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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adipose tissu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hADSCs) have therapeutic potential, includ-
ing the ability to self-renew and differentiate into multiple lineages. Understanding of molecular
mechanisms of stem cell differentiation is important for improving the therapeutic efficacies of stem
cell transplantation. In this study, we determined the role of nuclear factor of activated T cells (NFAT5)
in the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hADSCs. The down-regulation of NFAT5 expression by the trans-
fection of a specific siRNA significantly inhibited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hADSCs and decreased
the activity of the nuclear factor kappa-light-chain-enhancer of activated B cells (NF-κB) promoter without
affecting their proliferation and adipogenic differentiation. The inhibition of NFAT5 expression in-
hibited the basal and Tumor Necrosis Factor α (TNF-α) induced activation of NF-κB, but it did not affect
TNF- α-induced degradation of the IκB protei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NFAT5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hADSCs through the modulation of the NF-κB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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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줄기세포(Stem cell)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나 조

직으로 분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한 질병

치료에 많은 관심을 받아 오고 있다. 줄기세포는 발생 초기

배반포(blastocyst)에서 얻어지는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와 발생과정이 끝난 성체 또는 태반에서 얻어지는

성체줄기세포(adult stem cell)가 있다[14]. 배아줄기세포의 이

용은 생명체 이용이라는 점에서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 반면, 성체줄기세포는

생체 내에 이식된 후 장기 특성에 맞게 분화하는 특이성 및

본래의 세포 특성과는 다른 종류의 세포로 교차 분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성체줄기 세포를 통한 세포 치료

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9].

성체 줄기세포 중 중간엽 줄기세포(adult mesenchymal

stem cells, MSC)를 얻기 위한 연구들은 주로 골수에서 이루어

져 왔으며, 골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직으로의 분

화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6, 16, 24, 25, 28]. 그러나

골수에서의 세포 획득은 환자의 고통을 수반하며 임상에 적용

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세포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번 채취해

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5, 13]. 따라서 골수와 같은 간엽에서

유래하며 다양한 기질 세포들을 포함 하고 있는 지방조직은

또 다른 줄기세포의 원천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31, 32], 지방

추출물 안에는 줄기세포로 추정되는 세포들이 존재하며, 이를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adipose tissue-derived mesen-

chymal stem cells, ADSCs)라고 명명 되어지고 있다. 지방조

직은 많은 양의 조직 채취가 용이하여 줄기세포를 수확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는 배양시 안정적인 성장과 증식을 보여주고 있다[27].

여러 조직으로 분화가 가능한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에

서 골분화 기전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7, 8, 22], 염증성 골질

환에서의 골조직의 손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Tumor ne-

crosis factor-α (TNF-α)가 NF-κB 경로를 통해서 인체 골수 유

래 중간엽 줄기세포와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골분화에

관여 한다고 증명되었다[1, 4]. 하지만 이러한 신호전달체계에

서 어떠한 전사 인자를 통해서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가

골세포로 분화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NFAT5 (nuclear factor of activated T cells)는 5종류의

NFAT family 중 하나로써 TonEBP (tonicity-responsive en-

hancer binding protein)라고도 불리우며 Rel family로 고장

성에 의해 촉진되는 전사를 매개하는 전사 조절 인자로 발견

되었다[19]. 주로 신장 등의 높은 삼투압 환경에서 세포를 보호

하며 여러 기관에서 세포의 생존, 발달 등에 관련된 기능을

한다[3, 18]. 특히 NFAT5는 세포질의 삼투질 농도에 의해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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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절되며 활막세포와 혈관내피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조절인자라고 보고 되어져 있고[9, 30], 근원세

포의 이주와 분화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21,

26]. 그러나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NFAT5의 작용은 알려진 바

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체외배양에서, 골분화 과정에서 NFAT5 의 역할을 규명하고

자 일련의 실험들을 수행 하였으며, TNF-α에 의한 NFAT5의

조절 기작에 대한 연구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고자 한

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재료

세포 배양액인 α-minimal essential medium (α-MEM)은

Sigma사( St Louis, MO, USA)에서 fetal bovine serum (FBS),

penicillin-streptomycin 등의 세포배양용 시약들은 Gibco-

BRL (Gaithersburg, MD,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

험에 사용 된 사이토카인 Tumor necrosis factor-α (Recombinant

Human TNF-α, 10 ng/ml)는 R&D system (Minneapolis, MN,

USA)에서 구입하였다. Dexamethasone, β-glycerophosphate,

ascorbate-2-phosphate, IBMX, indomethacin은 Sigma사에서

구입하였다.

세포의 분리 및 배양

중간엽 줄기세포의 분리를 위해 공여자로부터 지방을 공여

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지방조직을 잘게 쪼갠 후 0.075%

type Ⅰcollagenase로 30분간 처리한 후 세포를 분리하였다.

분리한 세포는 배양액(10% FBS, 100 units/ml penicillin과

100 μg/ml streptomycin을 포함하는 α-MEM에서 배양하였

고, 다음날 새로운 배양액으로 교체하여 배양용기에 달라붙지

않은 세포를 제거하였다. 세포의 배양은 2일마다 새로운 배양

액으로 바꾸어 주면서 배양하였다. 세포가 배양용기에

80~90% 차게 되면 0.25% trypsin (Sigma)를 이용하여 배양용

기에서 떼어낸 후, 새로운 배양용기에 1:10 비율로 희석하여

계대배양 한 후 37℃, 5% CO2에서 배양 하였다. 이 때를 중간

엽 줄기세포의 1차 계대배양으로 정의 하였다. 나머지 세포는

10% DMSO (Sigma)가 포함된 배양액에서 서서히 냉동시킨

후, 최종적으로 액체질소에 보관하였다.

Small interfering RNA (siRNA) transfection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siRNA transfection은 비특이적

siRNA (On-Target plus non targeting siRNA, Dharmacon,

Inc, CO, USA)와 NFAT5에 특이적인 siRNA (NFAT5 on-

TARGET plus SMART pool, Dharmacon, Inc, CO, USA)를

이용하여 DharmaFECT Transfection Reagent로 시행하였

다.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Trizol (Invitrogen, Gaithersburg,

MD, USA)을 이용, total RNA를 분리하여 2 μg의 RNA와 2.5

mM dNTP, oligo dT primer, 5X first strand buffer, RNase

inhibitor, M-MLV reverstanscriptase (Promega corporation,

Madison, WI, USA)를 사용해서 역전사해서 cDNA를 얻었다.

PCR 반응은 2 μl의 cDNA와 NFAT5 또는 GAPDH에 특이적

인 primer를 이용하여 PCR를 수행하였다. PCR조건은 94℃에

서 30초 denaturation 한 후, 30 cycle로 60℃에서 30초 anneal-

ing, 72℃에서 30초 extension 한다. 사용한 primer의 염기서열

은 다음과 같다. 인체 NFAT5 5’-ATGCCCTGATGACTCC

ACTC-3’, 5’-CTGCAATAGTGCATCGCTGT-3’, 인체 GAPDH

5’-TCCATGACAACTTTGGTATCG-3’, 5’-TGTAGCCAAAT

TCGTTGTCA-3’로써 각각의 PCR 산물을 1.5% agarose gel

상에서 확인하였다.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산물은 2 X SYBR Green PCR Master Mix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를 이용하여 ABI PRISM

7500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을 사용하여

증폭하였다.

사용한 primer의 염기서열은 다음과 같다. Human NFAT5

의 primer는 5’-ATGCCCTGATGACTCCACTC-3’, 5’-CTG

CAATAGTGCATCGCTGT-3’이며, Human β-actin의 primer

는 5’-AACACCCCAGCCATGTACG-3’, 5’-GGGAAATCGT

GCGTGACAT-3’이며 정량 결과의 분석은 7500 software ver-

sion 3.3 (Applied Biosystems Diagnostics)로 하였다.

세포 증식 측정

중간엽 줄기세포 1×10
4
개를 6 well plate에 분주하고 2 ml

의 배양액(10% FBS, 100 units/ml penicillin과 100 μg/ml

streptomycin을 포함 하는 α-MEM으로 2-3일에 한 번씩 배양

액을 교체하여 3, 4, 5일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시기별 세포를

모아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Sigma)로 2회 세척 한

후 0.25% trypsin을 이용하여 배양용기에서 떼어낸 후 여러

번 pipetting 하여 단일 세포로 만들었다. 단일 세포와 0.4%

trypan blue dye (Sigma)을 섞은 후 배양 2, 3, 4일 째 되는

날에 혈구계산판을 이용하여 세포 수를 측정하였다.

지방 세포 분화

중간엽 줄기세포 1×10
5
개를 12 well plate에 분주하여 하루

동안 배양 한 후 1 ml의 지방분화유도배지(10% FBS, 1 μM

dexamethasone, 0.5 mM IBMX, 200 μl indomethacin 을 포함

하는 α-MEM에서 7일간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고정 및 세척 후 Oil Red O (Sigma) 용액으로 세포를 염색하였

으며 광학 현미경하에서 지질적화 형성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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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세포 분화

중간엽 줄기세포 1×10
5
개를 12 well plate에 분주하여 하루

동안 배양 한 후 1 ml의 골분화유도배지(10% FBS, 0.1 uM

dexamethasone, 10 mM β-glycerophosphate, 0.5 mM ascor-

bate-2-phosphate 를 포함 하는 α-MEM에서 2주간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고정 및 세척 후 Alizarin Red S

(Sigma) 용액으로 세포를 염색하였으며 광학 현미경하에서 석

회화 결절 형성을 관찰하였다.

Calcium 농도 측정

골분화유도배지에서 2주간 배양시킨 12 well plate를 PBS

용액으로 3회 세척한 후 hydrichloric acid 0.5 N (Sigma) 용액

을 300 μl을 넣어 상온에서 16시간 반응시켰다. 그리고 96 well

plate에 calcium이 추출된 용액 5 μl와 측정시약(BioAssay

Systems, Hayward, CA) 200 μl를 상온에서 3분간 반응시킨

후, 61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Reporter gene 실험

pNF-κB-Luc, pCMV-β-Gal plasmid (Clontech Laboratories,

Inc, Palo Alto, CA, USA)를 중간엽 줄기세포에 Lipofectamine

Plus Reagent (Invitrogen, Gaithersburg, MD, USA)를 이용하

여 transfection하였다. Transfection 1-2일 후에 세포를 re-

porter lysis buffer (Promega, WI, USA)를 사용하여 lysate를

만든 후, lysate를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하고 luciferin 기

질(Luciferase Assay System, Promega corporation, Madison,

WI, USA)을 이용하여 luciferase activity를 측정하였으며, β-

galactosidase 활성은 β-Galactosidase Enzyme Assay System

(Promega corporation, Madison, WI, USA)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고 이 값을 luciferase 활성 수치를 보정하는데 사용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

배양한 세포를 회수 한 후, 2% sodium dodecylsulfate,

10% glycerol, 50 mM DTT를 포함하는 62.5 mM Tris-HCl,

pH 6.8 용액에 넣고 5분간 끓인 후 불용성 침전물을 제거 한

후 동량의 단백질을 10% SDS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

영동 하였다. Gel 내의 단백질을 nitrocellulose membranes

(Hybond-ECL; Amersham Pharmacia Biotech, Piscataway,

NJ, USA)으로 옮겨 준 후, 5% 탈지우유와 0.1% Tween20이

포함된 tris로 완충된 식염 용액(TBST)으로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다중항체(GAPDH, IκB-α; Cell Signaling Tech-

nology, Danvers, MA, USA, IκB; Santa Cruz Biotechnology,

CA, USA)를 1:1,000으로 희석하여 4℃에서 16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TBST용액으로 10분씩 3회 세척한 후, peroxidase가

결합된 이차항체(Amersham Pharmacia Biotech)를 넣고 1시

간 반응 시켰다. TBST 용액으로 다시 3회 세척한 후 chem-

iluminescence (ELC detection kit, Amersham Pharmacia

Biotech)로 반응시킨 후 LAS-3000으로 감광시켰다.

통계 처리

결과들은 평균 ± 표준오차로 표시하고, 변수의 분석들은

Student’s t-test와 분산분석후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사

용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는

판정을 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독립적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다.

결 과

인체 지방 유래 줄기세포에서 NFAT5 발현 억제에 의한

세포증식의 효과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기능에 NFAT5가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iRNA를 이용하여 transfection 시킨

뒤, 3일 후 세포를 회수하고 trizol을 이용하여 RNA를 분리한

후 RT-PCR과 real time PCR을 통하여 NFAT5의 mRNA 발현

을 확인 하였다. 그 결과 siNFAT5가 transfection 된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NFAT5의 mRNA 발현이 siCont이

transfection된 세포와 비교 하였을 때 현저히 감소됨을 확인

하였다(Fig. 1A, B).

줄기세포는 자가증식과 같은 증식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분화능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세포 조절 기전에 의해서 조절 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6, 16, 24, 25, 28, 29]. 따라서 이러한 줄기세포

의 특징 중 하나인 증식에 NFAT5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NFAT5가 억제 된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1x10
4
개로 seeding한 후 2, 3, 4 일 째 각 day 별로

세포를 회수 하여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수를

hematocyt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NFAT5가

억제 된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와 siCont이 trans-

fection된 세포의 증식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C).

NFAT5 발현 억제가 인체 지방 유래 줄기세포의 지방 세

포 분화에 미치는 효과

최근 고농도의 retinoid나 interferon, IL-1, IL-2, TNF-α,

TNF-β와 같은 cytokine이 지방분화 유도를 강력히 억제 한다

고 보고 되어져 있다[2]. 이를 바탕으로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TNF-α에 의한 지방 분화 억제과정에 NFAT5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NFAT5가 억제 된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에 TNF-α (10 ng/ml)를 처리

하여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여 보았다. 그 결과 siCont

세포와 NFAT5를 억제 시킨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에서 지방세포로의 분화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 하였

다. 뿐만 아니라 siCont이 transfection된 세포와 NFAT5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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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1. Effect of NFAT5 down-regulation on the proliferation of hADSCs. NFAT5 expression in NFAT5 siRNA or non-target

siRNA-transfected cells were determined by RT-PCR (A) and real time PCR (B). * p<0.05 compared with the data of control

cells. Prolifeation of siNFAT5 transfected hADSC was determined by direct cell counting at 2, 3, and 4 days after plating.

Data represent the mean 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 Data represent mean±SEM of three different experiments.

* p<0.05, compared with control siRNA-transfected hADSCs.

Fig. 2. Effect of NFAT5 down-regulation on adipogenic differentiation of hADSCs. On day 7 of adipogenic induction, Lipid drops

were observed within the hADSCs. Post-confluent hADSCs were cultured in adipogenic medium. The cells were treated

without or with TNF-α (10 ng/ml) for 3 days. Adipogenic differentiation was determined by Oil Red O staining to visualize

lipid drops within the cell monolayer (AM, adipogenic differentiation induction). One representative experiment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as shown.

제 시킨 세포에 TNF-α를 처리했을 때에는 TNF-α에 의한 지방

분화 억제효과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Fig. 2).

NFAT5 발현 억제가 인체 지방 유래 줄기세포의 골세포

분화에 미치는 효과

TNF-α에 의해 촉진 되는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의 골세포 분화에 NFAT5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NFAT5가 억제된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의 골세포 분화를 유도하였으며, 이때 TNF-α를 농도별로 처리

하였다. 우선 siCont이 transfection세포에서 TNF-α를 농도별

로 처리 하였을 때 골세포로의 분화가 TNF-α의 농도에 비례하

여 증가 됨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NFAT5를 억제 시킨 세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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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골세포로의 분화가 siCont이 transfection된 세포 보다 현저

히 저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NFAT5를 억제

시킨 세포에 TNF-α를 처리했을 때 TNF-α에 의한 골분화 증가

가 억제 됨을 확인하였다(Fig. 3A).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골세포 분화 과정 중 생성되는

calcium의 측정을 통해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하였다(Fig. 3B).

NFAT5발현 억제가 인체 지방 유래 줄기세포에서 TNF-α

에 의해 유도 되는 NF-κB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TNF-α 신호전달체계는 NF-κB를 통하여 다양한 세포 기능

을 조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따라서 TNF-α에 의해

유도 되는 NF-κB promoter 활성화에 NFAT5가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

포에 NF-κB promoter를 포함한 luciferase벡터를 transfection

한 후 luciferase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TNF-α를 처리

하지 않아도 NFAT5가 감소된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

A

B

Fig. 3. Effect of NFAT5 down regulation on osteogenic differ-

entiation of hADSCs. (A) On day 14 of osteogenic in-

duction, calcification deposits were observed within the

hADSCs. Post-confluent hADSCs were cultured in os-

teogenic medium. The cells were treated without or with

TNF-α for 3 days. Osteogenic differentiation was de-

termined by Alizarin Red S staining to visualize calcifi-

cation deposits within the cell monolayer (OM, osteo-

genic differentiation induction). One representative ex-

periment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as

shown. (B) Determination of calcium deposition at day

14 after induction of differentiation. Data represent the

mean 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0.05,

compared to nontarget siRNA-transfected cells (siCont).

* p<0.05, compared to the data of TNF-α-treated control

siRNA-transfected cells (siCont-TNF-α).

포에서 NF-κB promoter활성이 siCont이 transfection된 세포

보다 감소 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뿐만 아니라 TNF-α에 의해

서 증가 되었던 NF-κB promoter활성화가 NFAT5를 감소 시

킨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감소 됨을 확인하였

다(Fig. 4).

NFAT5발현 억제가 인체 지방 유래 줄기세포에서 TNF-α

에 의해 유도되는 IκB 분해 에 미치는 효과

TNF-α에 의한 NF-κB 활성화 과정 중 NFAT5의 역할을 확

인하기 위하여 TNF-α에 의한 IκB 분해에 대한 NFAT5 siRNA

의 작용을 확인 하였다. 이를 위하여 TNF-α를 시간 의존적으

로 처리한 후, 세포를 회수하여 protein lysis buffer로 용해시

킨 후 IκB 발현을 western blot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TNF-α에 의해서 유도 되는 IκB 분해분해가 siCont이

transfection된 세포와 비교하여 NFAT5의 발현 억제에 의하

여 유의하게 방지되지 못하였다(Fig. 5).

고 찰

줄기세포는 자가증식이 가능하며 특정 환경이 주어지면 신

경세포나 상피세포, 심근세포, 췌장세포 등 다양한 세포로 분

화할 수 있는 세포로써, 신체의 어떤 조직이나 장기에 질병이

생겼을 때 이러한 줄기세포로부터 분화된 같은 종류의 세포로

병든 세포를 대체하여 다양한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새로운 의학기술로 제시되고 있다. 줄기세포 중에서도 성체줄

Fig. 4. Effect of NFAT5 down regulation on TNF-α-induced NF-

κB activation in hADSCs. The siRNA-transfected cells

were co-transfected with NF-κB reporter constructs and

β-gal vectors, and then treated with or without TNF-α 

(10 ng/ml) for 72 hr. Luciferase activity was normalized

by β-galactosidase activity. Data represent the mean

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0.05, com-

pared to nontarget siRNA-transfected cells (siCont). *

p<0.05, compared to the data of TNF-α-treated control

siRNA-transfected cells (siCont-TNF-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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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NFAT5 down regulation on TNF-α-induced IκB

degradationin hADSCs. Western blot analysis of total,

cytosolic and nuclear proteins extracts obtained from

NFAT5 siRNA or non-target siRNA-transfected cells.

The cells were treated with TNF-α (10 ng/ml) for 15 or

30 min. Degradation of IκB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on cell lysates using anti-IκB antibody.

GAPDH expression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One

representative experiment from three independent ex-

periments was shown.

기세포는 골수에서 처음 분리 되었고 생체 외에서 비교적 쉽

게 증식이 가능하며 다양한 세포로 분화 가능한 줄기세포의

하나이다[24, 25]. 성체 줄기세포의 분화능은 지방세포, 골모세

포, 연골세포 등 중배엽성 조직뿐만 아니라 간세포 등 내배엽

성세포, 신경세포 등 외배엽성 세포로도 분화가 가능하다[29].

이러한 특성은 성체 줄기세포가 조직재생 및 세포치료를 위한

유망한 세포 공급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체줄

기세포는 골수에서 처음 보고된 이래 지방조직을 포함한 뇌,

비장, 간, 신장, 폐, 골수, 근육, 흉선, 췌장 등 다양한 조직에

존재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특히 인체 지방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 쉽게 분리가 가능

하고 대량으로 존재하여 골수에 비해 중간엽 줄기세포의 밀도

가 상대적으로 높아 대량의 세포가 필요한 세포 치료제의 임

상적용의 측면에서 보다 짧은 시간에 세포를 확보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중간엽 줄기세포의 공급원 중 하나이다[7, 8, 22, 27,

31, 32].

앞선 연구를 통해서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골

세포 분화에 TNF-α signal이 NF-κB 경로와 Ras/MAPK 경로

를 통해서 중요하게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4, 23].

NFAT5는 NFAT1-4와 달리 DNA 결합부위의 결정구조가

NF-κB와 매우 유사하며 Rel family에 속하고 삼투적 자극에

의한 TNF-α에 의해서 발현이 조절되며 세포의 이주와 분화,

증식에 관여한다고 보고되었다[3, 9, 18, 19, 21, 30]. 최근 중간

엽 줄기세포의 분화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Transcriptional

coactivator with PDZ-binding motif (Taz) 가 NFAT5의 발현

을 활성을 억제함이 보고되었으나,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NFAT5의 역할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11, 12].

본 연구에서는 NFAT5가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에서 골세포로의 분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전사인

자인 NF-κB의 활성을 조절 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NFAT5를 억제 시킨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골세

포로의 분화가 siCont 세포의 골세포 분화보다 현저히 감소

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TNF-α를 처리 하였을 때

NFAT5가 억제된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골세포

로의 분화가 다시 회복 되었으나, TNF-α를 처리한 siCont 세

포의골세포 분화 증가 보다는 억제됨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NFAT5가 NF-κB

의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TNF-α에 의한 골분화 작용을 조절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TNF-α에 의한 IκB 분해에 대하여 siRNA에 의한 NFAT5

억제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TNF-α

에 의한 NF-κB의 활성 조절에서 NFAT5가 IκB 분해의 하부경

로를 조절함을 나타낸다. 실제로 NF-κB의 전사조절작용이 다

양한 경로에 의해 조절됨이 알려져 있으므로[10, 17, 20],

NFAT5가 NF-κB에 의한 전사조절작용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

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실험이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에 NFAT5를

억제시켰을 때 TNF-α에 의한 지방 분화억제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TNF-α에 의한 지방 분화의 억제가 NF-κ

B 활성 경로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

세포가 골세포로 분화 하는데 있어서 NFAT5가 NF-κB의 활성

화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서 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의 골분화에 중요한 작용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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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인체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골분화 조절 기전에서 NFAT5의 역할

이선영․양지원․정진섭*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생리학교실)

인체 중간엽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의 분화 및 자가증식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질병치료에 대한 치료

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줄기세포 분화의 분자 기작에 대한 이해는 줄기세포 이식의 치료 효능을 향상시킨다.

본 연구에는 인체 중간엽 줄기세포의 골분화에서 NFAT5의 역할을 밝혔다. 특이적 siRNA의 transfection으로 인

한 NFAT5의 억제는 인체 중간엽 줄기세포의 골분화를 현저히 감소시켰으며, NF-κB promoter 활성화 또한 세포

의 증식이나 지방 세포로의 분화에 영향 없이 감소 시켰다. NFAT5의 발현 억제는 기본적으로 유도되는 NF-κB의

활성화와 TNF-α에 의해서 유도되는 NF-κB의 활성화를 감소시켰으나, TNF-α에 의해서 유도되는 NF-κB의 분해

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NFAT5가 NF-κB 경로를 조절함으로써 인체 중간엽 줄기 세

포의 골분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