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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국문명칭】
국문명칭】

호밍능이 향상된 줄기세포 및 이의 제조방법

【발명의 영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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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설명】
설명】
【발명의 명칭】
명칭】
호밍능이 향상된 줄기세포 및 이의 제조방법{Stem cells having improved
homing ability and method for preparing the same}
【기술분야】
기술분야】
【0001】본 발명은 호밍능이 향상된 줄기세포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
로, 보다 구체적으로 자성나노입자를 내재화하여 호밍능이 향상된 중간엽줄기세포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기술】
【0002】줄기세포는 무한히 증식하는 자가 생산능을 가지며, 특정 조건에서
다양한 세포로 분화 가능한 세포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분화 능력을 이용하여
현재 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하거나 난치성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치
료제로서 줄기세포 치료제가 각광받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제는 환자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체외에서 심혈관계, 신경계, 연골계, 피부 등 필요한 계열의 세포로 분
화 및 증식하여 다시 환자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면역거부반응 없이 손상된 세포 및
조직을 재생할 수 있다.
【0003】줄기세포 중에서도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MSCs)는
면역 반응, 면역계 활동 및 염증과 질병에 대한 신체 반응의 조절에 있어서 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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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수년 동안 널리 연구되어 왔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배양된 중간엽줄기세포는
체외와 생체 내에서 다른 세포 유형과 조직뿐만 아니라 뼈와 연골로 분화하는 능력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간엽줄기세포는 내피세포성장인자(endothelial growth
factor), IL-6(interleukin-6), IL-8(interleukin-8) 등과 같은 다양한 사이토카인
과 케모카인들을 분비함으로써 조직 재생과 손상 조직 내 혈관 형성을 촉진한다.

【0004】또한, 손상된 조직 안팎에서 줄기세포는 상처 치유와 조직 재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조직 손상이나 세포 사멸 시 발생하는 인자
들이 줄기세포와 전구세포를 동원하여 손상된 부위로 유도하고, 증식 및 분화하여
결국 손상된 조직을 대체하게 된다. 즉, 혈액 또는 골수 내 순환하던 줄기세포가
조직손상부위로 모여드는 현상을 호밍(homing)이라고 하며, 중간엽 줄기세포의 호
밍은 여러 단계에 걸쳐 세포부착단백질, 케모카인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0005】특히, 손상된 부위에서 분비되는 케모카인, 사이토카인 및 성장인자
는 시스템적으로 또는 국소적으로 투여된 줄기세포를 끌어들이는 인자이다. 이들
인자는 줄기세포 표면에서 셀렉틴(selectin) 및 인테그린(integrin)의 활성을 촉진
하여 줄기세포가 내피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피층에서 조직으로 줄기세
포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잘 특성화된
백혈구 호밍 캐스케이드(homing cascade)와 비교하여 정맥 내, 동맥 내 또는 국소
내 조직에 적용한 후 중간엽줄기세포 트래피킹(trafficking)을 유도하는 기전에 관
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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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한편, 중간엽줄기세포의 호밍능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을 통해 주
입된 중간엽줄기세포가 손상된 조직, 염증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고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일예로 마우스에서 국부적인 복부 방사선 조사로 손상
된 조직으로 중간엽줄기세포가 호밍(homing)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손상된
부위에서 분비되는 인자 중 SDF-1α(stromal cell-derived factor-1α)와 CXCR4(CX-C chemokine receptor type 4)의 상호작용은 좌측 hypoglossa 신경손상 동물모델
에서 이식된 골수 중간엽줄기세포의 트래피킹을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
울러,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GF-β1, IL-1β 및 TNF-α는 중간엽줄기세포에서
MMP(matrix metalloproteinases)의 생산을 촉진하여, 세포외 기질을 통과하여 이동
할 수 있도록 함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중간엽줄기세포의 호밍능
을 향상시키는 것이 다양한 성장인자 및 케모카인에 중간엽줄기세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간엽줄기세포에 의한 치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
시되고 있다.

【0007】이에 본 발명자들은 호밍능이 향상된 중간엽줄기세포를 개발하기 위
해 노력한 결과, 자성나노입자와 중간엽줄기세포를 혼합한 후 씨딩(seeding)하고
배양하여 자성나노입자가 내재화된 중간엽줄기세포를 제조하는 경우, 상기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CXCR4가 증가하고, 후각 손상 동물모델에서 호밍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이용하여 호밍능이 향상된 중간엽줄기세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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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선행기술문헌】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8】(
(특허문헌 0001)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10-2015-0137416호

【비특허문헌】
비특허문헌】
【0009】(
(비특허문헌 0001)

A. Chapel, J. M. Bertho, M. Bensidhoum et

al., Journal of Gene Medicine, vol. 5, no. 12, pp. 1028-1038, 2003.
(비특허문헌 0002)

E. Chavakis, C. Urbich, and S. Dimmeler, Journal of

Molecular and Cellular Cardiology, vol. 45, no. 4, pp. 514-522, 2008.
(비특허문헌 0003)

M. Mouiseddine, S. Franc¸ois, A. Semont et al.,

British Journal of Radiology, vol. 80, no. 1, pp. S49-S55, 2007.
(비특허문헌 0004)

Sung Keun Kang, Il Seob Shin et al., Stem Cells

International, vol 2012, article ID 342968, 2012.

【발명의 내용】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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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본 발명의 목적은 호밍(homing) 능력이 향상된 중간엽줄기세포
(mesenchymal stem cell)의 제조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0011】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호밍
능력이 향상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중간엽줄기세포의 호밍 촉진 방법을 제공
하기 위한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수단】
【0012】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0013】1) 자성나노입자 및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를 혼합
하는 단계; 및
【0014】2) 상기 단계 1)에서 자성나노입자가 혼합된 중간엽줄기세포를 씨딩
(seeding)하여 배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호밍(homing) 능력이 향상된 중간엽줄기
세포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0015】또한, 본 발명은
【0016】a) 개체에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호밍 능력이 향상
된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하는 단계; 및
【0017】b) 상기 단계 a)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한 개체의 손상 부위에 자
기장을 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중간엽줄기세포의 호밍 촉진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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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효과】
【0018】본 발명은 자성나노입자와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를 혼합한 후 씨딩(seeding)하고 배양하여 자성나노입자가 내재화된 중간엽줄기세
포를 제조한 후, 상기 자성나노입자가 내재화된 중간엽줄기세포에서 호밍 관련 인
자인 CXCR4가 증가하고, 호밍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을 호밍능이 향상된 중간엽줄기세포를 제조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설명】
【0019】도 1은 중간엽줄기세포와 로다민 B(rhodamine B)가 결합된 산화철
나노입자(Iron Oxide Nanoparticles with Rhodamine B: IRB) 농도를 0 내지 20 ㎍/
㎖로 혼합한 후, 상기 IRB가 혼합된 세포를 씨딩(seeding)하고 배양하여 IRB를 내
재화한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에서

CXCR4(C-X-C

chemokine

receptor type 4)의 유전자 발현을 확인한 도이다.
도 2는 IRB 농도를 0, 15 및 20 ㎍/㎖로 혼합한 후, 상기 IRB가 혼합된 세포
를 씨딩(seeding)하고 배양하여 IRB를 내재화한 중간엽줄기세에서 세포 독성을 확
인한 도이다.
도 3은 중간엽줄기세포를 먼저 씨딩하고, 24시간 이후에 IRB 15 ㎍/㎖를 혼
합한 기존 방법(좌측)과 비교하여, 중간엽줄기세포와 IRB 15 ㎍/㎖를 먼저 혼합한
후, 상기 IRB가 혼합된 세포를 동시에 씨딩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방법(우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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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IRB를 내재화한 중간엽줄기세포를 형광현미경으로 확인한 도이다.
도 4는 후각 손상 마우스 동물모델 및 자석을 삽입한 후각 손상 마우스 동물
모델에 중간엽줄기세포 또는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IRB를 내재화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주입하는 과정을 모식화한 도이다.
도 5는 후각 손상 마우스 동물모델 및 자석을 삽입한 후각 손상 마우스 동물
모델에 중간엽줄기세포 또는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IRB를 내재화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주입한 후 중간엽줄기세포 호밍 효과를 공초점 현미경으로 관찰
한 도이다.
도 6은 후각 손상 마우스 동물모델 및 자석을 삽입한 후각 손상 마우스 동물
모델에 중간엽줄기세포 또는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IRB를 내재화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주입한 후 후각상피세포에서 중간엽줄기세포 호밍 효과를 공초점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그래프화한 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내용】
【0020】이하,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0021】본 발명은
【0022】1) 자성나노입자 및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를 혼합
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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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3】2) 상기 단계 1)에서 자성나노입자가 혼합된 중간엽줄기세포를 씨딩
(seeding)하여 배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호밍(homing) 능력이 향상된 중간엽줄기
세포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0024】본 발명에서,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s)는 신체의 대
부분의 조직에 분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성체줄기세포는 지방세포, 연골
세포,

뼈세포

등으로

분화될

수

있는

전능성(pluripotent)

또는

다능성

(multipotent) 세포이다(Meirelles et al., J. Cell Sci, 119:2204-2213, 2006).
중간엽줄기세포는 유래한 기원조직에 따라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성격이나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akaguchi etal., Arthritis Rheumat,
52:2521-2529, 2005). 또한, 중간엽줄기세포는 원초적인 고유의 능력으로서 "호밍
(homing)" 또는 "호밍 효과(homing effect)"라고 하여 신체 내에 주입되었을 때 신
체 내의 손상된 기관, 재생이 필요한 부위로 이동하여 세포를 재생하는 특징을 지
니고 있어 최근 다양한 질환의 획기적인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다.
【0025】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계 1)에서 중간엽줄기세포는
동물의 중간엽줄기세포일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포유동물, 보다 바람직하게는
인간의 중간엽줄기세포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중간엽줄기세포는 골수, 지방조직,
말초혈액, 간, 근육, 폐, 양수, 태반의 융모막 또는 제대혈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
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기 중간엽줄기세포를 분리 및 배양하는
과정은 당업계에 잘 알려져 있고(예컨대, US 제5,486,359호에 개시), 공지된 방법
에 따라 골수의 조혈모세포로부터 부착특성에 의해 분리한 후 분화능력을 잃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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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태에서 증식시켜 얻을 수 있다.
【0026】상기 중간엽줄기세포를 얻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0027】(1) 인간 또는 마우스를 포함하는 포유동물, 바람직하게는, 인간의
중간엽줄기세포 소스, 예컨대, 혈액 또는 골수로부터 중간엽줄기세포를 분리하는
단계(상기 골수는 경골, 대퇴골, 척수 또는 장골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
【0028】(2) 분리된 세포를 적합한 배지에서 배양하는 단계; 및
【0029】(3) 배양과정에서 부유 세포를 제거하고 배양 플레이트에 부착된 세
포들을 계대 배양하여 최종적으로 구축된 중간엽줄기세포를 수득하는 단계.
【0030】상기 과정에서 이용되는 배지로는, 줄기세포의 배양에 이용되는 일
반적인 어떠한 배지도 이용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혈청(예컨대, 우태아 혈청,
말 혈청 및 인간 혈청)이 함유된 배지이다. 본 발명에서 이용될 수 있는 배지는,
예를 들어, RPMI 시리즈, Eagles's MEM(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 Eagle,
H. Science 130:432, 1959), α-MEM(Stanner, C.P. et al., Nat. New Biol,
230:52, 1971), Iscove's MEM(Iscove, N. et al., J. Exp. Med, 147:923, 1978),
199 배지(Morgan et al., Proc. Soc. Exp. Bio. Med, 73:1, 1950), CMRL1066, RPMI
1640(Moore et al., J. Amer. Med. Assoc, 199:519, 1967), F12(Ham, Proc. Natl.
Acad. Sci. USA, 53:288, 1965), F10(Ham, R.G. Exp. Cell Res, 29:515, 1963),
DMEM(Dulbecco's

modification

of

Ea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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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ology, 8:396, 1959), DMEM과 F12의 혼합물(Barnes, D. et al., Anal. Biochem,
102:255,

1980),

Way-mouth's

MB752/1(Waymouth,

C.

J.

Natl. Cancer Inst,

22:1003, 1959), McCoy's 5A(McCoy, T.A., et al., Proc. Soc. Exp. Biol. Med,
100:115, 1959) 및 MCDB 시리즈(Ham, R.G. et al., In Vitro, 14:11, 1978)를 포함
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배지에는 다른 성분, 예를 들어 항생제 또
는 항진균제(예컨대,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및 글루타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0031】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계 1)에서 자성나노입자는
Fe-계 자기성 화합물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산화 제2철(iron(II) oxide: FeO),
산화 제3철(iron(III) oxide, maghemite; Fe2O3, α-Fe2O3, β-Fe2O3, γ-Fe2O3, εFe2O3), 마그네타이트(magnetite; Fe3O4) 또는 산화 제2,3철(iron(II,III) oxides;
Fe4O5, Fe5O6, Fe5O7, Fe13O19, Fe25O32)일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0032】또한, 상기 단계 1)에서 자성나노입자의 혼합 농도는 10 내지 30 ㎍
/㎖인 것이 바람직하고, 15 내지 20 ㎍/㎖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자성나노입자의 혼합 농도가 10 ㎍/㎖ 미만일 경우에는 중간엽
줄기세포의 호밍능 향상이 미비할 수 있고, 상기 자성나노입자의 혼합 농도가 30
㎍/㎖ 초과할 경우에는 세포 독성으로 인해 중간엽줄기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
【0033】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있어서, 상기 호밍 능력이 향상된 중간엽줄
기세포는

CXCR4(C-X-C

chemokine

re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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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0034】또한, 상기 호밍 능력이 향상된 중간엽줄기세포에 자성나노입자가
내재된 것이 바람직하다.

【0035】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서, 본 발명자들은 호밍능이 향상된 중
간엽줄기세포를
B(rhodamine

제조하기

B)가

결합된

위하여,
산화철

중간엽줄기세포에
나노입자(IRB)를

자성나노입자로

농도별로

로다민

혼합한 후 씨딩

(seeding)하고 배양하여 자성나노입자가 내재화된 중간엽줄기세포를 제조하였다.
또한, 상기 중간엽줄기세포에서 호밍 관련 인자인 CXCR4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
고, 중간엽줄기세포의 호밍능 및 세포독성을 고려하여 중간엽줄기세포의 호밍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성나노입자의 최적 혼합 농도는 15 ㎍/㎖임을 확인하였다(도 1
및 도 2 참조).
【0036】또한, 본 발명자들은 상기 최적 혼합 농도로 자성나노입자를 혼합하
고,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으로 자성나노입자를 내재화한 중간엽줄기세포가 일반
적인 형질도입 방법으로 자성나노입자를 내재화한 중간엽줄기세포보다 자성나노입
자의 내재화 효율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도 3 참조).
【0037】또한, 본 발명자들은 상기 최적 혼합 농도로 자성나노입자를 혼합하
고,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으로 자성나노입자를 내재화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주입
한 후각 손상 마우스 동물모델에서 중간엽줄기세포의 호밍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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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상기 후각 손상 마우스 동물모델의 손상 부위 주변에 자석을 삽입한 경우
중간엽줄기세포의 호밍능이 보다 더 항샹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도 4 및 도 5 참
조).
【0038】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자성나노입자가 내재화된 중
간엽줄기세포에서 호밍 관련 인자인 CXCR4가 증가하고, 호밍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
인하였으므로,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을 호밍능이 향상된 중간엽줄기세포를 제조
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0039】또한, 본 발명은
【0040】a) 개체에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호밍 능력이 향상
된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하는 단계; 및
【0041】b) 상기 단계 a)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한 개체의 손상 부위에 자
기장을 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중간엽줄기세포의 호밍 촉진 방법을 제공한다.
【0042】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계 a)의 "개체"는 중간엽줄
기세포를 투여할 수 있는 인간 또는 인간을 제외한 돼지, 소, 말, 양, 염소, 개 등
의 동물을 의미한다.
【0043】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계 b)의 자기장은 자석에 의
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기 자기장은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중간엽줄기세포에 내재된 자성나노입자를 유도하여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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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줄기세포의 호밍이 촉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44】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자성나노입자가 내재화된 중간엽줄기
세포를 주입한 후각 손상 마우스 동물모델에서 중간엽줄기세포의 호밍능이 향상되
고, 상기 후각 손상 마우스 동물모델의 손상 부위 주변에 자석을 삽입한 경우 중간
엽줄기세포의 호밍능이 보다 더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발명에 따른 방
법을 중간엽줄기세포의 호밍 촉진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0045】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 실험예에 의해 상세히 설명한다.
【0046】단, 하기 실시예 및 실험예는 본 발명을 예시하는 것일 뿐, 본 발명
의 내용이 하기 실시예 및 실험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0047】<실시예
【0047】<실시예 1> 자성나노입자 혼합 농도에 따른 중간엽줄기세포의 호밍
(homing) 관련 인자 발현 변화 확인
【0048】호밍 관련 인자인 CXCR4(C-X-C chemokine receptor type 4)는 중간
엽줄기세포의 호밍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면 수용체 케모카인
(receptor chemokine)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자성나노입자 혼합 농도에 따른
중간엽줄기세포의 호밍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성나노입자를 농도별로 혼합하
여 중간엽줄기세포에 내재화한 후 중간엽줄기세포에서 CXCR4의 유전자 발현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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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9】구체적으로, GFP를 발현하는 중간엽줄기세포(GFP-mesenchymal stem
cell; MSC-GFP)(Cyagen Biosciences Inc, Guangzhou, China, MUBMX-01101, C57BL/6
5

mouse mesenchymal stem cell)를 획득하였다. 상기 획득한 중간엽줄기세포 2.5×10

개를 1.5 ㎖ 튜브에서 DMEM(Dulgecco's modified Eagle's medium) 배지 700 ㎕를
이용하여 현탁하였다. 그 다음, 상기 현탁한 중간엽줄기세포에 자성나노입자로서
로다민 B(rhodamine B)가 결합된 산화철 나노입자(Iron Oxide Nanoparticles with
Rhodamine B: IRB, Ocean NanoTech, Springdale, AR Catalog_ #IRB)를 5 내지 20
㎍/㎖ 농도로 피펫팅(pipeting)하여 혼합하였다. 그 다음, 상기 IRB를 혼합한 중간
엽줄기세포를 6-웰 플레이트(well plate)에 씨딩(seeding)하고 24시간 동안 37℃,
5% CO2 하에서 배양하여 IRB가 내재화된 중간엽줄기세포(MSC-GFP + IRB)를 회수하였
다. 그 다음, 상기 회수한 세포를 Trizol(Invitrogen, Carlsbad, CA)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프로토콜에 따라 총 RNA를 분리한 후, 분리한 RNA 1을 고용량 cDNA 역전
사 키트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절차에
따라 cDNA를 합성하였다. 상기 cDNA은 하기 [표 1]의 프라미머를 이용하여 실시간
q-PCR을 수행하였다. q-PCR은 Applied Biosystems의 SYBR Green PCR 마스터(Foster
City, CA, USA)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0050】대조군으로 상기 GFP를 발현하는 중간엽줄기세포(MSC-GFP)를 이용하
였다.

29-16

2017-06-09

【0051】【
【표 1】

CXCR4

프라이머
정방향

β-actin

서열(5'→3')
CAGCATCGACTCCTTCATCC

역방향
정방향

GGTTCAGGCAACAGTGGAAG
TTCTACAATGAGCTGCGTGTG

역방향

GGGGTGTTGAAGGTCTCAAA

【0052】그 결과,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중간엽줄기세포에 IRB를 10 ㎍/
㎖ 혼합한 경우부터 중간엽줄기세포에서 CXCR4의 발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0053】<실시예
【0053】<실시예 2> 자성나노입자 혼합 농도에 따른 중간엽줄기세포의 세포
독성 확인
【0054】자성나노입자 혼합 농도에 따른 중간엽줄기세포의 세포 독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자성나노입자를 농도별로 혼합하여 중간엽줄기세포에 내재화한 후 중
간엽줄기세포의 세포 독성을 확인하였다.
【0055】구체적으로, 상기 <실시예 1>에 기재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중
간엽줄기세포에 IRB 0, 15 및 20 ㎍/㎖을 혼합하여 내재화한 후 96-웰 플레이트에
씨딩하고 0, 3, 6, 12 및 24시간 동안 37℃, 5% CO2 하에서 배양하였다. 24시간 후
96-웰 플레이트에 배지 100 ㎕와 MTS 용액 5 ㎕를 넣고 1시간 정도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 세포 독성 정도
를 분석하였다. 측정치는 3회 반복 실험의 평균값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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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6】그 결과,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IRB 혼합 농도를 15 ㎍/㎖ 혼합
하여 내재화한 중간엽줄기세포는 24시간 동안 세포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나는 반면, IRB 혼합 농도를 20 ㎍/㎖ 혼합하여 내재화한 중간엽줄기세포는 배양
초기에 세포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세포 독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0057】따라서, 상기 <실시예 1> 및 <실시예 2>를 통해 세포 독성을 최소화
하면서 CXCR4 발현을 촉진하여 중간엽줄기세포의 호밍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IRB
혼합 최적 농도는 15 ㎍/㎖가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0058】<실시예
【0058】<실시예 3> 자성나노입자 내재화 방법에 따른 중간엽줄기세포 내 자
성나노입자 내재화 정도 확인
【0059】자성나노입자 내재화 방법에 따른 중간엽줄기세포 내 자성나노입자
의 내재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기 <실시예 1>에 기재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
으로 자성나노입자를 내재화한 중간엽줄기세포 및 일반적인 세포 내 형질전환 방법
으로 자성나노입자를 내재화한 중간엽줄기세포의 형광 발현 정도를 확인하였다.
【0060】구체적으로, 상기 <실시예 1>에 기재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중
간엽줄기세포와 IRB 15 ㎍/㎖을 혼합한 후, 상기 IRB가 혼합된 세포를 씨딩하고 배
양하여 IRB를 내재화하였다. 그 다음, 로다민 B의 형광 신호를 공초점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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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1】또한, 일반적인 세포 내 형질전환 방법으로 자성나노입자를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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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상기 <실시예 1>에서 획득한 중간엽줄기세포 2.5×10 개/웰을 6-웰 플
레이트에 씨딩한 후 37℃, 5% CO2 하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상기 배양한 중간엽줄
기세포에 IRB 15 ㎍/㎖을 24시간 동안 처리한 다음, 로다민 B의 형광 신호를 공초
점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0062】그 결과,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중간엽줄기세포를 씨딩한 후
IRB를 처리하는 경우보다 상기 <실시예 1>에 기재된 방법과 같이 IRB와 중간엽줄기
세포를 혼합 후 씨딩하여 IRB를 내재화한 경우, 로다민 B 형광이 보다 우수하게 나
타나므로, 자성나노입자 및 중간엽줄기세포를 혼합 후 씨딩하여 자성나노입자를 내
재화하는 방법이 내재화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0063】<실시예
【0063】<실시예 4> 후각 손상 동물모델에서 자성나노입자가 내재화된 중간
엽줄기세포의 호밍능 확인
【0064】손상된

부위에서

발현되는

케모카인인

SDF-1R(stromal-derived

factor-1R)은 CXCR4가 발현된 중간엽줄기세포의 호밍을 유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후각 손상 동물모델에서 자성나노입자가 내재화된 중간엽줄기세포의 호
밍능을 확인하였다.
【0065】구체적으로, 후각 세포가 파괴된 후각 손상 마우스 동물모델을 제작
하기 위하여 C57BL/6 마우스의 양 눈 사이의 피부를 절개하고, 후각상피세포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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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부위의 뼈를 잘라낸 후, 후각상피세포 좌측만을 노출시킨 다음,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3회 소작을 시행하였다. 소작 이후에 후각상피세포를 접착제(glue)를 이
용하여 보호하고, 피부를 덮었다. 1주일이 지난 후, 상기 후각 손상 마우스의 코에
상기 <실시예 1>에서 획득한 GFP를 발현하는 중간엽줄기세포(MSC-GFP) 또는 상기
<실시예 1>에 기재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중간엽줄기세포와 IRB 15 ㎍/㎖을 혼
합한 후, 상기 IRB가 혼합된 세포를 씨딩하고 배양하여 IRB를 내재화한 중간엽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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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MSC-GFP + IRB) 2.5×10 개를 0.5 ㎕/분 속도로 주입하고 1주일 후 희생하였
다. 그 다음, 후각 세포를 획득하여 공초점 현미경으로 이미징 분석을 수행하였다.
【0066】또한, 후각 세포가 파괴된 후각 손상 마우스 동물모델을 제작하기
위하여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후각상피세포를 노출시키고 소작한 후, 피부를 덮
은 다음, 상기 후각 손상 마우스의 두피에 자석을 삽입하였다. 그 다음, 상기 IRB
를 내재화한 중간엽줄기세포(MSC-GFP + IRB)를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입하고
희생하여 이미징 분석을 수행하였다.
【0067】그 결과, 도 4 및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GFP를 발현하는 중간엽
줄기세포보다 IRB를 내재화한 중간엽줄기세포가 후각 손상 부위로의 호밍현상이 더
잘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석을 이식한 후각 손상 마우스 군에서 IRB를 내
재화한 중간엽줄기세포의 호밍현상이 보다 더 잘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
기 결과를 통해 IRB에 의해 CXCR4의 발현이 증가하여 중간엽줄기세포가 SDF-1R가
발현되는 손상 부위로 호밍하는 현상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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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청구범위】
【청구항 1】
1) 자성나노입자 및 줄기세포(stem cell)를 혼합하는 단계; 및
2) 상기 단계 1)에서 자성나노입자가 혼합된 줄기세포를 씨딩(seeding)하여
배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호밍(homing) 능력이 향상된 줄기세포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줄기세포는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1)에서 줄기세포는 골수, 지방조직, 말초혈액,
간, 근육, 폐, 양수, 태반의 융모막 및 제대혈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로부터 분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1)에서 자성나노입자는 산화 제2철(iron(II)
oxide: FeO), 산화 제3철(iron(III) oxide, magnemite; Fe2O3, α-Fe2O3, β-Fe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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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Fe2O3, ε-Fe2O3), 마그네타이트(magnetite; Fe3O4) 및 산화 제2,3철(iron(II,III)
oxides; Fe4O5, Fe5O6, Fe5O7, Fe13O19, Fe25O32)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1)에서 자성나노입자의 혼합 농도는 10 내지 3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1)에서 자성나노입자의 혼합 농도는 15 내지 2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호밍

능력이

향상된

줄기세포는

CXCR4(C-X-C

chemokine receptor type 4) 발현이 증가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호밍 능력이 향상된 줄기세포에 자성나노입자가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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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a) 개체에 제 1항 내지 제 8항 중 어느 한 항의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호밍
능력이 향상된 줄기세포를 투여하는 단계; 및
b) 상기 단계 a)의 줄기세포를 투여한 개체의 손상 부위에 자기장을 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줄기세포의 호밍 촉진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의 줄기세포에 자성나노입자가 내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줄기세포의 호밍 촉진 방법.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의 자기장은 자석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줄기세포의 호밍 촉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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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
요약서】
【요약】
요약】
본 발명은 호밍능이 향상된 줄기세포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구체
적으로 자성나노입자와 중간엽줄기세포를 혼합한 후 씨딩(seeding)하고 배양하여
자성나노입자가 내재화된 중간엽줄기세포를 제조한 후, 상기 자성나노입자가 내재
화된 중간엽줄기세포에서 호밍 관련 인자인 CXCR4가 증가하고, 호밍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을 호밍능이 향상된 줄기세포를 제
조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대표도】
대표도】
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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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도 1】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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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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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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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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