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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Raymond y Cajal이 “성장한 개체에서 중추 신경세포는 더 

이상 분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모든 세포가 전혀 변화하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성체에서의 신경세포는 결코 재생될 

수 없다”라고 발표한 이후 신경은 세포분열에 있어 “G0”기

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이론은 수십 년 

동안 신경 발생학에 주된 정설로 남아있었다.1)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새로운 연구 기법의 도입으로 성

숙한 포유류 뇌조직의 뇌실하 조직(subventricular zone)이나 

해마(hippocampus) 등 특정한 부위에서는 신경세포로 분화 

될 수 있는 줄기세포가 존재함이 밝혀졌고, 최근 연구에서

는 신경줄기 세포가 대뇌 피질에도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

이 밝혀지는 등 기존 신경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2-7) Altman과 Das는8) 세포분열의 표지인자로 

H3-thymidine을 사용하여 성숙한 포유류의 해마(Hippocampus)

와 후구(Olfactory bulb)에서 일어나는 신경발생의 구조적인 

변화를 밝혀냈으며,9) H3-thymidine으로 표지되어 복제된 신

경세포의 분화는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조직학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10) 성체에서 신경줄기세포를 얻고자 하는 

연구는 Weiss 등이11) 뇌전두엽 부위의 전구세포(precursor 

cell)를 시험관내에서 신경세포로 분화시킴으로써 다시 활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성숙한 생쥐의 뇌실부위와 전두엽에

서 분리한 전구세포는 epidermal growth factor 또는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2)를 배지에 첨가하여 배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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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During recent two decades of crucial revision of some cornerstone concepts has opened new horizons in 

neurosciences.  Modern basic viewpoints include the idea of high CNS plasticity which means not only rearrangement of neurons 

and their interconnections, but also the formation of new neural cells in humans and animals during their whole life sp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arvest neural stem cell from the adult rat brain using the high speed centrifugation method and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cell.

  Methods:  60 rats (Fisher 344, 150-160 g) brain were saved under inhalation anesthesia and dissect the subventricular zone 

under the microscope.  The brain tissue was digested with enzyme to make a cell suspension.  The cell suspension was processed 

high speed centrifugation to separate the neural stem/progenitor cells according to the buoyancy.  After 2 weeks culture, immuno- 

staining (O4, GFAP, Nestin, beta-tubulin III and DAPI) were performed and replated the cultured cells.

  Results:  The 2 weeks culture cells were positive 92.8% in Nestin, 91.5% in O4 and 87.6% in Gal-C. But only positive 1.4% 

in β-tubulin III and 5.5% in GFAP.  And replated cell culture shows similar results compared to the primary culture.

  Conclusions:  With this high speed centrifugation method, authors can harvest neural stem/progenitor cells from the adult rat 

brain.  Although we have many limitations using these cell in clinical trial, but we can afford to next step on neural stem cell 

research.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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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세포로 분화하 으며, bFGF-2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하여 

효과있는 세포분열물질(mitogen)임이 밝혀졌다.6)

  세포분열능력을 가진 신경전구세포는 일정한 세포질과 미

발달 된 핵을 가지고 있는 크기가 작은 무거운 세포이다. 

따라서 신경전구세포는 density gradient media에서 원심분리

를 시행할 경우 낮은 부력 부위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12) 

Density gradient media는 혈액학 분야에서 부유 도를 기초

로 하여 세포를 분류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다.13-15) 

Palmer 등은7) 신경전구세포가 1.065-1.075 g/ml의 상대적으

로 높은 부유 도를 가진다고 보고하 는데, 이는 표지구슬

(marker beads)을 사용하여 고속 원심분리를 시행할 경우 신

경줄기세포 또는 신경전구세포는 붉은색과 파란 표지구슬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고속 원심분리법으로 구하여진 세포

는 2주 동안 bFGF-2가 포함된 배양액에 세포배양을 실시한 

후 배양된 세포의 특징을 면역학적 염색을 통하여 확인하

여, 고속원심분리법을 이용하여 성체 신경줄기세포의 추출

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구하여진 세포를 성

체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본 연구

를 시행하 다. 또한 2주 동안 배양된 세포를 줄기세포 이

식 연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배양 시 세포 성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 다.

대상 및 방법

    세포부유

  흰쥐(150-160 g, Fisher 344) 60마리를 대상으로 1회 20마

리씩 3회에 걸쳐 본 연구를 진행하 다. 실험동물을 10분 

동안 5% 할로탄, 70% 아산화질소가스, 그리고 25% 산소를 

혼합하여 흡입 마취시킨 후 두부를 절단하고 Rounger로 두

개골을 제거한 후 뇌를 적출하 다. 적출된 뇌조직을 4°C 

0.1 M 인산완충용액(phosphate buffer solution, PBS)에 담가 

상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포 변성을 최소화하 다. 뇌조

직을 후각엽(olfactory lobe) 틈새(fissure)부위와 해마 사이에 

두개의 횡단면을 만들어 중앙부위의 절편을 만들고, 조직의 

후부 쪽이 보이게 위치시키고 측뇌실의 옆면을 따라 대뇌

피질을 제거하 으며, 뇌량(corpus callosum)을 지나는 절개

를 시행하여 뇌량 위쪽의 피질도 제거하 다(Fig. 1).7,13,17,18)

  피질부가 제거된 사각형 모양의 뇌조직을 칼로 1 mm3정

도의 크기로 자르고, papain (2.5 u/ml: Worthington, Freehold, 

NJ, USA)이 포함된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 

Sigma, Saint Louis, MI, USA)에 37oC에서 30분 동안 조직을 

작고 부드럽게 되도록 하 다. 결체 조직이 효소작용에 의

하여 융해된 세포 부유 시료를 점점 작은 굵기의 주사바늘

(16 G, 18 G, 20 G, 24 G)에 통과시켜 부유 시료가 세포 덩

어리가 없는 액체 성상이 되도록 하 다. 10% Fetal Bovine 

Serum (FBS; Hyclon, Logan, UT, USA)가 포함된 De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Sigma, Saint Louis, MI, 

USA)으로 세차례 세척하여 효소성분과 결체조직의 부유물

질이 없도록 처치하 다. 부드럽게 갈린 조직을 DMEM-10% 

FBS 용액에 부유시키고 50μm 나일론 망을 통해 조직을 걸

다. Percoll용액은 percoll (Amersham Pharmacia Biotech, 

Uppsala, Sweden)과 10배 PBS (Irvine Scientific, Santa Ana, 

CA, USA)를 9：1의 비율로 섞어 만들었다. 세포부유층은 

20μg의 파란색과 붉은색 표지구슬을 사용하여 18oC에서 중

력의 20,000배(12,350 rpm)로 30분 동안 고속원심분리를 시

행한 다음, 파란색과 붉은색 표지 사이에 분리된 세포를 주

사기를 사용하여 채취하 으며, DMEM-10% FBS로 3번 세

척하여 percoll 용액을 제거하 다.

    세포배양 및 재배양

  Percoll 기울기(gradient)를 통해 분리된 세포를 percoll이 포

함되지 않은 용액으로 세척하 고, polyornithine/laminin (Sigma, 

Saint Louis, MI, USA)으로 도포한 24-well dish와 flask 

(Fisher Scientific, Houston, TX, USA)에 각각 배양하 다.15,17) 

24시간 동안 10% FBS가 포함된 DMEM/F12 배양액에서 세포

가 부착되도록 안정화시키고 N2 supplement (Life Technol-

ogies, Gaitherburg, MD, USA)가 추가된 DMEM/F12 (1：1)에

서 배양하고, E. coli에서 합성된 recombinant human FGF-2 

20 ng/ml을 2주 동안 48시간마다 교환해주었다(Fig. 2).7,16) 

  배양된 세포를 재배양하기 위하여, 24-well culture dish에 

trypsin-EDTA (Gibco, Grand Island, NY, USA)로 5분간 처리

하여 배양된 세포가 유리되도록한 후, trypsin-EDTA를 비활

Fig. 1. Dissection boundary of the subventricular zone. Lateral (A) and 

coronal (B) views.



Fig. 2. Microscopic observation after 2 weeks primary culture. Neurosphere (×10)(A), growing cells (×20)(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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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shows the 2 weeks culture cells are 

positive 92.8% in Nestin, 91.5% in 

O4 and 87.6% in Gal-C. But only 

positive 1.4% in β-tubulin III and 

5.5% in GFAP. Back ground staining 

with 4,6-diamindino-2-phenylindole 

(DAPI)(A), β-tubulin III staining 

(B), nestin (C), GFAP (D), O4 (E), 

and Gal-C (F)(×10).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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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시키기 위해 10% FBS가 포함된 DMEM/F-12를 처리한 

후 10분 동안 4oC에서 1,000 rpm으로 3번 원심 분리하여 세

척하고, 배양접시에서 1주일간 재배양하 다. 

    면역염색

  2주 동안 polyornithine/laminin이 도포된 용기에 세포를 배

양한 후 세포를 4% paraformaldehyde가 포함된 PBS 용액으로 

10분 동안 처리하여 배양된 세포를 고정하 고, 고정액을 

PBS로 5분씩 세번 세척하 다. 세포를 5% pre-immune donkey 

serum (PBS-DS)이 포함된 PBS에서 30분 동안 전 배양하고 

세포의 표지를 위해 일차항체인 Nestin (BD Biosciences, Palo 

Alto, CA, USA), O4 (Chemicon, Temecula, CA, USA), Gal-C 

(Sigma,　Saint Louis, MI, USA), GFAP (DAKO, Carpinteria, 

CA, USA) 및 β-tubulin-III (Covance, Berkeley, CA, USA)을 

4oC에서 12시간 처리하 다. 그 후 PBS로 10분 동안 3회씩 

세척한 후 PBS-DS에 1：200으로 희석한 이차항체인 Cy-2가 

결합된 donkey anti-mouse IgG (Jackson Immuno Reseach, 

West Grove, PA, USA)와 Cy-3가 결합된 anti-rabbit IgG 

(Jackson Immuno Reseach, West Grove, PA, USA)로 2시간 

동안 처리하 다. 다시 세포를 PBS로 3회 씻어내고, PBS에 

4',6’-diamindino-2-phenylindole (DAPI; Molecular Probes, Eugene, 

OR, USA)를 10 ng/ml 농도로 녹여 마지막 세척을 시행하

여, 세포핵의 형광상 대비염색이 되도록 하 으며, 면역형광

염색에 양성을 띠는 세포를 형광현미경하에서 측정하 다.

결      과

    배양세포의 특징 

  Nestin은 미성숙 신경계세포의 지표이고, O4와 Gal-C는 

희돌기교세포(oligodendrocyte)의 지표이면서 동시에 미성숙 

Fig. 4.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after 1 week re-culture shows similar 

results compared to the primary cul-

ture. Back ground staining with 4,6- 

diamindino-2-phenylindole (DAPI)(A), 

β-tubulin III staining (B), nestin (C), 

GFAP (D), O4 (E), and Gal-C (F)(×

10).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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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세포와 성상세포에서도 발현된다. Beta-Tubulin III는 성

숙 신경세포에서 그리고 GFAP는 성숙 성상세포의 지표이다.

  면역염색의 결과 미성숙세포를 구별하기 위한 항체에 대

하여 높은 빈도로 양성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Nestin의 경우 

92.8%, O4와 Gal-C의 경우 각각 91.5%와 87.6%의 양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성숙한 신경세포를 인지하는 beta-tubulin 

III는 1.4%, 성숙한 성상신경교세포를 인지하는 GFAP의 경

우 5.5%에서만 양성반응을 나타냈다(Fig. 3).

    재배양세포의 특징 

  2주간 일차 배양된 세포를 유리시켜 다시 1주간 추가 배

양한 세포를 면역염색한 결과 일차 배양된 세포의 성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Nestin의 경우 91.2%, O4와 Gal-C의 경

우 각각 94.5%와 90.4%의 양성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성숙한 신경세포를 인지하는 beta-tubulin III는 2.1%, 성숙한 

성상신경교세포를 인지하는 GFAP의 경우 6.2%에서만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Fig. 4).

고      찰

  현대의학으로 치료에 한계가 있는 많은 질환에서 줄기세

포치료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치료 분야임에 

틀림없다. 최근에 많은 논문에서 줄기세포가 발달 과정에 

있는 배아뿐 아니라 성숙한 개체의 두뇌에도 존재하고 있

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7,18-23) 신경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는 분자생물학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다양한 연구기법

에서 제공된 지식을 기반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더욱이 신경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임상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중추신경계의 퇴

행성 질환이나 신경 손상 질환에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적

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어지고 있다.9,22,24-26) 

  신경줄기세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에 사

용되어지는 줄기세포로 어떠한 세포를 사용하 는가, 그리

고 세포 배양과 이식에 어떠한 성장인자를 사용하 고, 미

세환경은 어떻게 설정하 는가가 실험에 가장 중요한 특징

이 된다. 

  줄기세포 연구나 임상 치료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줄

기세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또 윤리

적으로 많은 논쟁이 유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줄기세포를 

낙태된 태아에서 구하거나, 체세포의 핵을 난자세포에 삽입

하여 복잡한 세포조작 과정을 거쳐 구할 경우, 비교적 줄기

세포의 순도가 높고 많은 양의 줄기세포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하여도 종교적인 윤리의식으로는 결코 받아들

여 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성숙한 

흰쥐의 뇌조직에 분포하는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배양하여 

세포의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성체 줄기세포를 사용한 연구

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성숙한 뇌조직으로부터 줄기세포

를 추출할 경우, 추출할 수 있는 줄기세포의 양이 매우 적

고, 배양하는 단계에서 줄기세포가 잘 증식되어야 하며 동

시에 배양되는 세포의 분화는 최소화하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혈액학 분야에서 세포 분리에 사용

되는 percoll solution을 사용하는 percoll gradient 방법으로 

고속원심분리를 시행하여 세포의 부력을 이용하여 성숙한 

흰쥐의 뇌조직에서 신경줄기세포의 분리가 가능한지, 그리

고 추출한 신경줄기세포의 특징이 어떠하며, 이렇게 추출된 

세포를 재배양하여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혈액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colloid silica의 한 종

류인 percoll 용액과 부력의 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marker 

bead를 이용하여 고속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성체 줄기세포

를 추출하 는데,12-16,27)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본 연구에서도 

percoll 용액은 세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면서 부력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또한 신경줄기세포는 비교적 

원시적인 세포로서 세포질에 비하여 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낮은 부력을 갖는다는 Palmer 등의7) 보고와 같이 

고속원심분리 후 빨간색과 파란색 marker bead 사이에서 신

경줄기세포의 추출이 가능하 다. 

  인간과 생쥐에서는 신경줄기세포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정 단백질 인자가 발견되어 세포표현형 검색법(flow 

cytometric analysis)으로 줄기세포를 구별하고 확인할 수 있

으나,28-30) 흰쥐에서는 줄기세포를 확정할 수 있는 세포 표현 

단백질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성숙한 흰쥐에서 얻은 

신경줄기세포의 특성은 몇 개의 특정 인자를 가지고 면역

염색을 시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줄기세포를 추론하여야만 

한다.27-28) 

  특정세포 표지인자들에 대한 앞선 보고를 참조하여보면, 

이번 실험에서 배양된 세포들은 미성숙 세포에서 발현되는 

nestin과 희돌기교세포 또는 미성숙 세포에서 발현되는 O4

와 Gal-C에 대하여 양성 반응을 보 다.7,26,30) 이는 배양된 

세포가 모두 신경줄기세포라고는 단정하지는 못하여도 상

당수의 세포가 신경전구세포 또는 신경줄기세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연구에서 bFGF-2는 신경전구세포 배양에 다양한 효

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는데, 시험관내에서 다기능 전구세포

의 증식을 위해 필수 요소임을 언급하고 있다.31) bFGF-2는 

배양액 속에서 그 농도에 따라서 신경줄기세포를 신경세포 

또는 신경교세포로 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일된 배아의 피질전구세포에 낮은 농도의 

bFGF-2 (0.1 ng/ml)를 처리하면 신경으로 분화하게 하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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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포에 높은 농도의 bFGF-2 (10 ng/ml)를 처리하면 신경

세포뿐 아니라 신경교 세포도 발생시키도록 촉진한다.6) 본 

연구에서 성숙한 흰쥐의 뇌실하조직에서 얻은 전구세포들

을 bFGF-2를 20 ng/ml를 첨가하여 배양하면, nestine, O4 그

리고 Gal-C와 같은 비교적 미성숙 세포의 발현이 높은 결과

를 보 다. 

  본 연구에서 일차 배양된 세포들은 추후 성체 줄기세포 

이식을 위한 전단계 실험으로 재배양 실험을 실시하 는데, 

이차 배양에서도 세포 특성은 일차 배양 시와 비교하여 크

게 변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세포의 부력을 이용하여 고속원심분

리를 시행할 경우, 성체 흰쥐 뇌조직에서 신경줄기세포의 

분리가 가능하며, 이렇게 구해진 세포의 일차 배양 결과 비

록 배양된 모든 세포가 순수한 신경줄기세포는 아니더라도 

nestin, O4 그리고 Gal-C와 같이 미분화 세포에서 발현되는 

지표들의 발현이 높고, 반면에 GFAP나 beta-tubulin III과 같

은 분화된 세포의 지표들의 발현은 낮은 신경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었다. 또한 일차 배양된 세포를 재배양했을 때

도 안정된 세포 특징을 보 는데, 이는 고속원심분리와 배

양을 거쳐 추출된 성체 신경줄기세포를 다음 단계의 신경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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