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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전망

1. 서 론
줄기세포의 응용을 통한 난치병정복은 21세기 생명과학계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 심
혈관계, 신경계, 혈액 및 면역계, 유전병, 간질환, 내분비 질환, 골, 연골, 피부 질환 등
의학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과거 의학적 한계로 생각되었던 퇴행성 질환이나 말기 장기부전 등의 다른 대
안이 없는 질환에 대해 줄기세포를 통한 재생의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감으로써, 현대
의학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치열한 세계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줄기세포를 얻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여, 발생초기의 배반포
(blstocyst)에서 얻어지는 배아 줄기세포와 발생과정이 끝난 성인 또는 태반에서 얻어지
는 성체 줄기세포가 있다. 이 두 가지 줄기세포는 서로가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서, 배아 줄기세포의 경우는 미분화 상태의 자가재생산 능력이 뛰어나서 증식이 용이한
반면, 생체내에 세포치료를 위해 이식한 경우 미분화 상태의 세포가 증식하는 암
(teratoma)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성체 줄기세포는 체외배양 등의 조건
에서 쉽게 분화에 빠져, 증식팽창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생체 내에 이식된 후 장기
의 특성에 맞게 분화하는 장기 특이적 분화(site-specific differentiation) 및 본래의 세포
특성과 다른 종류의 장기세포로 교차분화(trans-differentiation) 할 수 있는 형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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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ity of stem cells)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이 알려진 특성 이외에도, 성체 줄
기세포가 과거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종류의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중복성
(multipotentiality)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성체 줄기세포를 통한 세포치료의 가능성
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종류의 난치질환들이 성체 줄기세포의 다중분화능 및
유연성에 기초하여 그 적용범위가 확대 되고있는 상황이다. 본 강좌에서는 성체 줄기세
포에 대해 새롭게 알려진 중복성과 형성성에 대한 최근의 논란들과 더불어 이들이 가
지는 세포치료적 측면에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언급한다.

2. 성체 줄기세포의 분화능력
과거 많은 연구들은 배아 줄기세포는 전능성(totipotency)이 있는 반면, 성체 줄기세포
는 이미 분화가 진행되어 한정된 세포들로만 분화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이
러한 비가역적, 고정적 줄기세포 분화 개념이 최근의 몇 가지 연구로 인하여 개념의 수
정을 요구 받고 있다.
그 첫째로는 1998년 Geiger 등의 연구로, 이들은 성체의 줄기세포인 조혈모 세포가
태아발생 과정의 여건하에 태아발생에 관여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하여 성인이 된 쥐의
조혈모 세포를 발생중인 배반포에 주입하였다. 그 결과 발생과정중의 거의 모든 단계,
즉 난황(york sac), 태아간, 성체의 골수에 대한 검사에서, 주입되었던 성인의 조혈모 세
포가 발견되었다. 더구나 인간의 성인형 헤모글로빈인 베타 글로빈을 발현하는 쥐
(transgenic mouse for beta globin)로부터 성인형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였을 때 이들에서
태아형 헤모글로빈인 감마글로빈이 발현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성체가 되어 발생과
정이 완료된 성체 줄기세포가 특정한 미세환경(microenvironment) 하에서는 태생기의 세
포분화과정을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이는 Dolly의 복제 실험에서도
체세포의 핵을 이입했을 때 그로부터 한 개체의 발생에 필요한 모든 유전적 발생과정
이 가능하게 된 것과 동일한 증명이다. 따라서 이들 두 연구는 성체로 이미 분화가 진
행된 세포라 할지라도 그들의 핵 내에는 발생과정에 필요한 세포로 역분화 되어 모든
종류의 세포를 생산해 낼수 있는 유전적 정보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러
한 특수한 미세환경하에서 유전자 재편성(genetic reprogramming)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 다른 연구는 2000년 Clarke 등에 의한 연구로서, 이들은 성체가 된 쥐의 뇌로부터
뇌신경 전구체들의 집락에 해당하는 신경반구(neurosphere) 를 발생중인 쥐의 배아 반포
에 주입한 후 거기서 발생한 태아의 각 조직을 조사한 결과 주입된 신경반구의 세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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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본래 태생이 외배엽성 발생기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장, 위, 내장, 원시신경삭
(notocord), 신장전구체(mesonephron) 및 뇌에 해당하는 각종 발생기원의 세포를 모두 만
들어 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성체 줄기세포의 분화능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은
한 개의 세포단위에서 이러한 과정을 증명한 2001년 Krause 등의 연구에서 더욱 확고
히 수립되었다. 즉 성인 쥐의 골수에서 조혈모 세포를 분리한 후 이들을 PKH 로 세포
막 염색한 후 다른 쥐에 이식하고, 이들에게 이식된 염색된 조혈모세포를 한계희석법을
이용하여 한 개씩 발생중인 배아반포에 주입함으로써 이들 세포의 분화과정을 추적하
였다. 그 결과 이식된 단위 조혈모 세포들이 혈액을 비롯한 신체내의 거의 모든 장기를
구성하는 것이 한 개의 세포단위에서 증명되었다. 따라서 성체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분화의 잠재성은 과거 고전적 생물학이 가졌던 것과 같은 개념의 변화를 초래한 동시
에 줄기세포의 정체성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과거에는 배아로부
터 발생한 전능성 줄기세포(toti-potent stem cell), 중복성 줄기세포(multipotent stem cell),
장기특이적 줄기세포(tissue specific stem cell) 들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별도의 독립
적인 세포단위(clonal identity)로 존재할 뿐 아니라 이들 각 세포의 클론에 따라 상이하
게 주어진 분화능력과 자가재생산능력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의
발생학적 형성성에 대한 연구들로 인하여 독립된 실체로서의 줄기세포의 개념보다는,
주어진 microenvironment 와 장기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세포의 특수한 기능(stem cell as
a function) 으로서의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그림 1).

그림 1. Controversy in Stem Cel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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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줄기세포의 형성성 (Stem cell plasticity)
분화의 형성성은 한 개의 특수한 조직형을 띤 세포가 원래 기대되었던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로 분화가 이루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체 줄기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생하
는 분화의 형성성은 그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내 조직손상 등
의 상황에서 활성화 된다는 점에서 세포치료학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성체 줄기
세포에 의해 관찰된 분화의 형성성의 범위는 연구에 따라 그 예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
에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골수와 간
2000년 Lagasse 등에 의한 연구에 의해 밝혀진 혈액세포에서 간세포로의 분화과정은
조혈모세포의 형성성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FAH
(fumaryl acetoacetate hydrolase) 의 결핍에 의한 제 1형 타이로신 혈증이 있는 쥐를 모
델로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NTBC 를 투여하지 않으면 tyrosinemia 및 hepatotoxicity 로
사망하게 되어 있는 동물이다. 이들에 대해 정상 쥐의 조혈모세포(Sca-1+CD34+CD45+)
를 이식한 경우는 NTBC 를 중단한 후에도 50 % 가량의 실험군이 생존하였으며 이들
이식수여자의 간조직에서 공여자로부터 유래된 새로운 간세포형성이 일어나는 것이 보
고되었다. 이러한 간세포의 재생은 전체 간조직의 30-50 % 에 이르는 것이 관찰 되었
으며, 특히 미분화된 조혈모세포(c-kit+ Sca-1+ Lin-) 의 성질과 혈액세포(CD45+)의 특성
을 갖춘 세포들에 의해 간세포 재생이 되고, 보다 분화된 세포(c-kit-, Lin+) 에 의해서
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미분화된 조혈모세포가 직접 hepatocyte 로 분
화된 것임을 증명하였다. 이와 관련 최근 성체 줄기세포의 형성성에 대한 가능한 기전
중의 하나로 미분화 세포의 자연융합(spontaneous cell fusion)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포융합에 의한 전이분화는 1/10만 의 경우로 낮은 확률을 나타낼 뿐 아니라
미분화된 세포가 아닌 이미 분화된 골수의 세포와 융합이 일어난다(이하 참조). 따라서
분화된 세포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미분화된 조혈모세포에서 간세포로의 전이분
화가 일어난 것을 보이는 이 연구는 성체 줄기세포의 형성성이 적어도 세포융합에 의
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제시함과 동시에 제한된 세포군(50-100 KTLS, 이하 참조)
에 의해 혈액계과 간장이 동시에 재생되는 것을 보임으로써 조혈모세포에 의한 형성성
의 대표적인 예로 보여진다. 혈액세포에서 간세포로의 교차분화의 유사한 예로 2000년
Alison 등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인간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즉 남자의 골수
를 이식 받은 여자환자의 간을 조사해 보았더니 Y 염색체가 양성인 간세포가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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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반대로 여성의 간을 남자에게 이식했을 때, 이식된 여성의 간
장 일부에서 Y 염색체가 양성인 남성의 간세포가 나타났다. 즉 extra-hepatic tissue로부
터 간세포(hepatic tissue) 로의 분화가 장기 이식 과정에서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이 인간
모델에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제한적인 비율의 간재생(-5%) 이 발
견됨으로써, 이러한 분화의 유연성이 질환모델에 따라 다른 정도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 ) 골수와 심혈관계
형성성에 관한 또 하나의 예로서는, 2001년 Orlic 등에 의한 심근재생 실험이다. 연구
팀은 쥐의 관상동맥 결찰로 심근경색증을 유발하고, EGFP(enhanced green fluorescent
protein)를 발현하는 다른 쥐의 조혈모 세포(c-kit+Lin-)를 이식하였다. 이식 9일 후 심근
은 약 68% 가량이 EGFP 양성을 보인 세포들에 의해 재생되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 경
우에도 역시 이러한 작용은 조혈모세포중 보다 미분화된 세포인 c-kit+lin- 세포를 통해
발생하였으며, c-kit-lin+ 세포를 주입하였을 때는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대표적인 성체
줄기세포에 의한 형성성의 예로 간주되고 있다. 인상적인 것은 심근경색이 일어난 주변
부위로 직접 주사한 조혈모세포 뿐 아니라 G-CSF(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
에 의해 말초혈액으로 조혈모세포를 가동화 시킨는 것, 즉, 순환중인 조혈모세포의 가
동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함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혈관폐쇄에 의해 발생한 심근경색증이 단지 심근만을 재생한다면, 혈류공급의
장애요인이 남아있는 한 심근의 허혈성 괴사 또는 심근의 위축에 의한 remodeling에 의
해 결국 심부전증세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rlic 의 모델에서 나타나듯,
골수세포 이식에 따른 심장의 재생효과가 심근내막, 심근, 심근외막뿐 아니라 새로운
혈관형성에 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소견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혈관재형
성작용(neovascularization)은 순환중인 말초혈액 또는 골수에 혈관형성전구세포(Endothelial
progenitor cell: EPC) 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Kocher 등은 CD34
양성의 골수세포를 정맥주사하는 것으로도 허혈성 부위의 심장에 혈관신생작용(neovascularization) 을 유발하여, 심근수축과 이완에서 기능성 개선을 보이는 것을 증명 하
였다. 연구는 CD34 양성 세포중 특히 GATA-2의 활성도 와 CD117high 세포들이 주된
혈관신생작용을 담당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CD34 양성 세포의 이식을 통한 종합적인
심장재생, 즉 막힌 막힌 부위의 심혈관과 괴사부위의 심근이 동시에 재생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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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골수와 신경계
조혈모세포를 방사선 조사된 숙주에 이식했을 때 이들 조혈모세포들이 뇌로 이동하
여 신경세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 Mezey등과 Brazelton 등
에 의해 보고된 이 연구들은 이식된 조혈모세포들이 주로 microglial cell로 분화함으로
써, hematopoietic origin의 범위내에 있지만 일부의 세포들은 신경세포에 고유한 표식자
인 NeuN, neurofilament protein이나 astrocyte에 특이한 GFAP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신경
세포로 분화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특히 이들은 과거의 연구들과 달리 이러한
표식인자들이 이식된 세포의 기원을 나타내는 Y 염색체 등과 동일한 세포내에서 발견
되는 것을 confocal microscope 를 통하여 증명함으로써, 조혈모세포들이 실제 신경세포
로 분화하는 현상에 대한 소견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들 골수에서 유래된 신경세포가
신경세포특이적 표식자를 발현하지만 현미경적 소견상의 돌기가 일반적인 신경세포에
비해 매우 짧은데다가 이들 표식자의 발현이 완전히 특이적이지는 않은 것이 알려지면
서 조혈모세포에서 신경세포로의 전이분화에 대한 더욱 세심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데, 특히 이들 조혈모세포로부터 유도된 신경세포들이 이식된 생체내에서
action potential을 유발하고, 신경전도작용을 재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능적 측면의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이분화된 신경세포의 기능성과 관련, 최근 골수의 간엽 줄기세포가 신경계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과정이 실제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증세의 회복
에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이 보고 되었다. 즉, Hofstetter 등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척수손
상이 발생한 후 1주일 후에 배양한 골수의 간엽 줄기세포를 손상받은 척수부위에 이식
하면 이들세포들이 손상으로 공동화 및 debris로 찬 척수손상부위를 연결하는 교량역할
을 하고, 여기에 GFAP 또는 neurofilament 양성인 신경세포들이 침투하여 신경흥분전도
를 회복함으로써 척수마비의 기능적 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Li 등은 cerebral stroke 에서도 골수의 간엽 줄기세포를 BrdU에 염색한 후 이식하였을
때, 전체 염색된 세포의 약 20% 정도가 허혈성 손상을 받은 뇌조직에 침투하며, 이중
약 5% 가량의 세포들이 신경세포로 분화됨을 발견하였다. 특히 이들은 염색되지 않은
세포들도 증식한 것을 관찰함과 동시에 이식되어 신경세포로 분화된 세포의 숫자에 비
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의미있는 기능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게 됨에 따라, 이식되
어 전이분화된 세포들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 이외에도 주변 내인
성 뇌조직에 대해 자극을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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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장기에서의 형성성
위에서 대표적으로 예시된 형성성 외에도 골수의 혈액 줄기세포는 신장세포, 근육세
포, 골세포등으로 다양하게 분화할 수 있는 것이 보고되었다. 또한 혈액에서 비혈액계
(non-hematopoietic) 장기로 뿐이 아니고, 신경계, 근육계 등 다른 장기에서 혈액으로 분
화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됨으로써 성체 줄기세포의 분화의 유연성이 매우 다양한 형
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성체 줄기세포의 유연성에
대한 주요 소견들은 그림 3에 정리하였다.(그림 2 참조).

5 ) 형성성의 한계
위에서 제시한 실험모델이외에도 다양한 형성성의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형성성에 대한 보다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한 형
성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현재 보고되고 있는 많은 관찰들은 아직 연구의
초기단계에서 발견된 것들이 많아 더욱 세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
한 의미의 형성성이 성립하려면 1) 한개의 세포 또는 클론 단위에서 유래된 기대된 세
포와 기대하지 않았던 세포가 동시에 생성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2) 그러한 형성

그림 2. 줄기세포의 형성성(Stem Cell P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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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tem Cell Therapy in Medicine

성에 의한 전이분화가 충분한 빈도로 발생하여 쉽게 탐색가능할 정도의 양이 되어야
하며 3) 전이분화된 세포들이 분화된 후 생체내에서 기능적 측면의 장기재생능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Lagasse 들의 모델에서는 골수세포들이 30-50%에 이르는 간
세포로의 분화가 유도될 뿐 아니라, 50-100 개의 KTLS(c-kit+, Thylow, Lin-, Sca-1+) 중
CD45 양성세포(혈액세포)를 통해서도 예상되는 혈액계 및 간세포를 동시에 재구성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것이 다른 세포의 contamination 이나 이미 분화방향이 다른 두
종류의 세포의 혼합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상당히 근접한 예라 볼
수 있다. 또한 단일 세포단위의 조혈모세포 이식에서도, 이들 조혈모세포가 Lineage
marker 음성인 미분화된 세포들 중 골수에 생착된 세포를 순수분리 함으로써 표식자
뿐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혈액을 형성할 조혈모세포를 순수분리 하였고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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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여러장기를 형성할 능력이 있음을 단일세포 단위에서 근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일부의 모델에서는 그 숫자가 너무 적거나 전이 분화를 보이는 세포의 양이
경미함으로써 한계를 보이기도 하므로 연구가 더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특히 이식된 후
전이분화된 이들 세포가 그 장기의 기능회복의 측면에서 장기특이적 동화 및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6 ) 형성성의 기전에 대한 가설들
( 1) 미분화 줄기세포의 순환설(c irc u lat ing st e m ce lls ) : 생체내에 미분화된 원시적
인 줄기세포가 있어, 신체 각 부위를 순환하며 해당 장기에 잠재하고 있다가 그 장기의
특이적 세포형질로 분화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이른바

circulating stem cell

또는

stem cell biology에 있어서의

Heisenberg의 법칙 으로 통하기도 하는데, 조혈모세포와 근육세포사이의 전이분화의 예
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즉 골수세포가 mdx 유전자에 결핍이 있는 쥐에 이식되었을
때 정상 MDX 유전자를 발현하는 근육세포가 생기는 것으로 미루어, 혈액세포가 근육
세포로 전이분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Kawada 등은 동종 이형 세포표면 항체인 Ly5.1 mice의 골수를 Ly5.2를 표면항
원으로 가지고 있는 쥐에 이식하여 골수재생에 있어 Ly5.1과 Ly5.2가 혼합된 chimeric
mice를 형성하였다. 그 후, chimeric mice의 근육세포를 다시 다른 쥐에 이식했을 때 그
근육세포로부터 교차분화되어 발생하는 혈액세포는 Ly5.1 양성인 세포임을 밝힘으로써,
근육에서 혈액으로 교차분화되는 세포는 본래 공여자의 골수에서 기원한 것임을 밝혔
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근육에서 줄기세포가 골수로부터 기원하여 순환하다가 근육세포
에 정착하여, 근육줄기세포의 형태로 변환된 것임을 보임으로써, 줄기세포의 순환에 의
해 다른 장기에서 혈액세등이 유도되는, 이른바 줄기세포 순환설을 뒷바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혈액에서 근육으로 이동한 미분화 상태의 줄기세포가 근육에 존
재하지만, 이들이 근육세포와 혈액세포로 동시에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bipotential 능력이 있어, 혈액에서 근육세포로 분화하고, 이들 근육세포가 다시 혈액으로 분
화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Hoechst 33342 dye exclusion으
로 나타나는 SP(side populatioin) 세포는 혈액계와 근육계를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세
포임이 확인된 바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보다 정교한 추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순환하는 줄기세포가 매우 원시적인 미분화상태의 줄기세포인 경우에는 각 장기마다
일정숫자가 섞여 있지만, 이들이 다른 장기에 이식될 경우 그 장기특성에 맞는 세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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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되어 나타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미분화상태의 성체 줄기세포가 확인된 바 있다.
즉, Reyes 등은 지금까지 발견된 성체 줄기세포 보다 더욱 미분화상태인 세포로서, 골,
근육, 심근, 혈관내피세포 뿐 아니라 각종 신경계 세포(neuron, astrocyte, oligodendrocyte) 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인 MAPC(multipotent adult progenitor cell) 이 골수에 존
재함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MAPC 와 같은 미분화세포가 형성성의 모델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포들의 기원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클론 단위의 순환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까지 이러한 가설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2) 교차분화(t ra ns d iffe re nt iat io n) : 한가지 형질의 줄기세포가 다른 형질의 줄기
세포로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기전으로 주어진 세포특성이 다시 미분화 상태로 역
분화(retro-differentiation) 을 한 후 다른 세포로 분화한다고 하는 가능성과, 역분화 과정
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 형질변환을 통하여 전이분화(trans-differentiation)를 하게 되는
두 가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역분화의 가능성으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체
세포의 핵을 난자에 치환했을 때, 또는 발생 단계가 진행중인 embryo에 이식된 adult
mice 의 세포변화의 예를 통해 보듯 genetic reprogramming에 의한 역분화가 발생과정
이 끝난 성체세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제한된 범위이긴 하
지만 주어진 lineage 내에서 발생하는 역분화도 분자적 기전이나 세포외 신호전달체계
에 의해 유도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Kondo 등은 oligodendrocyte 로 분화하도록 되어
있는 ologodendrocyte precursor cell(OPC) 들을 특정한 growth factor 의 조합에 노출시켰
을 때 이들로부터 astrocyte, oliogdendrocyte 등의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능력이 있고 자
가재생산을 할 수 있는 미분화 신경줄기세포가 유도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조혈계
에서는 B-lymphocyte의 commitment에 관여하는 pax 5 유전자가 결핍될 때 pro-B cell의
모든 특징을 갖춘 세포들이 다양한 종류의 다른 세포(T-cell, NK cell, neutrophil,
dendritic cell) 로 분화할 능력을 갖춘 미분화 상태의 세포로 변환되는 것이 보고되었다.
전이분화의 두번째 가능한 기전으로 추측되고 있는 형질전환에 의한 transdifferentiation은 이미 분화가 진행되어진 세포로부터 직접 다른 세포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Shen 등이 보고한 췌장으로부터 간세포(hepatocyte)로의 전
이분화를 들 수있다. 즉 dexamethasone 처치에 의해 췌장세포로부터 14일 이내에
hepatocyte 의 모든 특징을 가진 세포들이 유도되는 데 이과정에서 c-EBP/beta 가 발현
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중요한 것은 췌장세포로부터 유도된 세포주의 클
론을 통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을 뿐 아니라 c-EBP/beta 의 발현을 항진시킴에 의해
교차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함으로써, 이러한 교차분화가 혼합된 일부
hepatocyte에 의한 것이 아님과 동시에, 특정한 분자적 기전에 의해 유도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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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교차분화와 관련, 최근 이미 분화과정이 종료된 293T 세포가 cell extract
에 의해 T-임파구와 유사한 세포로 전이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 보고에 의하면,
CD3 수용체의 자극에 의해 활성화 된 T-임파구의 세포추출액을 293T cell 이나 피부의
fibroblast를 일시적으로 permeablization 시킨 후 함께 배양하면, 활성화된 T-임파구에서
나타나는 제반의 전사인자(NF-kB, NF-AT, Oct-1 등) 들이 선택적으로 import 되어 세포
의 핵질 안으로 이동함을 증명하였다. 이와 함께, nucleosome remodeling complex 의 일
부인 BAF complex 의 결합 및 IL-2 promoter 의 histone acetylation 등 nuclear
reprogramming 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활성화된 T-임파구에서 나타나는 일련
의 유전자 발현변화들이 동반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CD3, CD8, 및 T-cell receptor의
발현과 IL-2 의 생산에 이르기 까지, 활성화 된 T-lymphocyte가 가질 수 있는 기능적
변화가 reprogram 된 fibroblast 에서 유도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각 세포의
분화운명 결정과정은 각 세포형질에 특이한 적절한 배합의 전사인자들의 조합에 의해
규정될 뿐 아니라 일단 분화가 다 이루어진 세포에서도 이러한 조건이 주어지면
nuclear reprogramming에 의해 다른 형질의 세포로 교차분화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분화 세포로의 역분화나 nuclear reprogramming에 의한 세포형질
전환의 가능성이 지금까지 발견되어온 각종 성체 줄기세포의 형성성에 있어 얼마나 관
련되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단일세포의 유전적 표시 등에 의한 연구
가 더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 세포융합: 체세포의 특정한 조건 하에서의 genetic reprogramming이 관찰되면서,
체세포의 역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미분화 상태의 배아 줄기세포와 융합시키는 방법
이 시도되었다. Tada 등(23, 24)은 배아 줄기세포와 체세포를 융합시켰을 때 nuclear
reprogramming 이 배아 줄기세포의 패턴쪽으로 유도되며, 이와 더불어 융합세포가 다
능성(pluripotency) 을 획득함을 보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소견에 입각하여 Ying 등(6)
은 뇌에서 분리된 신경세포 또는 신경반구(neurosphere) 와 배아 줄기세포를 함께 배양
하여 융합세포를 생산하였다. 이들 배아 줄기세포와 체세가 융합한 결과, 보고된 바와
같이 배아 줄기세포의 nuclear programming이 체세포의 genetic program에 비해 우세하
여, 융합세포는 다시 배아 줄기세포의 특성쪽으로 유도되었다. 즉 융합세포는 미분화
상태의 유전자 발현양상(Oct-4 등) 을 나타내며 Alkaline phosphatase, stage-specific
embryonic antigen(SSEA-1) 등의 면역학적 특성과 함께 다양한 세포로 분화하는 다능성
(cardiomyocyte, neuron, extraembryonic endoderm 등)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blastocyst 에
주입되었을 때 간을 비롯한 다양한 장기로 분화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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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연구에서 Terada 등은(7) 골수세포를 통하여 배아 줄기세포와 융합을 시도하
여, 이들 융합세포가 4배체(tetraploidy) 혹은 6배체를 형성함으로써 체세포의 염색체와
배아 줄기세포의 염색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아 줄기세포와 비슷한 다능성
양상과 NOD/SCID mice에 주입되었을 때 teratoma를 유발하는 배아 줄기세포의 특징을
거의 보존함을 밝혔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분화 상태의 배아 줄기세포와 분화가 진행된 체세포의 융합
에서 배아 줄기세포의 nuclear programming 쪽으로 따르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만일 이러한 세포융합이 성체 줄기세포에서도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성체 줄기
세포에서 나타나는 분화의 유연성도 이와 같은 융합된 세포의 분화다양성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극히 낮은 자연융합확률과 미분화된 조혈모
세포에서는 융합이 잘 일어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이러한 융합이 성체 줄기세포의
유연성을 설명하는 기전이 될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성체 줄기세포끼리 또는 분화된
체세포와 세포융합을 한다는 소견이 발견된 바 없다.

4. 결론 및 전망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성체 줄기세포의 형성성 및 다능성에 관한 연구는 성체 줄기
세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정립을 요구함과 함께 이들에 대한 의학적 응용의 범위를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성체 줄기세포의 다능성 및 형성성에 관한 현재의 과학
적 연구들은 초기상태의 소견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한 단일 세포단
위에서의 교차분화 및 다중성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
며, 특히 형성성에 관한 세포학적 추적을 통한 증명 및 의학적 이용도가 충분할 만큼의
형성성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응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성
체 줄기세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요인인 희귀한 숫자와, 이들의 증식 및 자
가재생산을 유도할 수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세포치료적 요구에 의해 더욱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분화운명이 결정된 체세포라 할 지라도 일정한 수준의 nuclear
reprogramming 과정을 통하여 세포분화의 운명을 조절할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들은
앞으로 성체 줄기세포에 대한 분자적 차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그를 통해 미
분화 상태를 유지하고, 자가재생산을 유도하며, 생체 내에서 요구되는 특이한 장기로
분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성성의 범위
에 있어서도 이질적(heterogenous)인 성체 줄기세포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음
줄기세포 연구의 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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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tem Cell Therapy in Medicine

에 따라 각 세포의 순수분리에 따른 분화특성규명이 더욱 진행되어질 경우 보다 특성
에 부합되는 세포치료적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성체 줄기세포의
다능성이나 형성성에 대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적어도 배아 줄기세포의 융합을
통해 제시된 바와 같이 교차분화가 실험적 오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중
요한 것은 이러한 형성성의 기전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지에 대한 결론과는 별도로
성체 줄기세포의 분화특성을 이용한 세포치료적 응용은 이미 현실화 된 가능성으로 제
시되고 있다는 것이며(성체 줄기세포의 응용현황은 그림 4), 앞으로의 과제의 주요한
부분은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과정이 될 것이라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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