현양상은 변하지 않았다(Figure 6, 7). 이 결

과는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에 bFGF와 ascorbic acid의 처리가 ERK 신호

전달체계를 통해 증식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가 ERK 신호전달체계를 통해 증식력이 조절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ERK inhibitor study를 수행하였다. 먼저 U0126에 의해 억제

된 ERK 신호전달체계가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을 조절하는지 확

인하기 위해 24 well plate에 5000 cell/cm2 농도로 세포를 seeding 하고 

24 시간 배양 후 bFGF와 ascorbic acid의 단독 및 병합 처리와 함께 U0126

을 3 일 동안 처리 후, 세포 수 측정을 통해 세포의 증식력을 확인하였다. 대

조군 세포는 잘 자랐으며, bFGF와 ascorbic acid를 함께 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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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Western blot analysis in BMSCs treated with bFGF and ascorbic acid. The cells were plated a density of 

5000 cell/cm2 per 60 mm culture dish. When 80% confluency showed,  bFGF or ascorbic acid added and cells were 

harvested time dependent. Addition of bFGF and addition of bFGF with ascorbic acid increased ERK1/2 

posphorylation from 15' to 1 hour. Also addition of ascorbic acid some increased ERK2 (bottom band) 

posphorylation from 5' to 1 hour. There were not changed AKT posphory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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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RK activation in BMSCs treated with bFGF and ascorbic 

acid. (A) Externally added bFGF highly increased ERK1 posphorylation 

from 5' to 1 hour. (B) Addition of bFGF and addition of bFGF with 

ascorbic acid increased ERK2 posphorylation from 5' to 1 hour.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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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seeding한 세포의 3.5배 까지 세포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U0126에 의해 ERK 신호전달체계가 억제된 경우 세포 증식력이 감소하였

으며, 25 μg/mL U0126을 처리 한 경우 세포가 거의 자라지 않은 것을 관찰

하였다(Figrue 8A).

  이 결과는 bFGF와 ascorbic acid의 단독 및 병합 처리가 골수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ERK 신호전달체계에 의해 세포의 증식력을 조절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MAPK inhibitor인 U0126 (Calbiochem, La Jolla, USA)이 ERK 신호전달

체계를 억제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bFGF와 ascorbic acid의 단독 및 병합 

처리와 함께 MAPK inhibitor인 U0126를 함께 처리하여 western blot을 수

행하였다. 그 결과 그림 8B에서 보는 것처럼 bFGF와 ascorbic acid를 단독 

및 병합 처리할 경우 활성화 된 p-ERK의 발현이 U0126에 의해 억제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Figrue 8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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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nhibitory effects of MAPK inhibitor (U0126) on proliferation 

in BMSCs. (A) Proliferation of BMSCs increased by bFGF and ascorbic 

acid was suppressed by U0126. (B-D) U0126 inhibited ERK1/2 

activation.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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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FGF 처리에 의한 중간엽줄기세포의 표면항원 변화

  In vitro에서 ascorbic acid와 bFGF를 단독 및 병합 처리하면서 계대 배양

한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특성이 변할 경우 임상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일차적으로 표면항원 양상을 확인하였다. ascorbic acid와 bFGF를 단독 및 

병합 처리하면서 계대 배양한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passage 5에서 유

세포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간엽줄기세포의 양성, 음성 표면항원인 CD105, 

CD73, HLA-ABC, CD90, CD34, CD45, CD80, CD14, HLA-DR, CD86, 

CD133을 확인하였다.  

  bFGF를 첨가하면서 계대 배양한 세포는 양성 지표인 CD73, HLA-ABC, 

CD90이 80%로 감소하였으며, 음성 지표인 HLA-DR은 13.6%까지 증가하였

다. bFGF와 ascorbic acid를 함께 첨가, 배양한 경우 양성지표인 CD73, 

HLA-ABC, CD90이 약 68%로 감소하였으며, 음성지표인 HLA-DR의 경우 

8.6%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ascorbic acid만 단독으로 처리 한 세포

는 대조군과 비슷한 표면항원 양상을 보였다(Table 2). 

  HLA-DR이 증가할 경우 MHC Class Ⅱ를 증가시켜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성장인자인 bFGF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중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을 

개선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표면항원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서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을 촉진하는 ascorbic acid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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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hange of stem cell surface markers by bFGF and/or ascorbic acid. 

BMSC(P5)

positive markers negative markers

CD105 CD73
HLA

-ABC
CD90 CD34 CD45 CD80 CD14

HLA

-DR
CD86 CD133

control 99.1% 88.7% 89.1% 88.5% 0.6% 0.9% 0.8% 3.5% 0.8% 0.7% 0.5%

ASC-2P 99.0% 87.9% 90.0% 90.0% 0.8% 0.6% 0.7% 0.4% 1.4% 1.1% 0.3%

bFGF 94.5% 80.0% 83.8% 81.0% 0.3% 0.3% 0.5% 3.4% 13.6% 0.9% 0.4%

ASC-2P

+bFGF
84.2% 67.4% 67.5% 68.0% 0.3% 0.6% 0.3% 2.0% 8.2% 1.1% 0.7%

Externally added bFGF induced change of stem cell surface markers. There were decreased positive markers of 

mesenchmal stem cells up to about 80% when added bFGF and up to about 67% when added bFGF with ascorbic 

acid. Also HLA-DR increased to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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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scorbic acid와 고농도배양에 따른 중간엽줄기세포의 지방세

포로의 분화능력

  앞의 실험에서 ascorbic acid를 첨가하여 배양한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

는 증식력이 개선되어 빠른 시간 내에 다량의 세포를 얻을 수 있지만 분화능

력은 대조군과 비슷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분화능력을 개선하고자 고농도 배양을 시도하였다. 이는 지방 유래

의 중간엽줄기세포에서 고농도로 5 일간 배양할 경우 분화능력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ascorbic acid를 첨가하면서 계대 배양한 중간엽줄기세포의 passage 3, 5

에서 각각 지방세포로 분화를 유도하였다. 고농도 배양의 경우 분화하기 직전 

passage에서 5000 cell/cm2, 40000 cell/cm2 농도로 5일간 배양 후 지방세

포로 분화를 유도하였다.  

  ascorbic acid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고농도로 배양하였을 때 오히려 분화

정도가 약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ascorbic acid를 첨가하며 

배양한 중간엽줄기세포의 passage 5에서 5000 cell/cm2 농도로 5일간 배양

한 세포는 대조군 세포와 거의 비슷한 분화정도를 보였다(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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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ffect of ascorbic acid on adipogenic differentiation in 

BMSCs cultured at high density. (A, B) The cells were stained with 

oil-red O in passage 3 and passage 5. (C) Addition of ascorbic acid 

and culture of high density were not changed differentiation ability for 

adipogenesis.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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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scorbic acid와 고농도배양에 따른 중간엽줄기세포의 이동능

력(migration ability)

  ascorbic acid를 첨가하여 배양한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이동능력

(migration abil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6 well plate에 1000 cell/cm2 농도의 

세포를 seeding한 후 90% confluency를 나타내면 FBS free media에서 10 

시간 동안 starvation시켜 세포주기를 맞추었다. White tip으로 well의 가운데 

부분을 긁어 12 시간, 24 시간에 세포의 이동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고농도 

배양은 6 well에 seeding하기 전 passage에서 5000 cell/cm2, 40000 

cell/cm2로 5 일간 배양하였다.

  passage 3과 passage 5 둘 다에서 ascorbic acid를 첨가하면서 배양한 세

포는 대조군에 비해 이동능력(migration ability)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농도 배양한 세포의 이동능력은 대조군과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하

였다(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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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ffect of ascorbic acid on migration ability in BMSCs 

cultured at high density. Addition of ascorbic acid increased migration 

ability of BMSCs in both passage 3 and passage 5. When cultured of 

high density, cell's migration ablility was simila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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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scorbic acid와 고농도 배양에 따른 세포의 성장인자 변화와 

표면 항원의 변화

  ascorbic acid의 첨가와 고농도 배양에 따른 성장인자의 발현정도를 확인하

기 위하여 RT-PCR을 수행하였다.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고농도 배양 

할 경우 bFGF의 발현이 줄어들며 FGF-4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Figure 12).  

  ascorbic acid 첨가와 고농도 배양에 의해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표면

항원 양상이 변화하는지 확인하기위해 유세포분석을 수행하였다. ascorbic 

acid를 첨가하면서 배양한 세포의 표면항원은 대조군과 비슷하지만 40000 

cell/cm2 농도로 5 일 동안 배양한 세포의 경우 중간엽줄기세포의 양성 표면

항원인 CD105+가 46.7%까지 감소하며, CD90+ 역시 75%까지 감소하는 것

을 관찰하였다(Table 3). 이는 고농도로 배양한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는 

표면항원을 변화시키므로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특성을 변화시킨다는 것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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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Effect of ascorbic acid on growth factors expression in BMSCs cultured at high density. BMSCs cultured 

for 5 days at 40000cell/cm2. High density culture was induced increase of FGF-4 and decrese of bF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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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Cs

(Addition of ASC-2P)

positive markers
Negative 

markers

CD105 CD73 HLA-DR

P3 control 97.5% 97.3% 0.5%

P5 control 98.4% 98.8% 0.5%

P5 5K 96.6% 99.2% 1.3%

P5 40K 46.7% 99.6% 0.3%

Table 3. Change of stem cell surface markers in BMSCs cultured at 

high density. 

Culture of high density induced change of stem cell surface markers 

expression. CD105 was decreased to 46.7% in culture of 

40000cell/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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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찰

  최근 중간엽줄기세포가 손상된 세포의 기능이나 조직, 장기를 재생시키는 

치료법 및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크게 부각되면서3,4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줄기세포를 이식해야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질병의 경우, 대량의 줄기세포를 짧은 시간 내에 

얻을 수 있어야 하지만13,25,30-36 중간엽줄기세포는 추출되는 양이 적고, in 

vitro에서 계대 배양이 진행될수록 증식력 및 분화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대

량생산이 어렵다.27-29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간엽줄기세포의 배양 

과정에서 여러 성장인자나 ascorbic acid를 첨가한다는 보고가 있지만 연구자 

간의 차이가 있고 임상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가 없으며 표준화된 최적

의 배양 방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을 조

절하는 신호전달기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간엽줄기세포의 특성을 변화

시키지 않으면서 증식력을 촉진하는 배양 조건의 개발이 필수적이다.37-41

  본 연구에서는 어떤 조절인자가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줄기세포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포의 passage에 따른 줄기세포능 조절인자

의 발현양상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Nonog와 Oct4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

을 관찰하였으며, Nonog와 Oct4의 발현 감소는 성장인자인 FGF-4, HGF의 

발현 감소를 동반하며, 이러한 인자들의 감소가 줄기세포능의 감소를 유발한

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assage에 따라 감소하는 성장인자들을 첨가할 경우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줄기세포능이 회복되는지 확인하였으며, 1ng/mL 

bFGF에 의해 증식력이 가장 잘 개선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bFGF는 중배엽 

세포의 증식력과 분화능력을 조절한다는 보고가 있으며36,42-48 본 실험에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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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bFGF는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을 촉진하고, 초기 passage에

서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분화능력을 증가시켰다.

  bFGF는 활성산소종의 생산을 유도하며84 외부 신호에 의해 생성되는 낮은 

농도의 활성산소종은 세포 성장의 조절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다.85 성장인자

의 자극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산소종은 산소가 소모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미

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종에 비해 짧은 시간 동안만 생성된다.86,87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낮은 농도의 bFGF도 활성산소종의 생성에 의해 증

식력이 증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장인자인 bFGF와 항산화제인 ascorbic 

acid를49-68 단독 및 병합 처리하여 활성산소종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낮은 

농도의 bFGF가 높은 활성산소종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활성

산소종 생성에 의해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이 조절된다고 생각한

다. bFGF를 ascorbic acid와 함께 처리 한 경우 bFGF를 단독으로 처리하였

을 때 보다 활성산소종의 생성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항산화제인 ascorbic 

acid가 bFGF에 의해 증가한 활성산소종 생산을 약간 억제하는 것이라 생각된

다. 

  낮은 농도의 활성산소종은 세포의 증식력을 조절하는데 필수적이지만85 일

정농도 이상의 활성산소는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

다고 생각된다. 외부에서 첨가된 bFGF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종이 세포의 

성질을 변화시켜 증식력을 촉진한다면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생산에 bFGF

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bFGF

는 낮은 HLA-DR 발현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36 bFGF와 ascorbic acid

를 처리하여 배양한 세포들의 성질이 변한다면 bFGF와 ascorbic acid를 줄기

세포치료제 개발 및 생산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중간엽줄기세

포의 표면항원을 확인하였다. 유세포 분석 결과 bFGF를 처리하면서 배양한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표면항원 양상이 변화하였다. bFGF를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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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 경우 중간엽줄기세포의 양성지표인 CD73, HLA-ABC, CD90이 80%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음성지표인 HLA-DR은 13.6%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bFGF와 ascorbic acid를 함께 처리하여 배양한 경우 중간엽줄기세포의 양성

지표인 CD73, HLA-ABC, CD90이 약 68%까지 감소하며, 음성지표인 

HLA-DR은 8.6%까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간엽줄기세포의 양성지

표가 90% 이하일 경우 줄기세포의 치료제로 이용할 수 없으며, HLA-DR이 

증가할 경우 MHC Class Ⅱ를 증가시켜 면역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bFGF는 중간엽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생산에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이처럼 bFGF는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을 조절하여 대량의 세

포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지만 세포표면항원 CD73, HLA-ABC, CD90, 

HLA-DR을 변화시켜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성질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성장인자들을 

외부에서 첨가하여 중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을 촉진하는 방법 역시 중간엽줄

기세포의 성질을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

다.

  ascorbic acid는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표면 항원 양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세포의 증식력을 조절하므로 ascorbic acid를 이용하여 골수유래 중

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을 촉진시켜 빠른 시간 내에 다량의 세포를 얻는 방법

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ascorbic acid는 다양한 세포에서 증식력을 촉

진한다고 알려져 있으며,53-68,74 본 연구에서는 ascorbic acid가 골수유래 중

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과 이동능력(migration ability)을 증가시키며, ascorbic 

acid를 첨가하여 배양한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는 대조군 세포와 비슷한 분

화능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ascorbic acid를 첨가하여 빠른 시간 내에 다량의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

를 얻으면서 분화능력 또한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고농도 배양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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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대조군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단기간 배양에서 다량의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

포를 얻기 위하여 ascorbic acid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

한다. 또한 성장인자는 중간엽줄기세포의 표면항원을 변화시켜 세포의 성질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배양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효과가 좋은 골수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증식력뿐만 아니

라 분화능력 또한 개선된 줄기세포능이 유지되는 중간엽줄기세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세포치료제 개발 및 생산에 적용하기 위한 중간엽줄기세포의 배양 

조건 및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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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one marrow-derived mesenchymal stem cell attracts great 

interest as a therapeutic element for the cell therapy regenerating 

damaged cells, tissues, and organs as well as for the treatment of 

incurable diseases. Because we should get a great amount of stem 

cells in a short time in the case of such diseases as spinal cord injury 

and stroke,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research for increasing the 

proliferation of mesenchymal stem cells, based on which we need to 

develop an optimal condition of cell culture.

  In this study, we induced promotion of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BMSCs by addition of ascorbic acid and/or bFGF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Proliferation of BMSCs was induced by 

ascorbic acid and/or bFGF and adipogenic differentiation was increased 

by treatment with ascorbic acid and bFGF. Although bFGF or ascorbic 



60

acid and bFGF generated ROS (reactive oxygen species), activated of 

ERK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and increased proliferation 

potential, they decreased the expression of stem cell surface markers 

such as CD73, HLA-ABC, CD90 from 80% to 68% or increased 

HLA-DR to 13.6%.

  However, ascorbic acid increased the proliferation of BMSCs via the 

ERK activation, but the expression of stem cell surface markers was 

not changed. As a conclusion, ascorbic acid is more suitable than bFGF 

for large amount of stem cells production in a short time because 

ascorbic acid did not decreased the differentiation potentials and not 

changed the expression of stem cell surface markers.

Key words : Bonemarrow mesenchymal stem cells, ROS (Reactive Oxygen Species),  

          bFGF, Ascorbic acid, proliferation, ERK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120702_배성해논문-1표지,제출서,인준서
	120702_배성해논문-2감사의글
	120702_배성해논문-3목차및국문초록
	120702_배성해논문-4본문및영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