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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발생학적 신호전달조절을 통한 전분화능 줄기세포의 

희돌기교세포로의 분화 
 

현재 몇몇 논문에서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척수 

내의 희돌기교세포로의 분화 방법이 보고 되었으나 그 기간이 

길고, 제현성이 떨어진다. 이에 분화기간을 줄이고, 제현성이 

높은 분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신경관을 이루고 있는 

신경상피세포는 특정 신호에 의해서 중추 신경관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신경세포로의 분화가 가능하다. 신경관이 발생할 

때, 천장판에서는 Bone morphogenic protein (BMP) 신호가 

발생하고, 바닥판에서는 Sonic hedgehog (SHH) 신호가 

발생하여 등-배 축을 형성한다. 또한 신경관이 척수로 발생 

할 때, 원 체절에서 발생하는 Retinoic acid (RA)와 헨센 

마디에서 발생하는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 

신호의 영향을 받아 앞-뒤 축을 형성하게 된다. 척수 내 

희돌기교세포 전구체는 앞에서 언급한 신호들을 받아 척수의 

배 축에 존재하는 Motor neuron progenitor domain 

(pMN)이라는 특정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며 전사인자인 

Olig2를 특이적으로 발현한다.  

이에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pMN부위의 

희돌기교세포 전구체로 분화시키기 위해 Dosomorphin 

(DM)를 이용하여 BMP 신호를 억제하고 SHH 신호를 주어 배 

축으로 분화를 유도하였고, RA와 bFGF 신호를 주어 뒤 

축으로 분화를 유도하였다. SHH 신호에 의해 전사인자인 

Nkx2.2가 발현 함으로써 배 축으로의 분화를 확인하였고, RA, 

bFGF 신호에 의해 Hox 유전자가 발현 함으로써 척수쪽으로 

분화가 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신호에 의해 

pMN부분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Olig2가 발현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Olig2의 발현으로 희돌기교세포 전구체로의 분화 

가능성 또한 확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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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되는 말: 인간배아줄기세포, 희돌기교세포 전구체, Oli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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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학적 신호전달조절을 통한 전분화능 줄기세포의 

희돌기교세포로의 분화 

 

<지도교수 김동욱>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이 재 석 

 

 

Ⅰ. 서론 

 

중추 신경은 크게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로 이루어 져있고, 

신경교세포는 희돌기교세포 (Oligodendrocyte), 별아교세포 

(Astrocyte), 미세아교세포 (Microglia)로 구분된다. 희돌기교세포는 

신경 섬유에 수초를 형성하는 세포이다. 희돌기교세포에 의해 

형성된 수초는 세포 막에서 이온 누출과 전하의 축적을 줄여준다. 

또한 수초는 랑비에결절 (Ranvier's node)을 형성하여 활동전위 

(Action potentials)의 도약전도 (Saltatory propagation)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경세포의 자극 속도를 높여준다. 

따라서 외상에 의한 척수손상이나, 희돌기교세포 사멸과 같은 

세포에 이상이 생겨 탈 수초화가 발생하였을 때, 대뇌백질 위축증 

(Leukodystrophies), 다발성 경화증 (Multiple sclerosis)같은 

난치병이 유발된다1, 2, 3, 4. 희돌기교세포의 사멸에 의한 탈 수초화가 

발생하는 경우 인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희돌기교세포 전구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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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를 시도하게 되나, 가용성, 이동능력, 수초 형성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병의 증세는 호전되지 못한다5.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 주목하고 있다.  

배아줄기세포는 배반포 (Blastocyst) 시기의 내세포집단 (Inner cell 

mass)으로부터 유래된다6. 배아줄기세포 (Embryonic stem cell)는 

자가 복제 (Self-renewal), 분화 (Differentiation)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외배엽 (Ectoderm), 내배엽 (Endoderm), 중배엽 

(Mesoderm)으로의 분화가 가능하여 인체 내 모든 세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7, 8, 9, 10, 11, 12, 13, 14.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배아줄기세포는 세포 간의 신호와 세포 내에서의 신호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특정한 세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까지 닭과 쥐의 발생에서 연구된 바에 따르면, 배아가 

형성되면서 구획화를 통하여 각 부위에서 다른 신경이 발달한다. 이 

구획화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세포 신호 전달물질이 관여를 하는데 

섬유아세포성장인자 (Fibroblast growth factors)는 발생 초기에 

뒤쪽 신경판 (Neunal plate)에 위치하고 있는 신경줄기세포의 

성장과 신경세포 특이적 분화가 이루어 지도록 작용하고 있다15. 

또한 신경판에서 신경관 (Neural tube)이 형성될 때, 다양한 세포 

신호 전달물질의 작용은 앞-뒤 축 (Anteroposterior axis)과 등-배 

축 (Dorsoventral axis)에 따라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전구체 

세포들을 생성하게 만든다. 

여러 세포 신호전달 물질들 중, Retinoic acid (RA)는 신경조직의 

생성, 형태화 유지 등 다양한 단계에서 특이적으로 조절한다. 특히 

신경관의 앞뒤 축이 형성될 때에 Retinoic acid (RA)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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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tinoic acid (RA)의 영향으로 

신경관의 뒤쪽 축에서 희돌기교세포 전구체가 발생하는데 이들 

전구체는 Olig2을 발현하고 있다. 이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에 의해 

그 작용이 제한되기도 한다16, 17, 18. 

신경관의 등-배 축의 형성에 작용하고 있는 Sonic hedgehog 

(SHH)의 작용으로 신경관 배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경상피세포 

(Neuroepithelial cells)에서 전사인자인 Olig2가 발현한다19, 20. 

Olig2을 발현하고 있는 신경상피세포는 희돌기교세포와 운동신경 

(Motor neuron) 전구체로 분화한다21. Olig2를 발현하는 

신경상피세포는 희돌기교세포 특이적 전사인자인 Nkx2.2, Sox10가 

발현 됨으로써 비로소 희돌기교세포의 전구체가 된다 22, 23, 24, 25.  

이 희돌기교세포의 전구체 세포는 세포막 단백질인 

혈소판유래증식인자수용체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receptor alpha, PDGFR-alpha)와 프로테오글리칸 (Membrane 

proteoglycan, NG2)을 발현하고 있다26, 27, 28. 발현하고 되는 

혈소판유래증식인자 수용체와 프로테오클리칸 등의 특정 단백질과 

전사인자들은 이들이 희돌기교세포의 전구체임을 확인 시켜 준다. 

이 전구체들은 나중 희돌기교세포로 다시 분화를 하게 된다. 

현재 몇 가지 분화방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제현성이 낮고 

시간이 오래 걸려 쉽게 인간 배아줄기세포에서 희돌기교세포 

전구체로의 효과적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닭, 쥐의 

발생에서 연구된 것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시험관 내에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하여 희돌기교세포 전구체로 분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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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인간 배아 줄기세포 배양 

인간 배아 줄기세포 H9 (Wicell inc, Wisconsin, USA) P34~50을 

사용하여 분화실험에 이용하였다. 세포 배지는 20% KSR (Knockout 

Serum Replacement (Invitrogen, Carlsbad, USA), 1× 

non-essential Amino Acids (Invitrogen, Carlsbad, USA), 0.1 mM 

betamercaptoethanol (Sigma, MO, USA) 및 4 ng/㎖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 (Invitrogen, Carlsbad, USA)가 

첨가된 DMEM-F12를 사용하여 매일 배지를 갈아 주었다. 세포 

배양을 할 때 유사분열적으로 정지된 STO (ATCC, VA, USA) 

지지세포층을 이용하여 미분화를 유지하면서 성장시켰다. 계대 

배양은 7일에 한번씩 해 주었다. 

 

2. 신경상피세포 분화 및 Olig2 양성세포로의 분화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Collagenase (Worthington, USA)를 30분 

동안 처리하여 지지세포층에서 분리하여, 배아체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배양액은 Hans S. Keirstead et al.를 참고하여 같은 배양액을 

사용하였고29, 4일 동안 배아체에 5μM Dorsomorphin (DM; Sigma, 

MO, USA), 5μM SB431542 (Calbiochem, San Diego, CA, USA), 

Retinoic acid (Sigma, MO, USA), Sonic hedgehog (SHH)(R&D 

Systems, USA), bFGF를 처리하였다. 배아체가 배양 접시에 붙지 

않도록 박테리아 배양 접시를 사용하였으며 4일 후, Matrigel이 

코팅된 배양 접시를 사용하여 배아체를 배양접시에 붙여서 

유지하였다. SB431542의 처리만 중단하여 Olig2의 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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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였다. 

 

3. Real-time PCR 

제조사의 프로토콜에 따라 Easy-Spin total RNA 정제 키트(iNtRON 

Biotechnology,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세포 내 존재하는 총 

RNAs를 추출한 후, iScript cDNA합성 키트(Bio-Rad, Hercules, CA, 

미국)를 이용하여 1 μg RNAs를 이용 cDNA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cDNA를 Sybr premix Ex Tag (Takara Bio Inc, Shiga, Japan)를 이용 

95℃에서 15초간 cDNA를 변형시키고, 62℃에서 20초간 primer와 

cDNA를 결합시켰으며, 72℃에서 20초간 DNA를 합성하였다. 

Real-time PCR 장비는 CFX (Bio-Rad, Hercules, CA, USA)를 

사용하였고 프로그램은 CFX manager ver3.0를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용한 primer 서열은 다음과 같다. Otx1-forward: GAT 

CAA CCT GCC GGA GTC TA, Otx1-reverse: CGC ACT GGA GAG GAC TTC TT, 

En1-forward: GCC CGT GGT CAA AAC TGA, En1-reverse: TTC TTC TTC AGC 

TTC CTG GTG, Hoxa2-forward: CAA GAA AAC CGC ACT TCT GC, 

Hoxa2-reverse: CGA TTT CCA GGG ATT CTT TG, Hoxc5-forward: GAC CAA 

ACT GCA CAT GAG CCA C, Hoxc5-reverse: GTT GTT GGC GAT CTC TAT GCG 

C,Hoxb6-forward: AGC TGA AGA AGA AAC TGA ATA CTC CT, Hoxb6-reverse: 

CCG GGT TTA TGA TTT GTT GTG, Hoxc8-forward: GAC AAG GCC ACT TAA ATC 

AAA AC, Hoxc8-reverse: TGT AAG TTT GCC GTC CAC TG, Hoxc9-forward: 

CAG CAA GCA CAA AGA GGA GAA GG, Hoxc9-reverse: AGT TCC AGC GTC TGG 

TAC TTG G, Hoxd11-forward: CAG TCC CTG CAC CAA GGC GAC, 

Hoxd11-reverse: GGT ATA GGG ACA GCG CTT TTT CC, Pax3-forward: GCA 

CTG TAC ACC AAA GCA CG, Pax3-reverse: TAG GTG GGT GGA CAG TAG GA, 

Dbx1-forward: GTG AAC GCC ATC CTC TCC T, Dbx1-reverse: GTA GGG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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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C GAA GGT CT, Olig2-forward: ATG CAC GAC CTC AAC ATC GCC A, 

Olig2-reverse: ACC AGT CGC TTC ATC TCC TCC A, Nkx2.2-forward: TTC 

GCT TCT TTG CCT CTC, Nkx2.2-reverse: CTG ACA ATA TCG CTA CTC ACA. 

 

4. 면역염색 

10분간 4% Paraformaldehyde/PBS를 이용하여 세포들을 

고정하였다. 10분간 0.1% Triton X-100/PBS으로 처리하고, 

실온에서 1시간 동안 2% BSA (Bovine serum albumin)으로 

blocking 시킨 후 4℃에서 일차 항체로 16시간 이상 반응시켰다. 

일차 항체 반응 후, 항원에 결합시킨 일차 항체를 검출하기 위하여 

Alexa Fluor 594 결합 2차 항체 (Molecular Probes, Eugene, OR, 

USA)를 이용하였다. 핵을 검출하기 위하여 DAPI 

(4-6-diamidino-2-phenylindole, Vector, Burlingame, CA, USA)이 

포함된 마운팅 용액을 이용하였다. 올림푸스 IX71 현미경 및 DP71 

디지털 카메라로 세포 이미지를 관찰하였으며, 이미지-프로 플러스 

ver5.1(Media Cybernetics, Silver Spring, MD, USA)로 분석하였다.  

면역 염색에 사용한 항체는 Nanog (R&D Systems), Oct4 (Santa 

Cruz), Pax6 (DSHB), Sox1 (Millipore), Nestin (Millipore), Ngn2 

(R&D Systems), Olig2 (R&D Systems), Nkx2.2 (DSHB)로 모두 

1:200의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5. 면역형광분석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ing: FACS) 

배양하던 세포를 accutase로 단일세포로 완전히 분리한 다음 

PBS로 1회 세척 후 5% BSA가 포함된 PBS로 4℃에서 30분간 

블로킹하였다. 그 후 Olig2 항체 (Milipore, 1:100)로 4℃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3회 PBS로 세척한 다음 5% BSA/PB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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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 Fluor 488 결합 2차 항체 (Molecular Probe, Eugene, OR, 

미국 )로 30분간 4℃에서 반응시킨 후 동일한 방법으로 3회 세척 

한 다음 PBS 1ml로 세포 현탁액을 만들어 FACS Caliber (BD 

bioscience)와 그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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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RA에 의한 Hox 유전자의 발현. 

 

배아체 상태에서 DM과 SB431542를 처리하여 신경외배엽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이 되는 전사인자인 Pax6와 Sox1이 효율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선행 연구에 의해 밝혀진바 있다30. 이에 배아체 

상태에서 DM과 SB431542를 처리하는 과정 중, RA를 처리하여 

척수의 발생 단계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Hox 유전자를 확인해 

보았다. 배아체 단계에서 DM, SB431542를 처리하는 4일 동안 

RA도 같이 처리하여 세포에서 RNA를 추출하여 Real-time PCR를 

수행하였다. 전뇌에서 발현하는 Otx1, 중간뇌에서 발현하는 En1, 

후뇌에서 발현하는 Hoxa2와 척수에서 발현하는 Hoxc5, Hoxb6, 

Hoxc8을 확인 하였다.  

DM, SB431542와 함께 처리할 RA의 농도는 100 μM, 1mM, 5mM, 

10mM, 20mM의 농도로 임의로 정하여 첨가하였다.  

DM, SB431542와 RA를 4일 동안 처리하게 되면 전뇌, 중간뇌에서 

발현하는 Otx1, En1는 발현되지 않고 있고 후뇌에서 발현되는 

Hoxa2와 척수의 목 뒤쪽부분에서부터 가슴 중간부분까지 발현되는 

Hoxc5가 높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Hoxc5와 

비슷한 위치에서 발현되는 Hoxb6가 발현하지 않고 있고, 이 보다 

더 뒤쪽에서 발현되는 Hoxc8 또한 발현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Hoxb6가 발현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Hoxc5는 목 

뒤쪽부분의 척수에서 발현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농도에 따른 변화는 RA 10μM 농도에서 Hoxa2와 Hoxc5가 가장 

높게 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RA 0.1μM 농도에서는 Hoxa2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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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RA 20μM 농도에서는 RA 

10μM 농도에서 보다 Hoxa2와 Hoxc5가 낮게 발현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어떠한 RA의 농도도 Hoxb6와 

Hoxc8의 발현을 유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1. A).  

RA의 같은 농도로 처리 기간을 늘려 척수의 더 뒤쪽부분까지 

발현을 유도하기 위해 DM, SB431542와 RA를 7일까지 처리를 해 

보았다.  

배아체 상태에서 7일 동안 DM, SB431542와 RA를 처리하게 되면 

4일 동안 처리한 것과 같은 Hox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Hoxc5의 발현이 현저하게 높아져있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으며, 7일째에는 RA 5μM, 10μM 농도에서 Hoxc5의 발현에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RA 20μM 농도의 경우도 4일의 

결과와 같이 5μM, 10μM 농도 보다는 낮은 Hoxc5의 발현을 볼 

수가 있다 (그림1. B).   

 

2. RA와 bFGF에 의한 척수 뒤쪽으로의 분화. 

 

척수가 발생이 될 때, 헨젠 결절 (Hensen's node)에서 bFGF가 

발생된다. 이에 DM, SB431542와 RA를 처리하는 동안에 bFGF도 

같이 처리를 해 보았다.  

배아체 상태에서 DM, SB431542, RA와 bFGF를 7일간 처리하고 

세포에서 RNA를 추출하여 Real-time PCR을 수행하였다. Hox 

유전자는 Hoxb6, Hoxc8보다 척수의 뒤쪽에서 발현하는 Hoxc9과 

Hoxd11를 확인하였다.  

Hoxc9는 척수의 가슴 뒤쪽 부분에서부터 척수의 허리부분까지 

발현을 하고 있으며, Hoxd11는 척수의 가장 뒤쪽인 천골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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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A와 bFGF에 의한 Hox 유전자의 발현  

배아체에 DM, SB431542, RA를 4일 (A), 7일 (B)동안 처리하여 

Hox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하였고, 한 농도의 RA에서 다양한 

농도의 bFGF를 7일 (C) 동안 처리하여 Hox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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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을 하고 있는 유전자 이다.  

RA와 함께 bFGF를 처리하게 되면 Hoxc5뿐만 아니라 Hoxc9과 

Hoxd11까지 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1. C). 

7일째에 RA만을 단독으로 처리하였을 때와, RA와 bFGF을 같이 

처리하였을 때 Hoxc5의 발현 양을 비교하여 보면, Hox 유전자의 

발현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bFGF에 의해서 RA의 

신호가 억제 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3. SHH에 의한 배쪽으로의 분화 

 

DM, SB431542를 처리하는 동안 RA를 같이 처리하여 Hox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여 세포가 척수 쪽으로 분화 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희돌기교세포 전구체는 바닥판에서 나오는 SHH의 영향을 받아 

척수의 배쪽에 존재하는 pMN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이에 DM, 

SB431542를 처리하는 동안 SHH를 처리하여 배쪽으로 분화가 

되는지 확인 하였다.  

배아체 상태에서 DM, SB431542를 4일 동안 처리하는 기간 중, 

SHH도 같이 처리하여 세포에서 RNA를 추출하여 Real-time PCR를 

수행하였다. Pax3는 신경관이 형성될 때에 등쪽에서만 발현하는 

전사 인자 이고, 배쪽에서 발현하는 전사인자는 Dbx1, En1, Olig2, 

Nkx2.2으로 Dbx1이 배쪽의 가장 위쪽에서 발현, Nkx2.2는 배쪽의  

가장 아래쪽에서 발현하고 있는 전사인자 이다. SHH의 농도는 

임의로 100, 200, 400ng/ml로 정하고 농도에 따른 전사 인자의 

발현 양을 확인해 보았다. 

DM, SB431542와 SHH를 4일간 처리하였을 때 등쪽에서 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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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HH에 의한 배쪽으로의 분화. 

배아체 단계에서 DM, SB431542와 함께 SHH만을 4일 동안 

처리하여 배쪽으로 분화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A), 이후 DM, 

SB431542, RA, SHH를 7일간 처리하여 olig2 RNA가 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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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x3는 전혀 발현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배쪽에서 

발현하는 Dbx1, En1, Nkx2.2가 발현을 하고 있고, 희돌기교세포 

전구체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전사인자인 Olig2 발현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A). SHH의 농도에 따라서 

Dbx1, En1는 대조 군과 차이가 없으며, Nkx2.2는 SHH의 농도에 

의존하여 대조군 보다는 SHH 100ng/ml의 농도에서 높게 발현하고 

있고, SHH 100ng/ml의 농도 보다는 SHH 200ng/ml의 농도에서 

Nkx2.2가 높게 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SHH 

400ng/ml의 농도로 처리한 것은 SHH 200ng/ml의 농도로 처리한 

것과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 SHH 200ng/ml의 농도가 

배쪽으로의 분화에서 가장 아래쪽으로 분화를 유도하는 것을 추측 

할 수 있다. 

이로써 SHH에 의한 배쪽으로의 분화는 처리 4일에 이루어 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4. RA와 SHH에 의한 전사인자 Olig2의 발현 

 

RA를 처리하여 척수에서 발현하는 Hox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 

하였고, SHH를 처리하여 배쪽에서 발현하는 전사인자인 Nkx2.2의 

발현을 확인하여 배쪽으로 분화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RA는 처리 

7일에 척수 쪽으로 분화가 되는 것을 확인 하였고, SHH는 처리 4 

일부터 배쪽으로 분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여 DM, SB431542, RA와 

SHH을 7일간 처리하였다. 처리 이후, 세포에서 RNA를 추출하여 

Real-time PCR를 수행 하였고, 배쪽으로 발현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전사인자인 Pax3, Dbx1, En1, olig2, Nkx2.2의 발현을 확인 하

였다. SHH는 200ng/ml의 농도에서 가장 배쪽으로 분화가 유도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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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FGF의 농도에 따른 Olig2의 발현 변화  

배아체 단계에서 DM, SB431542, RA, SHH, bFGF를 7일간 

처리하여 Nkx2.2와 Olig2의 발현을 Real-time PCR를 수행하여 

확인하였고 (A), 7일간 다양한 농도의 bFGF를 처리하여 Olig2 

단백질 발현을 FACS를 수행하여 확인하였다 (B-E), 그리고 한가지 

농도의 bFGF를 처리고 시간을 달리하여 Olig2 단백질 발현 양을 

비교하였다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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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으므로, 100, 150, 200ng/ml의 농도도 다시 정하였다. 배

아체 상태에서 7일간 DM, SB431542, RA와 SHH를 동시에 처리하

면 신경관의 등쪽에서 발현하는 Pax3는 발현을 하고 있지 않으며, 

척수에서 발현하지 않는 En1 역시 발현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그림2. B). pMN부분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면 희돌기

교세포 전구체에서만 발현이 되는 Olig2가 SHH 150ng/ml의 농도에

서 다른 SHH 농도에 비해 높게 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Nkx2.2는 SHH 200ng/ml의 농도에서 가장 높게 발현을 하고 있으

며, SHH 100ng/ml의 농도와 SHH 150ng/ml의 농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5. bFGF 농도 의존적 Olig2의 발현 

 

앞 실험에서 배아체 상태에서 DM, SB431542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RA와 SHH를 같이 처리하게 되면 olig2가 발현된다는 사실을 

Real-time PCR를 수행하여 RNA 단계에서 확인을 하였다. 또한 

척수의 Hox 유전자가 RA뿐만 아니라 bFGF에 의해서도 

발현된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이에 척수의 pMN부분에서 발생하는 희돌기교세포 전구체의 중요한 

전사인자인 olig2를 발현시키기 위해 배아체 단계에서 DM, 

SB431542, RA, SHH, bFGF를 동시에 처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bFGF의 농도에 따른 Olig2의 발현 양을 알아보기 위해 bFGF의 

농도를 20, 30, 50, 100, 150ng/ml의 농도로 처리하여 olig2의 

발현이 시작되는 7일에 확인을 해 보았다.  

배아체 단계에서 DM, SB431542, RA, SHH, bFGF를 4일간 

처리하였다. 배아체를 matrigel에 붙이고 3일이 지난 후 Real-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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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과 FACS를 수행하였다. 

세포에서 RNA를 추출하여 Real-time PCR를 수행한 결과, Olig2는 

bFGF의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3. 

A). bFGF 0ng/ml의 농도는 대조 군과 같은 수준의 발현이었고, 

bFGF 20ng/ml의 농도에서 부터 Olig2의 발현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bFGF 20, 30, 50ng/ml의 농도는 같은 수준의 Olig2의 

발현 양을 보였으며, bFGF 100, 150ng/ml의 농도에서는 bFGF 

20ng/ml의 농도 보다 높게 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로 

bFGF의 농도에 따라 Olig2의 발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bFGF 20ng/ml의 농도와 bFGF 100ng/ml의 농도에서 

Olig2의 발현 양이 차이가 나므로 bFGF의 큰 농도 차이로 Olig2의 

발현 양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bFGF는 SHH의 신호를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Olig2와 함께 Nkx2.2도 같이 확인을 해 보았다.  

bFGF의 농도 의존적으로 Nkx2.2는 Olig2와는 반대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bFGF 0ng/ml의 농도에서 Nkx2.2의 발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bFGF 20, 30, 50ng/ml의 농도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bFGF 100ng/ml의 농도부터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bFGF 150ng/ml의 농도에서도 

Nkx2.2가 발현을 하고 있으므로 SHH의 신호를 완전히 억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RNA 단계에서 Olig2의 발현을 보았으므로 단백질 단계에서 

Olig2의 발현 수준을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FACS를 

수행하였으며, 다른 농도의 bFGF를 7일간 처리하였다. 또한 bFGF 

30ng/ml의 농도는 10일, 14일도 더불어 수행하였다.  

Olig2 단백질의 발현 양을 7일째에 확인해 본 결과, 배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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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DM, SB431542, RA, SHH만을 넣어준 실험 군에서는 대조 

군에 비해 6.66%가 양성반응으로 나왔으며, bFGF 30ng/ml의 

농도에서는 12.11%, bFGF 50ng/ml의 농도에서는 21.55%로 

bFGF의 농도에 따라 능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bFGF 100ng/ml의 

농도의 경우는 olig2 단백질이 발현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3. B-G). bFGF 30ng/ml 농도의 경우는 7일 이외에 

10일, 14일도 발현 양을 알아 보았다. bFGF 30ng/ml의 농도에서 

7일에서는 12.11%로, 10일에서는 84.54%의 양성반응을 보여 크게 

증가하였고, bFGF 30ng/ml의 농도 14일에서는 38.24%로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6 인간 배아 줄기세포로부터 Olig2 양성세포로의 분화 

 

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 배아 줄기세포에서부터 Olig2 

양성세포 즉 희돌기교세포의 전구체로 분화를 시켜 보았다(그림4. 

A). 우선 인간 배아 줄기세포에서 미분화 상태임을 확인 하기 위해 

Nanog, Oct4로 면역염색을 하여 확인하다 (그림4. B, E-J).  

배아체 단계에서 4일 동안 DM, SB431542, RA, SHH, bFGF를 

동시에 처리하여 유지하고(그림4. C), 분화 4일째에 matrigel에 붙여 

DM, RA, SHH, bFGF를 처리하여 3일간 유지 하였다 (그림4. D).  

분화 7일째에, 4일 동안 DM, SB431542를 처리하여 신경 

외배엽으로 분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Pax6, Sox1를 

염색하여 확인 하였고 (그림4. K), 신경세포 전구체임을 확인하기 

위해 Nestin으로 면역 염색을 하여 확인 하였다 (그림4. L). 그리고 

신경세포가 생성될 때에 발현하는 전사인자인 Ngn2 (그림4. M)로 

면역염색을 하여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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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Olig2발현을 위한 분화 방법  

분화 방법을 도식화하여 나타내었고 (A), 각 단계 즉 미분화 상태 

(B), 배아체 상태 (C), 배아체를 붙여 분화시키는 단계 (D)를 거쳐 

분화를 시키면서 미분화 상태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전자인자와 

그 세포의 핵을 면역 염색을 수행하여 확인하였고 (E-J), 분화 

7일째에 세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K-Q). Scale bar B-D: 500μM, 

E-Q: 50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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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돌기교세포 전구체로 분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Olig2로 면역 

염색을 하여 희돌기교세포 전구체로 분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림4. 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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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희돌기교세포는 중추 신경에서 신경세포에 수초를 형성하여 

활동전위의 도약 전도를 가능케 하여 신경세포의 자극 속도를 높여 

준다. 이러한 희돌기교세포는 신경 외배엽의 신경상피세포로 

분화하여 생성된다. 이 희돌기교세포는 신경상피세포의 척수가 

발생하는 신경관의 뒤쪽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pMN부분에서 

발생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 pMN부분은 배쪽에서 발생하는 

SHH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등쪽에서 발생하는 

BMP 신호는 적게 받고 있다. 또 척수가 발생하는 신경관 양쪽에 

존재하는 somit에서 발생하는 RA의 신호를 받고, 척수쪽의 

신경관이 자라날 때 한센결정에서 발생하는 FGF 신호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  

희돌기교세포가 발생하게되는 pMN부분에서는 특이적으로 Olig2 

전사인자가 발현을 하고 있으며, 이는 희돌기교세포가 발생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이미 알려져 있다.  

이전 실험에서 DM, SB431542를 배아체 단계에서 4일간 처리하게 

되면 신경외배엽으로 분화가 효율적으로 됨을 증명하였다.  

이에 배아체 단계에서 DM, SB431542를 처리하는 과정 중, RA, 

SHH, bFGF를 첨가하여 희돌기교세포 전구체에서 중요한 

전사인자인 Olig2의 발현을 이끌어 내었다.  

DM, SB431542만을 처리하였을 때에 발현되지 않았던 Hoxa2, 

Hoxc5는 RA의 영향을 받아 발현을 하였다. 하지만 Hoxc5보다 더 

뒤쪽에서 발현하는 Hoxb6나 Hoxc8의 발현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이는 RA만으로는 신경외배엽세포를 신경관의 척수 

쪽으로 분화시키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한센결절에서 발생하는 FGF를 첨가하여 신경외배엽세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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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관의 척수 쪽으로 분화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신경관의 척수 

쪽으로 분화를 시키는 데에는 RA와 FGF가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FGF의 농도에 의해 Hox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된다는 것이다. bFGF 30ng/ml를 처리하였을 때, 

Hoxc5와 Hoxc9는 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두 유전자보다 뒤쪽에서 

발현하고 있는 Hoxd11는 발현되고 있지 않는 것을 비추어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bFGF의 농도들은 모두 Hoxc5, Hoxc9, 

Hoxd11를 발현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FGF의 농도에 의해서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FGF의 영향을 받아 발현하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척수의 신경관이 형성될 때에 배쪽에서 발생하는 SHH의 

영향을 받고 있고 희돌기교세포가 발생하는 pMN부분도 신경관의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SHH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경관의 가장 아래쪽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SHH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는 있으나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그리하여 몇 단계 높은 농도의 SHH를 배아체 단계에서 

4일간 처리하여 배쪽으로 분화를 유도하였다. 이에 SHH 농도 

의존적으로 가장 배쪽에서 발현하는 Nkx2.2가 발현하고 SHH의 

4일간의 처리만으로도 배쪽으로의 분화가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하지만 DM, SB431542와 SHH를 4일간 처리하는 

것으로는 희돌기교세포로의 분화에 중요한 olig2를 발현 시키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실험으로는 

SHH이 Olig2를 발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알 수 없다.  

RA와 bFGF에 의한 신경관의 척수 쪽으로의 분화, SHH에 의한 

배쪽으로의 분화가 결합되면 비로소 Olig2가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사인자인 Olig2는 척수의 pMN부분에서 특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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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하고 있으므로 이 실험을 통하여 척수의 pMN부분으로의 

분화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경관의 신경상피세포가 척수부분으로 분화를 일으키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Olig2의 발현을 증가 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임은 이미 보고된 바가 있다. 이에 bFGF를 처리하여, RA와 

SHH만 처리 하였을 때보다 Olig2의 발현 양을 증가 시켰다. 

하지만 고 농도의 bFGF는 오히려 Olig2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결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첫번째, 이미 

보고 되어진 바와 같이 bFGF가 SHH의 신호를 억제함으로써 

Olig2의 발현을 저해시킨다는 것과, 두 번째, RA와 bFGF는 시간과 

농도 의존적으로 신경관의 꼬리 쪽으로 분화를 유도함으로 Olig2가 

발현되지 않는 곳까지 분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bFGF 

30ng/ml의 경우 Hoxc9에서 발현을 멈추는 것이 이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한가지 농도의 bFGF를 처리하고 처리시간을 

달리하였을 경우, Olig2의 발현이 bFGF 처리 10일째에 최고점을 

이루고 14일째에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SHH에 의한 

배쪽으로의 분화가 계속되거나, bFGF에 의한 SHH 신호의 억제로 

인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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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실험은 기존의 인간 배아 줄기세포의 분화 방법인 단계적 분화 

방법이 아닌 이른 시간에 인간 배아 줄기세포의 분화를 결정시키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이에 본 실험을 통해 인간 배아 줄기세포의 

분화에 있어서 세포의 분화는 아주 이른 시간 내에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RA만으로는 신경관의 신경상피세포가 척수쪽으로 분화시키기에는 

불충분하며, 이는 bFGF에 의해 유도가 된다는 사실을 Hox 

유전자의 발현을 통해 알 수 있고, 또한 bFGF는 Olig2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이에 DM, SB431542, RA, SHH, bFGF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신경관의 신경상피세포를 척수쪽으로 분화시킬수 있다는것 뿐만 

아니라, 척수의 특이적 부분인 pMN부분으로 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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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tion of regionally specified oligodendrocyte precursor cells from 

human pluripotent stem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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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Dong-Wook Kim) 

 

 

Currently, studies have reported a few differentiation methods to 

oligodendrocytes in the spinal cord using human embryonic stem cells 

however, the known methods require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and 

hold questionable reproducibility. In order to overcome such 

disadvantages of the known methods, an improved differntation method 

is in need. Neuroepithelial cells within the neural tube differentiate into 

various neuronal and glial cells in central nervous system. By 

suppressing bone morphogenic protein (BMP) signal which is 

expressed at the top of the neural tube, while inducing sonic hedgehog 

(SHH) signaling expression which is expreseed in the ventral region of 

the neural tube, I have confirmed expression of Nkx2.2, a marker of 

ventral regions. To induce posteriorization and oligogenesis,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 and retinoic acid (RA) signals were 

introduced and expression levels of Hox genes were observed. Direct 

differentiation approach was applied to embryoid bodies derived from 

human embryonic stem cells (hESCs) in order to reduce the 

differentiation period of oligodendrocytes. Concentration dependant 

introduction of bFGF and SHH resulted in regionalization of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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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minic the cells located in Motor neuron progenitor domain 

(pMN).  Here I report that while negatively regulating BMP signal, 

induction of simultaneous SHH, bFGF, and RA signals generate 

oligodendrycyte precursor cells of pMN region from hESCs.  The 

oligodendroglial lineage marker Olig2-positive oligodendrocyte 

precursor cells were observed from day 7 and maintained upto day 

14.Blockade of BMP signal and induction of SHH, bFGF, and RA 

direct the differentiation of hESCs to Olig2-positive oligodendrycyte 

precurso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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