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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골세포 분화유도후 세포형태 관찰 ∙∙∙∙∙∙∙∙∙∙∙∙∙∙∙∙∙∙∙∙∙∙∙∙∙∙∙∙∙∙∙∙∙∙∙∙∙∙∙∙∙∙∙∙∙∙∙∙∙∙∙∙∙∙∙∙∙∙∙∙∙∙∙∙∙∙∙∙∙∙∙∙∙∙∙∙∙∙∙∙∙∙∙∙∙∙∙∙∙∙∙∙∙∙∙∙∙∙∙∙∙∙∙∙∙∙∙∙∙∙∙∙∙∙∙∙∙∙∙∙∙∙∙∙∙∙∙∙∙∙∙∙∙∙∙∙∙∙∙∙∙∙∙∙∙∙∙∙∙∙∙∙∙∙∙∙∙∙∙∙∙∙∙∙∙∙∙∙∙∙∙∙∙∙∙∙∙∙∙∙∙∙∙∙∙∙∙∙∙∙∙∙∙∙∙∙∙∙∙∙∙∙∙∙∙∙∙∙∙∙∙∙∙∙∙∙∙∙∙∙11111111    

<그림 3> 면역염색으로 CollagenⅡ 발현 관찰 ∙∙∙∙∙∙∙∙∙∙∙∙∙∙∙∙∙∙∙∙∙∙∙∙∙∙∙∙∙∙∙∙∙∙∙∙∙∙∙∙∙∙∙∙∙∙∙∙∙∙∙∙∙∙∙∙∙∙∙∙∙∙∙∙∙∙∙∙∙∙∙∙∙∙∙∙∙∙∙∙∙∙∙∙∙∙∙∙∙∙∙∙∙∙∙∙∙∙∙∙∙∙∙∙∙∙∙∙∙∙∙∙∙∙∙∙∙∙∙∙∙∙∙∙∙∙∙∙∙∙∙∙∙∙∙∙∙∙∙∙∙∙∙∙∙∙∙∙∙∙∙∙∙∙∙∙∙∙∙∙∙∙∙∙∙∙∙∙∙∙∙∙∙∙∙∙∙∙∙∙∙∙∙∙∙∙∙∙∙∙∙∙∙∙∙∙∙∙∙∙∙∙∙∙∙∙∙∙∙∙∙∙∙∙∙∙∙∙∙∙11112222 

<그림 4> RT－PCR 로 CollagenⅡ 발현양 관찰 ∙∙∙∙∙∙∙∙∙∙∙∙∙∙∙∙∙∙∙∙∙∙∙∙∙∙∙∙∙∙∙∙∙∙∙∙∙∙∙∙∙∙∙∙∙∙∙∙∙∙∙∙∙∙∙∙∙∙∙∙∙∙∙∙∙∙∙∙∙∙∙∙∙∙∙∙∙∙∙∙∙∙∙∙∙∙∙∙∙∙∙∙∙∙∙∙∙∙∙∙∙∙∙∙∙∙∙∙∙∙∙∙∙∙∙∙∙∙∙∙∙∙∙∙∙∙∙∙∙∙∙∙∙∙∙∙∙∙∙∙∙∙∙∙∙∙∙∙∙∙∙∙∙∙∙∙∙∙∙∙∙∙∙∙∙∙∙∙∙∙∙∙∙∙∙∙∙∙∙∙∙∙∙∙∙∙∙∙∙∙∙∙∙∙∙∙∙∙∙∙∙∙∙∙∙∙∙∙∙∙∙∙111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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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초초    록록록록    

 

골수골수골수골수    중간엽중간엽중간엽중간엽    줄기세포의줄기세포의줄기세포의줄기세포의    배양배양배양배양    및및및및    연골세포연골세포연골세포연골세포    분화에분화에분화에분화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이 선희 

지도교수 : 송 창훈 교수, 의학박사 

의학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BMSCs)는 연골세포를 포함한 여러가지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다. TGF-β1 은 연골형성의 조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는 연골세포와 공동배양을 했을 때 연골세포로 분화가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연골세포는  CollagenⅡ를 포함한 많은 세포외기질을 분비한다.  

목적목적목적목적    :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에 대한 TGF- β 1 의 연골세포 분화유도 작용을 

확인하고 CollagenⅡ가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의 배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방법방법방법방법    : 돼지의 후상장골극에서 채취한 골수에서 바닥에 붙어서 자라는 세포를 

분리하고 배양하였다. 이러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TGF- β 1 을 포함한 

조건배양액으로 10 일, 20 일간 배양하고 세포증식과 연골분화를 조사하였다.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각기 다른 농도의 CollagenⅡ로 Coating 한 배양접시에서 20 일간 

배양하고 세포증식과 연골분화를 조사하였다. 세포증식은 세포생장곡선과 MTT 측정을 

통하여 조사하였고 연골분화는 면역세포화학염색과 RT-PCR 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결과결과결과결과    : TGF- β 1 은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였지만 Collagen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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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증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GF-β1 을 포함한 조건배양액으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배양했을 때 연골세포의 특이한 세포외기질인 CollagenⅡ, 

Aggrecan 을 발현했을 뿐만아니라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현양이 많아졌다. 

하지만 CollagenⅡ로 Coating 한 배양접시에서 배양했을 때는 위의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결론결론결론    : 체외에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는 TGF- β 1 을 사용하여 배양했을 때는 

연골세포로 분화되지만 CollagenⅡ를 사용하여 배양했을 때는 연골세포로 분화되지 

않는다. 

 

색인단어색인단어색인단어색인단어    :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 연골세포로의 분화, TGF-β1, Collagen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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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Study onStudy onStudy onStudy on    Culturing and CCulturing and CCulturing and CCulturing and Chondrocytehondrocytehondrocytehondrocyte Differentiation of Bone  Differentiation of Bone  Differentiation of Bone  Differentiation of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sMarrow Mesenchymal Stem CellsMarrow Mesenchymal Stem CellsMarrow Mesenchymal Stem Cells    

  

Li ShanJi 

Adviser : Prof. Song ChangHoon, Ph.D. 

Department of Medicin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s (BMSCs) can be differentiated into many 

types of cells including chondrocytes. TGF-β1 is very important in the regulation of 

chondrogenesis. BMSCs were confirmed to be differentiated into chondrocytes by 

co-culturing with cartilage cells. Cartilage cells can secrete many sorts of matrix 

including CollagenⅡ.  

PPPPurposeurposeurposeurpose : To elucidate the effect of TGF-β1 on inducing BMSCs to chondrocytes 

and to clarify the influence of CollagenⅡ in BMSCs cultivating.  

MethodsMethodsMethodsMethods : Bone marrow was aspirated from porcine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and from which the adherent cells were isolated and cultured. BMSCs were cultured 

in the medium containing TGF-β1 for a period from 10 to 20 days and then were 

tested for cell proliferation and chondrogenic differentiation. BMSCs were cultured 

on the culture dishs coated with CollagenⅡ of different dilution for 20 days, and 

then they were tested for cell proliferation and chondrogenic differentia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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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proliferation was tested by means of MTT test and cell growth curve. The 

chondrogenic differentiation was tested by the means of immunocytochemistry and 

RT-PCR.  

ResultsResultsResultsResults    : Experiments showed that TGF- β1 downgraded the proliferation of 

BMSCs whereas CollagenⅡ had no obvious influence on the proliferation of BMSCs. 

Cultivated by the medium containing TGF-β1, BMSCs obviously expressed specific 

matrices of chondrocytes, such as Collagen Ⅱ and A ggrecan. Moreover, the 

expression intensity kept on increasing during the cultivation. However, those 

results were not demonstrated when BMSCs were cultivated in culture dishes coated 

by CollagenⅡ.  

ConclusionConclusionConclusionConclusion    : Cultured in vitro, BMSCs showed chondrogenic differentiation when 

induced by TGF-β1, but failed to show it  when cocultured with CollagenⅡ.  

 

Key Words Key Words Key Words Key Words :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s, Chondrogenesis, TGF-β1, 

Collagen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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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서서서    론론론론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s, MSCs）는 현재 생체조직공학의 

종자세포 연구의 초점이다[1]. 여러 나라 학자들은 다양한 조직유래의 MSCs 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해왔고[2], MSCs 가 체외에서 연골세포, 골세포, 지방세포, 근육세포 및 

신경세포 등 많은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3-9]. 골수유래의 

MSCs 를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s, BMSCs) 

라고 한다.  BMSCs 도 특정한 분화조건에서 연골세포를 포함한 여러가지 세포로의 

분화가 가능하며[10-12] 연골 조직공학에 새로운 종자세포를 제공해 준다[13,14]. 

BMSCs 는 또한 아래의 장점들을 갖고 있다. ⑴골수를 채취하는 방법이 간단하고 

유기체에 대한 손상이 적으며 반복 채취가 가능하다. ⑵배양방법이 간단하고 

증식능력이 강해서 짧은 시간내에 많은 세포를 쉽게 얻을 수 있다. ⑶체외 분화조건이 

성숙되었고 여러가지 세포로의 분화가 쉽게 예상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연골세포의 분화에 관여하는 인자는 아주 많지만 현재 비교적 확정적인 

유도인자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TGF-β(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 TGF-β1, 

2, 3) ，  골형태발생단백 （ bone morphogenetic protein, BMP -2, 6, 9, 13 ）， 

인슐린상성장인자 （ insulin-like growth factor , IGF-1 ）， 연골기원성발생단백

（cartilage-derived morphogenetic protein, CDMP-1, 2） 및 Dexamethasone (Dex). 

TGF-β는 주로 연골분화의 초기단계에 작용한다. 수용체를 통하여 Smad 신호전달을 

활발하게 하고 연골의 특이한 세포외기질 유전자의 전사를 개시하여 주로 

CollagenⅡ의 발현과 합성을 촉진한다[15,16]. BMP-2,6 은 주로 Aggrecan 의 발현과 

합성을 촉진한다[17-21]. IGF-1 는 연골세포, 골세포, 지방세포등 여러가지 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한다[16,22]. 그 중에서 TGF- β 1 은 가장 중요한 연골분화 

유도인자이다[23-26]. CDMP-1 은 TGF-β의 가족에 속하며 역시 연골분화의 중요한 

유도인자이다[27]. Dex 는 여러가지 유도인자의 작용을 도와서 분화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28]. 본 실험에서는 TGF- β 1 과 Dex 를 포함한 조건배양액으로 연골분화를 

유도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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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배양체계는 고가의 성장인자를 구입하지 않고도 좋은 분화효과에 도달할 수 

있다[28-30]. 연골세포와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공동배양 했을 때 연골세포는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의 연골분화에 대하여 유도작용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28,29]. 

하지만 연골세포에서 어떤 물질이 분비되고 어떤 물질이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의 

연골분화에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CollagenⅡ는 

연골세포가 가장 많이 합성하고 분비하는 세포외기질이다. 본 실험에서는 각기 다른 

농도의 CollagenⅡ로 Coating 한 배양접시에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배양하면서 

CollagenⅡ가 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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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재재재재    료료료료    및및및및    방방방방    법법법법    

 

실험재료실험재료실험재료실험재료        

1. 실험동물 : 2 개월 미만의 長楓雜交돼지 (上海靑浦萬頭사육장에서 제공), 체중이 

10~15 kg 이고 수컷과 암컷은 제한하지 않았다. 

2. 골수채취에 필요한 도구와 시약 : 무균 Myeloid puncture needle (16 호), 1 회용 

Syringe (10ml), 무균 Centrifuge tube (50ml), heparin. 

3. 세포배양에 필요한 시약과 액체조성 

3.1 PBS 조성 : NaCl 8 g/L, KCl 0.2 g/L, Na₂HPO₄∙12H₂O 2.9 g/L, KH₂PO₄ 

0.2 g/L 되게 증류수 1 L 에 녹였다. 

3.2 DMEM 배지 조성 : L-glutamine 300 mg/L, Vitamin-C 50 mg/L, NaHCO3  3.7 

g/L, Penicillin 100,000 U/L, Streptomycin 100,000 U/L, DMEM (Gibco, USA)  

powder 10 g/L 되게 증류수 1 L 에 녹였다. 

3.3 일반배양액 조성 : DMEM 배지, 10 % FBS(Gibco, USA). 

3.4 조건배양액 조성 : 일반배양액에 Dexamethasone (Dex) 40 ng/ml (Sigma, USA),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 1 (TGF- β 1) 10 ng/ml (Intergen, USA) 되게 

첨가했다. 

3.5 세포배양접시 Coating 액체 조성 : 0.1 M Glasial acetic acid 로 Collagen Ⅱ 

(Sigma, USA) 의 농도가 각각 50 μg/ml, 100 μg/ml, 200 μg/ml 되게 희석했다. 

3.6 소화액 조성 : Trypsin 0.25 %-EDTA 0.02 %.  

3.7 분리액 조성 : Percoll (Amersham) 원액의 비중이 1.13 g/ml 인데 NaCl 

용액으로 밀도가 1.073 g/ml 되게 희석했다. 

4. 결과 조사에 필요한 시약들 

4.1 면역세포화학염색 : 1st Antibody; Anti-collagen Ⅱ mouse polyclonal antibody 

(Sigma, USA), 2nd Antibody; Envisin+TM peroxidase anti-Rabbit (DAKO, USA), 

기타; Acetone, Triton X-100, DMSO, 3% H2O2, Goat serum, DAB, Hematoxylin .  

4.2 Reverse transcriptional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 Triz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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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oform, Iso-propylalcohol, DEPC, RT-PCR kit, Collagen Ⅱ Primer, Aggrecan 

Primer.  

4.3 Methyl thiazolyl tetrazolium (MTT) test : Thiazolyl Blue, DMSO.  

5. 소모품 

Cell culture dish (Falcon, USA) 

Centrifuge tube (Falcon, USA) 

Hematometer and cover glass 

Filter and syringe 

Pipet 

6. 장비 

Clean bench (China)  

CO2 incubator (Quese Systems Company, USA) 

Inverted phase contrast microscope (Olympus, Japan) 

Low speed refrigerated centrifuge (China) 

High speed refrigerated centrifuge (RT-7, Sorzail Company, USA) 

PCR detection system (Genius Company, USA) 

Electrophoresis apparatus (Hoeter Company, USA) 

UV formatter (DU-600, Beckman Company, USA)  

MTT 기기 (Labsytems Company, Holland) 

정밀천평 (Mettler Toledo, Sweden) 

실험방법실험방법실험방법실험방법    

가. 골수채취    

돼지를 Pentothal sodium 로 귀정맥 마취 후 후상장골극 (Anterior superior 

spine)부위 털을 깎고 소독하였다. Heparin 처리가 된 Myeloid puncture needle (16 

호) 로 Marrow cavity 에 천자하고 Heparin 처리가 된 10 ml Syringe 로 골수를 5 

ml 정도 채취한 후 Heparin 이 담겨진 50 ml Centrifuge tube 에 넣었다. 

나. 세포배양 

1. 전체배양법 



 ５ 

골수가 담겨진 50 ml Centrifuge tube 에 DMEM 배지를 30 ml 정도 넣고 충분히 

섞은 후 2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버리고 같은 방법으로 한번 더 

세척했다. 5 % Acetic acid 로 적혈구를 파괴한 후 유핵세포수를 측정, 

계산하여 2.5×105/cm2 되게 100mm 세포배양접시에 세포를 넣어주고 세포배양액 

10ml 첨가했다. 37 ℃, 5 % CO2, 100 % 포화습도의 Incubator 에 5 일간 배양하고 

PBS 로 두번 정도 세척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세포배양액을 10 ml 정도 넣어주고 

동일한 조건에서 배양을 계속했다. 계대배양은 Trypsin 0.25 %-EDTA 0.02 % 를 

사용했다. 

2. 분리배양법 

골수가 담겨진 50 ml Centrifuge tube 에 DMEM 배지를 30 ml 정도 넣고 충분히 

섞은 후 2000 rpm 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버렸다. 채취한 골수체적의 

2 배가 되게 DMEM 배지로 골수를 희석한 후 15 ml Centrifuge tube 에 Percoll 분리액 

6 ml 을 넣고 그 위에 희석한 골수를 6 ml 서서히 흘려 넣었다. 900 g 에서 30 분간  

원심분리 했을 때 15 ml Centrifuge tube 내 액체가 네개 층으로 갈라짐을 볼수 

있었다. 맨 윗층은 적은 양의 혈청, 지방과 DMEM 배지이고 중간층은 단핵세포 

(Mono Nuclear Cell, MNC) 층과 Percoll 분리액이고 맨 아래층은 적혈구이다. 

중간층의  MNC 층을 천천히 따내여 새로운 50 ml centrifuge tube 에 넣고 

DMEM 배지로 두번 정도 세척을 했다. MNC 를 측정, 계산하여 2.5×105/cm2 되게 100 

mm 세포배양접시에 세포를 넣어주고 세포배양액 10ml 첨가했다. 37 ℃, 5 % CO2, 

100 % 포화습도의 Incubator 에 3 일간 배양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세포배양액을 

갈아주고 동일한 조건에서 배양을 계속했다. 계대배양은 Trypsin 0.25 %-EDTA 

0.02 % 를 사용했다. 

다. 세포의 증식 및 대사활동 비교   

1. 세포생장곡선 

24-well Plate 3 개를 실험에 사용하며 그 중의 한개 Plate 는 100 μg/ml 의 

CollagenⅡ로 Coating 한 후 Clean bench 내에 Pen 을 최고로 하고 UV 를 켠 채 밤새 

건조 시켰다.  전체배양법 혹은 분리배양법으로 배양한 세포가 배양접시에 가득 차게 

되면 소화액으로 처리한 후 세포를 모아서 세포수를 측정, 계산했다. 10000 개/well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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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로 Plate 에 세포를 접종하고 그 중의 한개 Plate 는 조건배양액 (TGF-β1, Dex 를 

포함)으로 배양을 하며 2 일에 한번씩 배지를 갈아주었다. 3 개 Plate 는 각각 3 개 

조로 나누었다.  

제 1 조 : 조건배양액으로 배양.  

제 2 조 : CollagenⅡ로 Coating 한 후 일반배양액으로 배양.  

제 3 조 : 일반배양액으로 배양.  

하루에 각 조에서 각각 3 개 Well 씩 취하여 세포수를 측정, 계산하고 8 일간 배양을 

계속하면서 세포생장곡선을 그렸다. 

2. MTT 측정 

96-well Plate 를 사용하며 위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3 개조로 나누었다. 2000 

개/well 의 밀도로 세포를 접종하고 하루에 각 조에서 각각 6 개 Well 씩 취하여 5 

mg/ml 의 MTT-PBS 용액을 20 μg/ml 넣어주고 4 시간이 지난 후 상층을 버리고 

DMSO 로 10~15 min 정도 충분히 침전된 결정을 용해시켰다. 492 nm 파장에서 

흡광도수치를 측정하고 통계처리를 한 후 증식곡선을 그렸다.  

라. BMSCs 의 연골세포 분화유도  

1. TGF-β1 을 포함한 조건배양액으로 연골세포 분화유도 

1.1 조건배양액 제조방법 : TGF- β 1 은 희석액 (0.1 % 소혈청 anbumin, 4mM  

HCl 을 포함한 PBS) 으로 10 ug/ml 되게 희석한 후 분주하여 -20 ℃에 냉동보관 하고 

사용전 세포배양액에 최종농도가 10 ng/ml 되게 넣어 주었다. Dex 는 세포배양액을 

만들 때 넣어줄 수도 있고 세포배양 바로 전에 넣어줄 수도 있다. 2 mg/ml 의 원액을 

세포배양액에 넣어 주어 최종농도가 40 ng/ml 되게 하였다. 

1.2 배양방법: 1 차 계대배양한 세포가 전부 바닥에 붙은 후 상층 배양액을 버리고 

조건배양액을 6 ml 첨가하고 37 ℃, 5 % CO2, 100 % 포화습도의 Incubator 에서 

배양하며 2 일에 한번씩 조건배양액을 갈아 주면서 세포형태를 관찰했다. 세포가 

배양접시에 80~90% 차게 되면 계대배양을 시켜주며 조건배양액을 사용하면서 각각 

10 일, 20 일간 연골세포 분화를 유도시켰다.  

1.3 면역세포화학염색 : Acetone 으로 고정하고 세포막을 0.25 % Triton X-100, 5 % 

DMSO 가 들어간 PBS 로 처리한 후 3 % H2O2-PBS 로 처리를 한다. 10 % Goat  



 ７ 

serum-PBS 를 첨가하고 37 ℃에서 30 분이 지난 후 Anti-collagen Ⅱ mouse 

polyclonal antibody 를 추가하여 4 ℃에서 Overnight 하였다. 다음 날 Envisin+TM 

peroxidase anti-Rabbit 을 추가하여 37 ℃에서 30 분간 반응을 시킨 후 DAB 로 

갈색과립이 나올때 까지 염색을 하고 Hematoxylin 으로 세포핵을 염색했다. 

Fibroblast 는 세포질내 CollagenⅡ (갈색 과립)를 발현하지 않기 때문에 Negative 

control 로 하고 연골세포는 거의 100% 발현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Positive control 로 

했다.   

1.4 RT-PCR : 세포를 Trizol 을 넣어서 현탁한 후 mRNA 를 뽑았다. RT 

enzyme 작용하에서 cDNA 를 만들고 각 조의 같은 양의 cDNA 와 CollagenⅡ primer 

（ positive-sense strand : 5'-tccccggcactcctggcactgat-3';  antisense strand :   

5'-cttgggcacctcgggctcctttag-3'，extent ： 510bp，anneal temperature ：60~62℃）

혹은 Aggrecan primer (positive-sense strand :  5'-aactgcggtggcaacctcctg-3'； 

antisense strand: 5'-tcccgggcggtagtggaakac-3' ，  extent ：  540bp ，  anneal 

temperature ：58~60℃), Mg2+, dNTP 및 DNA polymerase 와 혼합한 후 특정한 

온도하에서 30~35 Cycle 을 확장하고 1.2% Agarose gel 에서  70V 전압으로 

1.5h 전기영동 후， UV 에서 CollagenⅡ혹은 Aggrecan 의 발현양을 관찰했다. β

-actin 을 Standard 로 하고 연골세포를 Positive control 로 했다. 

2. CollagenⅡ 로 연골분화 유도   

2.1 CollagenⅡ Coating 방법 : 0.1M Glacial acetic acid 로 농도가 각각 50 mg/ml, 

200 mg/ml 되게 희석한 후 100 mm 세포배양접시에 4 ml 씩 분주를 하고 Clean 

bench 내에서 Pen 을 최고로 하고 UV 를 켠 채 밤새 건조시켰다.  

2.2 배양방법 : 1 차 계대배양을 한 세포를 0.1×105 /cm2 밀도로 CollagenⅡ로 

Coating 한 배양접시에 접종하고 37 ℃, 5 % CO2, 100 % 포화습도의 Incubator 에서 

배양하며 2 일에 한번씩 일반배양액으로 갈아 주면서 세포형태를 관찰했다. 세포가 

배양접시에 80~90% 차게 되면 계대배양을 시켜주며 일반배양액을 사용하면서 20 

일간 배양을 계속했다. 

2.3 RT-RCR : 위의 방법과 같음. CollagenⅡ의 발현양을 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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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결결결    과과과과    

 

1. BMSCs 배양 

5~7 일간 배양했을 때 세포배양접시에 크고 작은 Clone 을 많이 볼수 있었고 7~10 

일간 배양을 계속하니 형태가 균일한 섬유모양세포가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림 1) 

2. 세포증식 

세포생장곡선과 MTT 측정결과 CollagenⅡ는 세포증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TGF-β1 은 세포증식을 억제하였다. (표 1 과 표 2) 

3. 연골세포 분화유도 후 세포형태 관찰 

TGF-β1 을 포함한 조건배양액으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각각 10 일, 20 일간  

배양했을 때 세포형태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각기 다른 농도의 CollagenⅡ로 

Coating 한 배양접시에서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20 일간 배양했을 때 세포형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림 2) 

4. 면역세포화학염색 

연골세포의 CollagenⅡ의 발현양은 거의 100 %에 도달하고 일반배양액으로 배양한 

BMSCs 의 CollagenⅡ의 발현양은 10 % 정도 밖에 안되지만 TGF-β1 을 포함한 

조건배양액으로 각각 10 일, 20 일간 배양했을  때 CollagenⅡ의 발현양이 각각 

40~60 %, 95 % 이상에 도달하였다. (그림 3) 

5. RT-PCR 

연골세포는 CollagenⅡ 발현을 많이 보이고 BMSCs 는 CollagenⅡ 발현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TGF- β 1 을 포함한 조건배양액으로로 10 일간 연골세포 분화를 

유도시켰을 때 CollagenⅡ의 발현을 볼 수 있었고 20 일간 연골세포 분화를 

유도시켰을 때 CollagenⅡ의 발현양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각기 다른 농도의 

CollagenⅡ로 Coating 한 배양접시에서 배양했을 때 CollagenⅡ의 발현을 보이지 

않았다. (그림 4) 

연골세포는 또한 Aggrecan 의 발현양상을 보인다. TGF-β1을 포한한 조건배양액으로 

20 일간 연골세포 분화를 유도시켰을 때 Aggrecan 의 발현을 볼 수 있었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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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1 BMSCs1 BMSCs1 BMSCs1 BMSCs 의의의의    세포형태세포형태세포형태세포형태    관찰관찰관찰관찰    

A: 전체배양 5 일째    

B: 전체배양 10 일째 

C: 분리배양 7 일째 

D: 분리배양 14 일째 

 

A B 

CCCC D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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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2 2 2 2 연골연골연골연골세포세포세포세포 분화유도분화유도분화유도분화유도후후후후 세포형태세포형태세포형태세포형태 관찰관찰관찰관찰 

A: TGF-β1, Dex 배양 10 일째 

B: TGF-β1, Dex 배양 20 일째 

C: CollagenⅡ 50ug/ml Coating 후 배양 20 일째 

D: CollagenⅡ 200ug/ml Coating 후 배양 20 일째 

 

 

B 

C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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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3 면역염색으로면역염색으로면역염색으로면역염색으로 CollagenCollagenCollagenCollagenⅡⅡⅡⅡ    발현발현발현발현    관찰관찰관찰관찰    

A: BMSCs 일반배양액 배양 

B: 연골세포 

C: TGF-β1, Dex 배양 10 일째 

D: TGF-β1, Dex 배양 20 일째 

 

A B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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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4  4  4  4 RT－－－－PCR 로로로로 CollagenCollagenCollagenCollagenⅡⅡⅡⅡ    발현양발현양발현양발현양    관찰관찰관찰관찰    

A1: 연골세포 

B1: TGF-β1, Dex 배양 20 일째 

C1: TGF-β1, Dex 배양 10 일째 

D1: BMSCs 

A2: 연골세포 

B2: CollagenⅡ 50ug/ml Coating 후 배양 20 일째 

C2: CollagenⅡ 100ug/ml Coating 후 배양 20 일째 

D2: CollagenⅡ 200ug/ml Coating 후 배양 20 일째 

 

A2   B2   C2   D2A2   B2   C2   D2A2   B2   C2   D2A2   B2   C2   D2        

ββββ––––actin 318bpactin 318bpactin 318bpactin 318bp                                    

CollagenCollagenCollagenCollagenⅡⅡⅡⅡ 510bp 510bp 510bp 510bp    

A1  A1  A1  A1      B1  B1  B1  B1      C1  C1  C1  C1      D1D1D1D1            A1   B1   C1   D1    A1   B1   C1   D1    A1   B1   C1   D1    A1   B1   C1   D1                            

ββββ––––actinactinactinactin 318bp 318bp 318bp 318bp            CollagenCollagenCollagenCollagenⅡⅡⅡⅡ 510bp 510bp 510bp 510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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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βββ－－－－actin 318bpactin 318bpactin 318bpactin 318bp                    Aggrecan 540bpAggrecan 540bpAggrecan 540bpAggrecan 540bp    

    

AAAA                BBBB    C    C    C    C    AAAA                BBBB                CCCC    

그림그림그림그림    5555    RT－－－－PCR 로로로로 AggrecanAggrecanAggrecanAggrecan    발현양발현양발현양발현양    관찰관찰관찰관찰    

A: 연골세포 

B: TGF-β1, Dex 배양 20 일째 

C: TGF-β1, Dex 배양 10 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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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고고고    찰찰찰찰    

 

Mesenchymal Stem Cells (MSCs) 는 1966 년에 Alexander Friedenstein 이 

골수에서 발견하였고 체외에서 골세포 및 지방세포로 분화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31]. 그 후 그는 이러한 세포는 떠서 자라는 Hematopoietic cells 을 제거해 

주면서 바닥에 부착하는 세포를 키우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고 또한 섬유양모양이고 

하나하나의 Clone 을 형성한다고 하여 Colony Forming Unit-Fibroblast (CFU-F) 

라고 하였다[31-34]. 그 후 Maureen Owen 이 이러한 세포가 Hematopoietic cells 에 

대하여 지지작용이 있다고 하여 Bone Marrow Stromal Cells (BMSCs)라고 하였다. 

현재는 이러한 세포가 자가증식능력, 여러가지 세포로의 분화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Bone Marrow Mesenchymal Stem Cells (BMSCs) 라고 하였다[36]. 

MSCs 는 골수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조직에서도 유래한다[2].  

BMSCs 의 배양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밀도구심배양법은 골수내의 적혈구와 

밀도가 좀 높은 다핵세포를 제거하고 비교적 순수한 골수내 단핵세포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중의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다. 대량의 

적혈구가 없기 때문에 세포가 바닥에 붙는 속도가 빨라지고 클로닝이 생기는 시간이 

짧아지며 현미경으로 관찰도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리과정에서 일부분의 

줄기세포를 손실할 우려가 있다. 

전체골수배양법은 배양하는 방법이 간단하고 여러차례 원심분리를 할 필요도 

없으며 유핵세포를 손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의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유핵세포 전체를 배양하기 때문에 얻은 중간엽 줄기세포가 순수하지 않고 소량의 

조혈계세포가 섞여 있을 우려가 있고 또한 대량의 적혈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바닥에 붙는 속도가 느려지므로 클로닝이 생기는 시간이 길어지며 처음 

배지를 갈아주는 시간을 늘여주어야 한다. 

밀도구심분리에서 흔히 사용하는 분리액은 주로 두가지가 있다.  

Percoll, 밀도 1.13g/ml, 원액을 NaCl 용액으로 밀도가 1.073g/ml 되게 희석해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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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oll, 밀도 1.077g/ml 이다.  

이 두가지는 밀도에서 아주 섬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최종 분리된 줄기세포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Majumadar 는 Percoll 를 사용했을 때 얻는 세포는 

Mesenchymal stem cells 이고 Ficoll 을 사용했을 때 얻는 세포는 Marrow derived 

stromal cells 라고 하였다[37]. 이 두가지 세포는 세포의 표면항원, 유전자 발현과 

분비하는 물질들이 부분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Ficoll 로 분리하여 배양했을 때 적은 

양의 CD14, CD45 양성인 세포들이 나타하며 이것은 소량의 조혈계세포가 섞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밀도가 1.073g/ml 인 Percoll 을 사용하여 MSCs 를 

분리배양하는 것이 본 실험 연구에 있어서 더 적합하다. 

TGF-β1, Dex 등 성장인자의 작용하에 BMSCs 가 연골세포로 분화할 수 있으며 

분화된 세포는 연골세포의 표현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연골세포의 가장 중요한 

세포외기질인 CollagenⅡ를 합성하고 분비한다 [27-30]. 본 실험에서도 TGF-β1, Dex 를 

포함한 조건배양액으로 배양했을 때 면역염색과 RT-PCR 를 통하여 BMSCs 의 

연골세포로의 분화를 확인하였고 유도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CollagenⅡ의 발현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았다. 

Miao CL, Zhou GD 등은 연골세포와 골수 중간엽줄기세포를 공동배양 했을 때 

연골세포가 골수 중간엽줄기세포의 연골세포로의 분화를 돕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28,29]. 연골세포는 많은 성장인자와 세포외기질을 분비한다. 그 중의 

성장인자가 연골세포 분화를 유도하는 작용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 그 외에도 

연골세포는 CollagenⅡ, Chondroitin sulfate 등을 많이 분비한다. 본 실험에서는 

연골세포의 중요한 세포외기질인 CollagenⅡ의 BMSCs 가  연골로 분화하는데 작용을 

일으키는 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ollagenⅡ 

Coating 농도에서는 연골세포 분화 유도작용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CollagenⅡ가 

단독으로 유도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여러가지 세포외기질과 공동으로 

작용했을 경우에 유도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본 실험은 다른 여러가지 

세포외기질, 예를 들면 Chondroitin sulfate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연골세포 분화를 

유도시켜 볼 뿐만 아니라 또 여러가지 세포외기질을 같이 사용하여 연골세포 분화를 

유도시켜 보는 등 다양한 방법과 조건을 시도하지 못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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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결결결    론론론론    

 

1. 전체배양법과 분리배양법으로 모두 강한 증식능력과 분화능력을 갖고 있는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 

2. TGF-β1 는 연골분화의 유효한 유도인자이고 연골세포의 세포외기질의 발현을 

높여주고 유도시간이 길어질수록 발현도 강해진다. 

3. CollagenⅡ는 일반 사용농도에서 단독으로 연골세포 분화에 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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