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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미분화 태아 세포를 포함하는 피부 질환 치료용 조성물

요약

본 발명은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을 앓고 있는 대상의 치료를 위하여 고안된 방법 및 조성물을 포함한다. 

본 조성물은 콜라겐 매트릭스 또는 담체와 통합된 미분화 태아 피부 세포를 함유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을 앓고 있는 대상의 치료를 위하여 고안된 방법 및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조성물은 콜라겐 매트릭스와 통합되거나 담체와 배합된 미분화 태아 피부 세포를 함유한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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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 (즉, 열창, 개방형 창상, 또는 궤양)은 급성 또는 만성일 수 있다. 급성 창상은 일반적으로 조직 손실이 거의 없는

것을 포함하는 피부에 대한 날카로운 상해이다. 대부분의 급성 창상은 아물며 창상의 가장자리의 접합에 의해 치유된

다. 만성 창상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거나 완전 치유가 느린 창상이다. 만성 창상의 예로는 욕창 (욕창 궤양), 당뇨성의

피부 궤양, 정맥 울혈성 궤양, 화상 및 종양 절제 후 발생하는 결함을 들 수 있다.

창상의 세포 형태는 세가지의 독특한 대역인 중앙 창상 공간, 국소성 허혈의 구배 대역, 및 활성 콜라겐 합성 부분으로

구성된다. 창상 (즉, 심한 화상, 수술에 의한 절개, 열창 및 기타 외상)이 더욱 신속하게 치유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현재까지는 약리학적 약제로 창상의 치유를 촉진하는 것이 단지 제한적으로 성공적이었을 뿐이다.

창상의 치료에 있어서의 일차적인 목적은 창상을 아물게 하는 것이다. 개방형 피부 창상이 하나의 주요 카테고리의 

창상을 대표하는데, 상기 카테고리는 급성의 수술 및 외상 창상, 예를 들어 만성 궤양, 화상 창상과, 만성 창상, 예를 

들어 신경병증 궤양, 욕창, 동맥 및 정맥 (울혈) 또는 동정맥 혼합형 궤양 및 당뇨성 궤양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

러한 창상은 하기 공정에 따라 치유된다: i) 염증, ii) 섬유아세포 증식, iii) 혈관 증식, iv) 결합 조직 합성, v) 상피화, 

및 vi) 창상 수축. 창상 치유는 상기 구성 요소가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능하지 않을 경우 손상된다.

창상 치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는 영양 실조, 감염, 약리학적 약제 (예를 들어 세포 독성 약물 및 코르티코스테로

이드), 당뇨병, 및 고령을 포함한다. 문헌 [Hunt et al., in Current Surgical Diagnosis amp; Treatment (Way;Apple

ton amp; Lange), pp. 86-98(1988)] 참조.

다수의 상이한 제품 및 프로토콜이 만성 창상의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 내용이 참고로 인용된 문헌[J

ones et al., in British Journal of Plastic Surgery 55: 185-193, 2002] 참조. 이들은 단순한 붕대 (특히 압박 붕대),

발포체 및 필름, 겔 및 콜로이드와, 제약 제품, 예를 들어 성장 인자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건조한 비밀봉형 드레싱

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보습 밀봉형 드레싱을 이용한 창상 치유법이 사용된다. 문헌[Winter, Nature 193: 293-94 (1

962)] 참조. 현재 다수의 유형의 드레싱이 창상 치유에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상기 드레싱은 필름 (예를 들어 폴리우

레탄 필름), 히드로콜로이드 (폴리우레탄 발포체에 결합된 친수성의 콜로이드성 입자), 히드로겔 (약 60% 이상의 물

을 포함하는 가교 결 합 중합체), 발포체 (친수성 또는 소수성), 알긴산칼슘 (알긴산칼슘으로부터의 섬유의 부직 복합

재), 및 셀로판 (가소제를 포함하는 셀룰로스)을 포함한다. 문헌[Kannon et al., Dermatol. Surg. 21: 583-590 (199

5)]; 문헌[Davies, Burns 10: 94 (1983)] 참조. 특정 유형의 창상 (예를 들어 당뇨성 궤양, 욕창) 및 특정 대상의 창상

(예를 들어 외인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수령체)은 상기 창상 드레싱을 사용해서는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치유되지 

않거나 전혀 치유되지 않는다.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궤양은 적당한 수준의 유지되는 단계적 압박의 적용에 의해 치유가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맥류 질병을 갖는 환자에 있어서, 외부의 단계적 압박의 적용은 유체를 세포 사이의 공간으로부터 혈관 

및 림프관 구획으로 다시 가게 함으로써 정맥계에 대한 차단 또는 손상에 기여하는 피부 및 혈관 변화를 최소화하거

나 역전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가지 유형의 붕대가 존재한다:

제I형: 경량의 합치성-신축성 붕대

이 붕대는 단순한 드레싱 유지 기능을 가지는 제품을 포함하며, 활동을 제한함이 없이 사지 또는 관절에 잘 합치되어

야 한다.

제II형: 가벼운 지지 붕대

이 붕대는 부종의 형성을 방지하고 가벼운 삠(sprain) 및 접질림(strain)의 처리에 있어서 지지체를 제공하는 데에 사

용되는 제품을 포함한다.

제III형: 압박 붕대

이 붕대는 압력의 인가에 의지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들은 하지의 정맥류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부종을 제어하고 

종창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압박 붕대는 소정 수준의 압박을 생성하는 그의 능력에 따라 

네가지 군으로 분류되었다.

제IIIa형: 가벼운 압박 붕대는 평균 치수의 발목 상에서 20 mmHg 이하의 낮은 수준의 압력을 제공 및 유지할 수 있다

. 이러한 유형의 제품에 있어서의 임상적 징후는 피상적 또는 초기의 정맥류, 및 임신 동안 형성된 정맥류증의 처리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기존의 부종의 제어 또는 감소, 또는 매우 큰 사지에 대한 심지어 더욱 낮은 수준의 압력

의 인가에는 적합하지 않다.

제IIIb형: 중간 정도의 압박 붕대는 평균 치수의 발목 상에서 30 mmHg 상에서의 압박의 인가에 사용된다. 이들은 임

신 중의 정맥류증, 중간 정도의 심각성의 정맥류의 치료, 궤양의 예방 및 치료와 가벼운 부종의 제어에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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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Ic형: 고압박 붕대는 평균 치수의 발목 상에 40 mmHg의 고수준의 압박의 인가에 사용될 수 있다. 이 붕대에 있어

서의 제안은 총체적 정맥류의 치료, 혈전 후 정맥 부족증 및 평균 원주의 사지에 있어서의 다리 궤양 및 총체적인 부

종의 처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카테고리의 제품은 부종의 존재로 더 확장된 매우 큰 사지 상에서 상기 수준의 압력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IIId형: 특고성능의 압박 붕대는 50 mmHg 초과의 압력을 인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붕대에 있어서의 힘은 상기 붕대

가 심지어 장기간 동안 가장 크고 가장 부종이 심한 사지 상에서도 이러한 압력을 인가하고 유지할 것이라 기대될 수 

있을 만한 것이다.

부가적으로, 여러 제약적 요법 (예를 들어 황산아연, 비타민 A, C 및 D, 칼슘, 마그네슘, 구리 및 철의 투여)이 창상 치

유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또한 이용되었다. 그러나, 매우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약제를 이용한 창상

치유의 촉진은 거의 성공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하워드 그린 (Howard Green) 박사는 각질 세포와 같은 인간 피부 세포의 성장 방법을 구상하였다.

문헌[Green et al. (1979) Proc. Natl. Aced. Sci. 76: 5665] 참조. 상기 방법에 기초한 제품인 Epicel TM 은 심한 

화상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식 (피부 대체)을 요하는 심부 창상의 치료에 사용된다. 그러나 Epicel TM 은 단지 손

실된 상피층만을 대체하기 때문에 피부의 진피층을 복구하는 어떠한 것과 조합된 형태로 가장 우수하게 작용한다. 실

제 Epicel TM 은 인공 피부가 아니며, 오히려 실험실에서 환자의 화상을 입지 않은 부분으로부터 취해지는 수술에 의

해 채취된 피부 세포로부터 새포운 상피층을 성장시켜 처방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Epicel TM 은 자가 조직 이식편

로 기능한다. 미국 특허 제4,016,036호 및 동 제4,304,866호 참조.

무손상 피부가 거의 없거나 전혀 남아있지 않은 매우 심하게 화상을 입은 환자에 있어서 인공 피부는 창상 부분을 덮

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흉터가 있는 조직보다는 차라리 천연 피부의 재성장도 촉진하는 극도로 유용한 물질이다.

처음에는 다수의 새로운 인공 피부에서 관련 공여체 (예를 들어 유사한 유전 자 마커를 가지는 가족 구성원)로부터의 

피부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식이 거부되지 않도록 환자의 면역계를 완충시키는 강력한 면역 억

제제 약물의 공동 투여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자의 면역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것은 상기 환자에 있어서

추가적인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다. 대신, 환자 자신의 화상을 입지 않은 피부 (종종 거의 화상을 입지 않은 두

피로부터의 피부)가 이식 재료원으로 보통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피부 이식편 (또는 심지어 시체로부터 취해진 피부)의 사용이 상기 문제점을 영구적으로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또한 피부를 재생시키기 위한 몇몇 형태의 인공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합성 제품의 사용은 이러한 재료에 질

병을 전달할 수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및 기타 병원체가 없다는 점에서 이점을 또한 제공한다.

예를 들어 Johnson amp; Johnson 회사인 Ethicon Inc.는 생물 구성 요소를 전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자체가 실제로 

대체 피부로 고안된 것은 아닌 제품인 Integra 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 및 유통권을 획득하였다. 오히려, 이것은 환

자 자신의 피부 세포가 화상에 의해 파괴된 피부의 더 낮은 진피층을 '재생'시킬 수 있는 유연한 골격 뿐만 아니라 보

호성 덮개도 제공한다. 미국 특허 제5,489,304호 참조. 살아있는 피부가 구성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Integra 

는 2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실제 피부의 더 낮은 진피층의 '재생'을 위하여 고안된 하부층은 진피의 섬유 패턴을 모방

하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및 상호 직조 소 콜라겐의 매트릭스로 이루어진다. 이어서 이 매트릭스를, 피부의 상피층 

또는 표면층을 모방하는 상 부층인 의학적 등급의 가요성 실리콘 시트에 부착시킨다. Integra 는 창상 부분에 드레

이핑되고 (draped) 그곳에서 2 내지 4주 동안 유지되는데, 그동안 환자 자신의 세포는 매트릭스로의 그의 길을 만들

어 새로운 진피를 생성한다. 이어서 상부층의 Integra 를 제거하고 이어서 매우 얇은 환자 자신의 상피 세포의 시

트를 적용한다. 시간이 지나면 상피층이 상기 세포로부터 재건된다.

판매되는 다른 제품인 AlloDerm TM 이 미국 텍사스 더 우드랜즈 소재의 LifeCell Corporation에 의해 시판 및 제조

된다. 상기 제품은 화상 환자의 면역계가 모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이식편을 거부하도록 하는 모든 세포 성분을 시체

피부로부터 제거함으로써 제조된다. 이러한 공정의 주요한 특징은 가능한한 최대한도로 진피의 '천연'의 3차원적 구

조를 보존하는 것이다. (AlloDerm TM 에서와 같은) 실제 진피 또는 (Integra 에서와 같은) 인공 진피로부터의 상

기 골격을 적절하게 모방하는 것은 환자의 남아있는 세포가 그 자신을 새로운 기능성 피부로 재생시키는 능력에 결정

적이다.

Dermagraft (Advanced Tissue Sciences)는 실험실 조건 하에 골격으로 공지된 생체 적합성의 화학 기재 상에 접종

된 인간 기질 (stromal) 세포 (예를 들어 신생아 조직 유래의 섬유아세포)로부터 배양한 제품이다. 미국 특허 제5,460

,939호 참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골격은 폴리글리콜산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외과적 봉합 및 외과적 풀과 같은 다수의 '재흡수성'

의 의학적 재료의 기재이다. 신체에 적 용될 경우, 골격은 글리콜산 및 락트산으로 분해되는데, 이들은 혈류에 의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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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어 이산화탄소, 산소 및 물로 신진 대사된다.

Organogenesis에 의해 제조되는 다른 조직 가공 피부인 Apligraf 는 피부의 상피 및 진피층을 모방하는 살아있는

2층의 피부 치환물이다. Apligraf 는 두가지 유형의 살아있는 인간 피부 세포인 상피 각질 세포 및 진피 섬유아세

포로 만들어진다. 또한 Apligraf 는 진피층 단독에 의해서는 제공되지 않는 추가의 사이토카인 및 성장 인자를 전

달한다. 미국 특허 제4,837,379호 참조.

상기의 현재의 기술 및 출원 모두에서는 특정의 중요한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문제점 

중 하나 이상을 극복하는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 작제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창상의 유형 또는 환자 집단의 성질과는 상관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창상의 치유를 증강시키는 안전하며 

유효한 수단이다.

발명의 개요

하나의 측면에 있어서, 본 발명은 콜라겐 매트릭스와 통합된 미분화 태아 세포를 포함하는 3차원적인 피부 조직 동종

이식 작제물을 개시한다. 본 발명의 작제물은 임의의 배향으로 적용될 수 있어 다양한 용도에 유용하다. 몇몇 실시 형

태에 있어서, 본 작제물의 미분화 태아 세포는 태아 피부 세포, 예를 들어 적당한 배양 조건 하에서 진피 섬유아세포 

또는 상피 각질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것일 수 있다. 다양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미분화 태아 세포의 콜라겐과의 통

합은 상기 세포를 콜라겐 내에서 혼합시키거나, 조합시키거나, 피펫팅하거나, 접종하거나, 플레이팅하거나 방치함으

로써 일어날 수 있다. 당 업계의 숙련자라면 임의의 통합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하나의 바람직

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본 작제물의 콜라겐 매트릭스는 말 콜라겐 매트릭스이다.

다른 측면에 있어서, 본 발명은 생검체를 공여체 태아 조직으로부터 채취하는 단계; 태아 조직으로부터의 세포주를 

발달시키는 단계; 태아 조직을 배양하며 미분화 세포를 고농도로 증식시켜 이식편이 유래되는 세포 은행을 생성시키

는 단계; 이 이식편을 콜라겐 매트릭스와 통합시키는 단계에 의해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 작제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본 발명은 미분화 태아 세포를 수득하는 단계; 미분화 태아 세포를 증식시키는 단계; 및 미분

화 태아 세포를 콜라겐 매트릭스와 통합시키는 단계에 의해 3차원적인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 작제물을 제조하는 방

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작제물을 이러한 치료가 필요한 대상에게 적용함으로써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

을 앓고 있는 대상을 치료하는 방법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상은 인간, 비인간 영장류, 야생 생물, 개, 고양이, 말, 소

, 돼지, 양, 토끼, 래트 및 마우스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대상

은 말이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대상은 인간이다.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의 예로는 창상 및 피부 결함을 들 수 있 지만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실시

형태에 있어서, 창상은 가벼운 베임, 화상, 건성 피부, 피부 열상, 피부 열창, 수술에 의한 창상, 사고에 의한 외상 및 

비대성 흉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급성 창상일 수 있다. 다른 실시 형태에 있어서 창상은 정맥 궤양, 압박

성 궤양 (pressure ulcer), 당뇨성 궤양, 동맥 궤양 및 화상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만성 창상일 수 있다. 

또 다른 실시 형태에 있어서, 피부 결함은 습진, 건선, 방사선 피부염, 피부암, 두드러기, 울혈반양 혈관염, 심한 건조

증 및 아트로피 블랑슈 (Atrophie blanche)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가지 이점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리고 필요한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즉각적인 이식을 가능

하게 하는 세포 은행을 생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본 작제물에 사용되는 세포가 항상 입수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측면에 있어서 미분화 태아 세포 은행은 생검체를 공여체 태아 조직으로부터 채취하고; 적당한 배양 조건 하에서 상

기 태아 조직을 배양하며 미분화 태아 세포를 고농도로 증식시키고; 생성된 배양물의 조직 및 세포를 트립신으로 처

리하여 현탁물이 되게 하고; 현탁 세포를 풀링(pooling)하여 일반적으로 균일한 배양물로부터의 세포 현탁물을 제조

하고; 동결 억제제와 서서히 혼합시키고; 세포 현탁물의 분취물을 앰플에 밀봉하고; 이 분취물을 동결시킴으로써 미

분화 태아 세포 은행을 제조하는 방법에 의해 수득되거나 생성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 형태에 있어서 미분화 태아 세

포는 태아 피부 세포이다. 세포 은행의 태아 피부 세포는 p63 + 일 수 있다. 몇몇 실시 형태에 있어서, 분취물은 온도

가 -80℃에 도달할 때까지 1℃/분으로 온도를 저하시킴으로써 동결시키고, 이어서 대략 24시간 후에 -160℃로 옮긴

다.

또 다른 실시 형태에 있어서, 미분화 태아 세포 은행은 공여체 태아 조직으로부터의 생검체를 채취하고; 적당한 배양 

조건 하에서 태아 조직을 배양하며 미분화 태아 세포를 고농도로 증식시키고; 생성된 배양물의 조직 및 세포를 트립

신으로 처리하여 현탁물이 되게 하고; 현탁 세포를 풀링하여 일반적으로 균일한 배양물로부터의 세포 현탁물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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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동결 억제제와 서서히 혼합시키고; 세포 현탁물의 분취물을 앰플에 밀봉하고; 이 분취물을 동결시킴으로써 미

분화 태아 세포 은행을 제조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 형태에 있어서, 미분화 태아 세포는 태아 피부 세포

이다. 세포 은행의 태아 피부 세포는 p63 + 일 수 있다. 몇몇 실시 형태에 있어서, 분취물은 온도가 -80℃에 도달할 

때까지 1℃/분으로 온도를 저하시킴으로써 동결시키고, 이어서 대략 24시간 후에 -160℃로 옮긴다.

본 발명은 담체 및 단독 또는 하나 이상의 태아 단백질과의 배합물 형태의 하나 이상의 미분화 태아 세포를 함유하는 

조성물도 제공한다. 다양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담체는 연고, 로션, 크림, 에멀젼, 마이크로에멀젼, 겔 및 용액으로 이

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담체는 크림이다. 예를 들어 크림은 수중유 

혼합물 또는 유중수 혼합물일 수 있다. 다른 실시 형태에 있어서 담체는 소수성 보조제 및 친수성 보조제를 함유한다. 

대안적으로는 본 발명의 조성물은 담체 및 단독 또는 하나 이상의 미분화 태아 세포와의 배합물 형태의 하나 이상의 

태아 단백질을 함유할 수 있다. 당 업계의 숙련자라면 본 발명의 조성물과의 임의의 관련물이 담체와 함께인 하나 이

상의 미분화 태아 세포 및/또는 하나 이상의 안정화 태아 단백질을 함유하는 임의의 조성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지

할 것이다.

본 조성물은 생검체를 공여체 태아 조직으로부터 채취하는 단계; 태아 조직으로부터 세포주를 발달시키는 단계; 태아

조직을 배양하며 미분화 태아 세포를 고농도로 증식시켜 세포 은행을 생성하는 단계; 임의적으로 세포 은행 내의 태

아 단백질을 안정화시키는 단계; 및 상기 태아 세포를 담체와 통합시키는 단계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또한 본 조성

물은 미분화 태아 세포를 수득하는 단계; 미분화 태아 세포를 증식시키는 단계; 임의적으로 태아 세포 내의 태아 단백

질을 안정화시키는 단계; 및 태아 세포를 담체와 통합시키는 단계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치료적 유효량의 본 발명의 조성물을 대상의 피부의 발병하기 쉽거나 발병한 부분에 투여함으로써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방법도 제공한다.

치료되거나 예방될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은 결점, 검버섯, 흉터, 화상, 타박상, 모반, 문신, 색소 과다 침착

, 아토피성 피부염, 주위 궤양 (peri-ulcer), 습진, 방사선 피부염, 궤양, 두드러기, 심한 건조증 및 아트로피 블랑슈를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염증성 피부병일 수 있다.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염증성 피부병은

주위 궤양이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염증성 피부병은 아트로피 블랑슈이다.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 형 

태에 있어서 염증성 피부병은 색소 과다 침착이다.

대상은 인간, 비인간 영장류, 야생 생물, 개, 고양이, 말, 소, 돼지, 양, 토끼, 래트 및 마우스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

택될 수 있다.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대상은 말이다.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대상은 인간

이다.

본 발명은 또한 콜라겐 매트릭스와 통합된 미분화 태아 피부 세포를 함유하는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을 투여

하고, 담체 및 단독 또는 하나 이상의 태아 단백질과 배합된 형태의 하나 이상의 미분화 태아 세포를 함유하는 조성물

을 투여하여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유되도록 하는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을 앓고 있는 대상의 치료 방법도 제공한다.

하나의 실시 형태에 있어서, 본 발명의 동종 이식편 및 조성물은 순차적으로 투여되며, 다른 실시 형태에 있어서 본 

동종 이식편 및 본 조성물은 동시에 투여된다. 대상은 인간, 비인간 영장류, 야생 생물, 개, 고양이, 말, 소, 돼지, 양, 토

끼, 래트 및 마우스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대상은 말이다.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대상은 인간이다.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은 가벼운 베임, 화상, 건성 피부, 피부 열상, 피부 열창, 수술에 의한 창상, 사고에 

의한 외상, 비대성 흉터, 정맥 궤양, 압박성 궤양, 당뇨성 궤양, 동맥 궤양, 습진, 건선, 방사선피부염, 피부암, 두드러기

, 울혈반양 혈관염, 아트로피 블랑슈, 결점, 검버섯, 흉터, 타박상, 모반, 문신, 색소 과다 침착, 아토피성 피부염, 주위 

궤양, 습진, 방사선 피부염, 궤양 및 두드러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 형태에 있어서 미분화 태아 세포는 태아 피부 세포, 예를 들어 적당한 배양 조건 하에 진피 섬유아세포 

또는 상피 각질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태아 피부 세포이다.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콜라겐 매트릭스는 

말 콜라겐으로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담체는 연고, 로션, 크림, 에멀젼, 마이크로에멀젼, 겔 및 용액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태아 세포 은행의 합성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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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는 진피 섬유아세포와 함께 배양된 p63 + 의 상피 각질 세포 집단을 나타내는 p63 항체로 염색된 태아 피부의 

면역 조직 화학적 분석의 결과를 도시하는 현미경 사진이다 (막대는 50 ㎛임).

도 2b는 태아 상피층의 면역 조직 화학적 분석의 결과를 도시하는 현미경 사진이다.

도 2c는 태아 진피층의 면역 조직 화학적 분석의 결과를 도시하는 현미경 사진이다.

도 3은 각각의 샘플에 있어서 1000개의 세포로 출발하는 세가지의 개별적인 태아 피부 세포주 (폐쇄 기호) 및 세가지

의 성체 피부 세포주 (개봉 기호)에 있어서의 시간의 함수로서 진피 피부 섬유아세포의 세포 성장률 (세포 갯수)을 도

시하 는 그래프이다.

도 4는 세가지의 개별적인 태아 피부 세포주 (폐쇄 기호) 및 세가지의 성체 피부 세포주 (개봉 기호)에 있어서의 UVA

방사에 대한 노출의 함수로서 진피 피부 섬유아세포의 생존률을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각각의 데이터 지점은 3개의 

배양 플레이트로부터의 평균 클론 갯수로 표시된다.

도 5는 세가지의 개별적인 태아 피부 세포주 (폐쇄 기호) 및 세가지의 성체 피부 세포주 (개봉 기호)에 있어서의 과산

화수소를 이용한 처리의 함수로서 진피 피부 섬유아세포의 생존률을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각각의 데이터 지점은 3개

의 배양 플레이트로부터의 평균 클론 갯수로 표시된다.

도 6a는 구강의 내부에서 궤양이 외부 표면 생성 궤양화까지 통과하는 치아 농양이 제거된 말의 턱 상의 심부 농양을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6b는 말에서의 창상 부위에 위치한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을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6c는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을 둔 지 1주일 후 말에서의 창상 부분을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7a는 피부 및 근육을 통하여 뼈에까지 통과하는 말의 무릎의 심부 창상을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7b는 말에서의 근육 태아 세포를 포함하는 근육 (내부), 및 태아 피부 세포를 포함하는 피부 (외부) 내의 2층의 3차

원적 동종 이식편을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7c는 말에서의 창상 부분에 위치하는 2층의 3차원적 동종 이식편을 나타 내는 사진이다.

도 7d는 말에 2층의 3차원적 동종 이식편을 둔지 2일 후의 창상 부분을 나타내는 사진이다. 본 도면은 단지 표면과 

연루된 것만이 남아있음을 도시한다.

도 8은 발목 관절에 내성의 혼합형 궤양이 있는 소아마비 관절염을 가지는 인간 환자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9는 2년 동안 존재해 온 좌측 하지 상에 4개의 궤양이 있는 인간 환자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본 발명의 3차원적 피

부 조직 동종 이식편으로 치료한 후 궤양 중 2개의 궤양이 대략 치료한지 7개월 이내에 완전히 아물었다.

도 10은 10년 동안 동일한 다리 궤양의 병력을 가지는 인간 환자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첫번째의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 직후에 울혈, 통증 및 섬유소 생성 제거가 명확하였다. 1년의 추적 후 피부는 여전이 위축성이었지만 흉터 

조직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도 11은 발목에 궤양이 있는 인간 환자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로 대략 2주 동안 치료한 후의 결과에 

의하면 궤양이 아물었음이 나타났다.

도 12는 양쪽의 하지 영역 상에 아트로피 블랑슈가 있는 인간 환자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크림 형태의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 및 조성물을 적용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궤양이 아물었음이 나타났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조직 공학 및 재료 과학 분야에서는 주목할 만한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는 신규한 생체 적합 재료 (biomaterial)가 급

속하게 제조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재 료들의 기계적 특성은 특정 용도에 대하여 맞춤형일 수 있으며 이 재료를 차

지하는 세포는 기능의 유지, 복구 또는 개량을 위한 실제 조직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세포의 기원 및 그의 생체 적

합 재료와의 상호 작용은 최후의 치료적 용도에 극도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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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성체 피부와 태아 및 성체 피부 창상 환경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흉터가 없는 조직 회복의 유도에 중요할

수 있다. 잉태 초기에는 진피는 얇으며 비교적 무세포성이고 적은 세포외 매트릭스가 존재한다. 추가의 발달 동안 진

피 콜라겐이 퇴적되며 설페이트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GAG)이 다른 비설페이트화 GAG 중에서 히알루론산 (HA)을

대체한다. 극도로 급속한 성장 및 느슨한 세포외 매트릭스는 흉터가 없는 태아 피부 회복을 위한 전도성 영토를 제공

한다.

연구에 의하면 태아 피부 세포 그 자체는 흉터가 없는 조직 회복을 초래한다는 것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자궁내 환경

이 흉터가 없는 태아 회복에 필수적이지도 않으며 충분하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주머니래트 모델에서 

증명되었듯이 따뜻한 살균성의 성장 인자가 풍부한 양막 환경 외부의 태아 피부는 흉터 없는 신속한 치료에서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상기 유대류는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태아처럼 태어나며 4 내지 5주 동안 

어미의 유두에 부착된 채 남아있다 (문헌 [Armstrong et al., Dev. Biol. 169: 242-260, 1995]). 자궁외 위치에도 불

구하고 초기 주머니의 새끼의 창상은 매우 빠르게 재상피화되며 콜라겐을 합성하고 흉터 없이 치유된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더욱 노후한 주머니의 새끼에 있어서의 창상은 더욱 느리게 치유되며 흉터 형성을 나타낸다.

이와 유사하게 면역 부적격성 마우스의 피하에 이식된 인간 태아 피부는 그의 발생 특성을 유지하였으며 모낭 및 망

상 콜라겐 정렬의 복구와 함께 흉터 없이 치유되었다 (문헌 [Lorenz et al., Development 114: 253-259, 1992]). 

인간 태아 피부의 재생능은 성체 자궁외 창상 환경 또는 성체 마우스 혈액과의 접촉에 의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흉

터가 더 적게 하는 역량은 태아 조직 그 자체에 내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의 목적으로 태아 세포를 사용할 경우의 중요한 이점은 태아 조직이 전면역 부적격성이며 이러한 세포의 수령체

에 있어서의 면역 응답이 일어나게 하는 역량의 감소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역 적격성 감소는 잉태한지

14주 이전에는 흉선뒤 T-림프구의 결여와 결부되어 있다 (문헌 [Cromblehohne et al., Am J Obstet Gynecol 164: 

218-230, 1991]; 문헌 [Gabbianelli et al., J Immunol. 144: 3354-3360, 1990]).

태아 조직의 가공은 포유류에 있어서의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높은 잠재성을 가진다. 특

정 배양 조건 하에서의, 그리고 특정의 생가공된 관련 매트릭스 내에서의 태아 피부 확장에 있어서의 잠재성을 활용

함으로써 다수의 피부 세포를 치료 용도로 동결시킬 수 있으며 단일 기관 공여로부터 수많은 대상을 치료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작제물 및 조성물은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의 증후를 회복, 치료, 및/또는 예방하는 데에 있어서

이상적이다. 자가 이식편와는 달리 본 발명의 방법 및 조성물은 여분의 피부 조직을 그다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

린 아동 또는 화상 환자에게 중요한 공여 부위 생검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본 작제물 및 조성물은 생성에 3 또

는 4주까지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자가 이식 절차와는 달리 즉시 이용가능하다. 또한, 본 작제물 및 조성물은 즉시,

그리고 무제한적 양으로 전달될 수 있다.

태아 조직을 세포 배양 및 관련법으로 매트릭스 또는 막으로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여 엄격하게 제어된 태아 피부 세포를 가지며 이들을 매우 큰 세포 은행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

능하다 (예를 들어 4 cm 2 의 하나의 기관 공여는 이식편 당 ~10 cm 2 의 ~2,400,000개의 피부 이식편을 생성할 수

있음). 태아 피부 세포를 사용할 경우의 이점은 1) 성체 세포에 비하여 자외선 A (UVA) 방사에 대하여 3배 이하로 더

큰 내성을 가지며 과산화수소 처리에 대하여 2배 이하로 더 큰 내성을 가지는 그의 능력; 2) 상이한 연령대의 발달에

서 단백질 조성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태아 조직 그 자체의 내재적 특성인 흉터가 없는 조직 회복을 유도하는 그의 

능력 (문헌 [Lorenz et al., Development 114: 253-259, 1992]) 및 3) 이들이 전면역적격성이며 이러한 세포의 수

령체에서 면역 응답을 초래하는 역량이 감소된 것과 결부된다는 사실을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태아

세포주는 이전에는 조직 공학 목적으로는 사용되거나 개발되지 않았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미분화 태아 세포 및 콜라겐을 함유하는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 치료용의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 작제물에 관한 것이 다. 또한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미분화 태아 세포 및/또는 하나 이상의 태

아 단백질 및 담체를 함유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이러한 조성물 및 작제물의 제조 방법, 공정과, 

그의 사용 방법을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특정 실시 형태를 설명할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의 범주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야 한다.

본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단수형의 '어떤 하나의 (a)', '및' 및 '당 (the)'은 문맥에서 명료하

게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복수개의 지시 대상을 포함한다.

'미분화'라는 용어는 본 명세서에서 미숙하거나 초생인 세포를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예를 들어 미분화 태아 피

부 세포는 진피 섬유아세포 및 상피 각질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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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되는' 또는 '~과(와) 통합되는'이라는 용어는 임의의 블렌딩 방법, 특히 세포를 매트릭스에 첨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당 용어는 혼합, 배합, 피펫팅, 접종, 플레이팅 또는 방치를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

는 것은 아니다.

'적당한 배양 조건'이라는 용어는 증식을 촉진하는 영양소를 함유하는 세포 배양용 배지이다. 영양 배지는 하기 중 임

의의 것을 적당한 배합물 형태로, 그리고 적당한 농도로 함유할 수 있다: 등장 염수, 완충제, 아미노산, 혈청 또는 혈청

대체물, 및 기타 외인성 첨가 인자. 당 업계의 숙련자라면 임의의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배양 조건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콜라겐'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친수성이며 세포외 효소에 의해 분해되기 쉬운 폴리펩티드 화합물을 나타낸다. 이 물질

은 잘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주요 파라미터가 제어될 수 있다. 콜라겐은 약한 항원이어서 거부 잠재력이 최소

이다. 본 발명의 작제물, 방법, 및 조성물에 사용되는 바람직한 콜라겐은 말 콜라겐이다.

'세포주'라는 용어는 적당한 신선 배지 및 충분한 공간이 주어질 경우 무한정으로 증식하는 영구적으로 확립된 세포 

배양물을 나타낸다.

'세포 은행'이라는 용어는 생검체를 공여체 태아 조직으로부터 채취하고; 적당한 배양 조건 하에서 태아 조직을 배양

하며 미분화 태아 세포를 고농도로 증식시키고; 생성된 배양물의 조직 및 세포를 트립신으로 처리하여 현탁물이 되게

하고; 현탁 세포를 풀링하여 일반적으로 균일한 배양물로부터의 세포 현탁물을 제조하고; 동결 방지제와 서서히 혼합

시키고; 세포 현탁물의 분취물을 앰플에 밀봉하고; (예를 들어 -80℃가 될 때까지 1℃/분으로 앰플의 온도를 감소시

키고 이어서 대략 24시간 후에 -160℃로 옮김으로써) 이 분취물을 동결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한외 냉각 온

도의 은행은 세포의 노화를 중지시켜 세포가 수집된 날에 이들이 가지는 기능 및 활성을 이들이 유지하도록 세포를 

보존한다.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을 치료하는'에서와 같이) '치료하는'이라는 용어는 (1) 당 병의 예방, 즉, 당 병의 

임의의 임상적 증후의 회피, (2) 당 병의 억제, 즉, 임상적 증후의 진전 또는 진행의 정지, 및/또는 (3) 당 병의 경감, 회

복, 또는 역전, 즉, 임상적 증후의 퇴화의 야기를 포함한다.

'병(condition)', '질환(disorder)' 및 '질병(disease)'이라는 용어는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활성제의 투여에 의해 예방 

또는 치료될 수 있는 생리학적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본 명세서에서 서로 바꾸어서 사용된다. 피부병, 피부 질환 및

피부병의 예로는 가벼운 베임, 화상, 건성 피부, 피부 열상, 피부 열창, 수술에 의한 창상, 사고에 의한 외상, 비대성 흉

터, 정맥 궤양, 압박성 궤양, 당뇨성 궤양, 동맥 궤양, 습진, 건선, 방사선피부염, 피부암, 두드러기, 울혈반양 혈관염, 

아트로피 블랑슈, 결점, 검버섯, 흉터, 타박상, 모반, 문신, 색소 과다 침착, 아토피성 피부염, 주위 궤양, 습진, 방사선 

피부염, 궤양 및 두드러기를 들 수 있지만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창상'이라는 용어는 임의의 다양한 방식 중 하나로 시작되며 (예를 들어 연장된 침상 안정으로부터의 욕창, 외상에 의

해 유도되는 창상, 베임, 궤양, 화상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피부 및 피하 조직에 대한 상해를 폭넓게 나타낸다. 창

상은 일반적으로 창상의 깊이에 따라 네가지 등급 중 하나로 분류된다: (i) 등급 I: 상피에 한정된 창상; (ii) 등급 II: 진

피로 연장된 창상; (iii) 등급 III: 피하 조직으로 연장된 창상; 및 (iv) 등급 IV (또는 전 두께의 (full-thickness) 창상): 

뼈가 노출되는 창상 (예를 들어 더욱 큰 전자 (trochanter) 또는 천골 (sacrum)과 같은 뼈 압박 지점).

'급성 창상'이라는 용어는 조직 손실, 심한 증후를 전혀 수반하지 않으며 코스가 짧은 피부에 대한 날카로운 손상 또는

상해를 나타낸다. 급성 창상의 예로는 가벼운 베임, 화상, 건성 피부, 피부 열상, 피부 열창, 수술에 의한 창상, 사고에 

의한 외상 및 비대성 흉터를 들 수 있지만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만성 창상'이라는 용어는 대략 30일 이내에 치유되지 않는 창상을 나타낸다. 만성 창상의 예로는 정맥 궤양, 압박성 

궤양, 당뇨성 궤양, 동맥 궤양 및 화상을 들 수 있지만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창상과 관련한 '치유'라는 용어는 흉터 형성에 의한 창상의 회복 공정을 나타낸다.

'피부 창상의 치유 공정을 유도 또는 촉진하는'이라는 구는 창상 수축의 과립화 조직의 형성의 유도 및/또는 상피화의

유도 (즉, 상피에서의 새로운 세포의 생성)을 나타낸다. 창상 치유는 창상 부분 감소율에 의해 편리하게 측정된다.

('대상'의 치료에서와 같이) '대상'이라는 용어는 병, 질환 또는 질병 (본 명세서에서 명시됨)으로 고생하거나, 이들에 

걸리기 쉽거나 이들을 앓는 포유류 개체를 나타내려는 것이다. 상기 용어는 인간 및 동물 둘 모두를 포함한다. 예를 들

어 대상은 예를 들어 인간, 비인간 영장류, 야생 생물, 개, 고양이, 말, 소, 돼지, 양, 토끼, 래트 또는 마우스일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야생 생물이라는 용어는 길들여지지 않은 임의의 포유류, 조류 또는 어류를 포함

한다. 이러한 야생 생물의 예로는 오소리, 비버, 사자, 호랑이, 곰, 매 및 사슴을 들 수 있지만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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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조성물'은 하나 이상의 미분화 태아 세포를 전통적인 양물, 생리학적으

로 적합한 담체 및 부형제를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다른 화학 성분과 함께 함유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는 본 발명의 '조성물'은 하나 이상의 미분화 태아 세포 및/또는 안정화된 하나 이상의 태아 단백질을, 전통적인 약물, 

생리학적으로 적합한 담체 및 부형제를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다른 화학 성분과 함께 함유할 수 있다. 

이러한 성분은 당 단백질 및/또는 세포의 대상으로의 투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돕는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당 업계

에 잘 알려진 공정에 의해, 예를 들어 통상적인 혼합, 용해, 과립화, 당의정 제조, 미분화, 유화, 캡슐화, 인트래핑 (ent

rapping) 또는 동결 건조 공정 수단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활성 성분의 제형화 및 투여 기술은 본 명세서에 참고로 인용된 문헌 [Remington: The Science and Practice of Ph

armacy,' Lippincott Williams amp; Wilkins Publishing Co., 20th edition]에서 찾을 수 있다.

활성 성분의 투여에 있어서 다양한 경로가 가능하지만, 본 발명의 목적에 있어서는 국소 경로가 바람직하며 국소 경

로는 국소용 담체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 국소용 담체는 일반적으로 국소용 활성 성분 투여에 적합한 것이며 당 업게

에 공지된 임의의 물질을 포함한다. 국소용 담체는 본 조성물을 원하는 형태로, 예를 들어 액체 또는 비액체 담체, 로

션, 크림, 페이스트, 겔, 분말, 연고, 용매, 액체 희석제, 드롭 (drop) 등으로 제공하도록 선택되며, 천연 또는 합성 기원

의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선택된 담체는 국소용 조성물의 활성제 또는 기타 성분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는

데, 담체는 국소용 조성물의 모든 성분에 대하여 안정하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국소용 담체의 예로는 물, 

알콜 및 기타 비독성 유기 용매, 글리세린, 광유, 실리콘, 바셀린, 라놀린, 지방산, 식물유, 파라벤, 왁스 등을 들 수 있

다.

연고는 일반적으로 바셀린 또는 기타 바셀린 유도체 기재의 반고체 제제이다. 당 업계의 숙련자에 의해 인식되는 바

와 같이 사용될 특정 연고 기재는 최적의 약물 전달을 제공하며 바람직하게는 다른 원하는 특성과, 예를 들어 연화성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담체 또는 비히클과 같이 연고 기재는 불활성이며 안정하고 비자극적이며 비민감성이어

야 한다. Remington의 문헌에 설명된 바와 같이 연고 기재는 유성 기재; 유화성 기재; 에멀젼 기재; 및 수용성 기재의

네가지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유성 연고 기재는 예를 들어 식물유, 동물로부터 수득되는 지방, 및 석유로부터 수득

되는 반고체 탄화수소를 포함한다. 흡수성 연고 기재로도 알려진 유화성 연고 기재는 물을 거의 포함하지 않거나 전혀

포함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 히드록시스테아린 설페이트, 무수 라놀린 및 친수성 바셀린을 포함한다. 에멀젼 연고 기

재는 유중수 (W/O) 에멀젼 또는 수중유 (O/W) 에멀젼이며, 예를 들어 세틸 알콜,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 라놀린

및 스테아르산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수용성 연고 기재는 다양한 분자량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PEG)로부터 제조된다

. 상기 Remington의 문헌 참조.

로션은 마찰 없이 피부 표면에 적용되는 제제이며 일반적으로 활성제를 포함하는 고체 입자가 물 또는 알콜 기재에 

존재하는 액체 또는 반액체 제제이다. 로션은 일반적으로 고체의 현탁물이며 바람직하게는 수중유형의 액체의 유성 

에멀젼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로션은 바람직하게는 더욱 많은 유체 조성물을 적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넓은 신체 

부분의 치료용 조성물이다. 일반적으로 로션 중의 불 용성 물질은 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션은 일반적으로 더욱

우수한 분산물을 생성하기 위한 현탁제와, 활성제를 피부와 접촉하도록 국소화 및 유지하기에 유용한 화합물, 예를 

들어 메틸셀룰로스, 소듐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과 함께 사용하기에 특히 바람직한 로션 조성

물은 Beiersdorf, Inc. (Norwalk, Conn.)로부터 입수가능한 상표명 Aquaphor 하에서 수득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친수성 바셀린과 혼합된 프로필렌 글리콜을 포함한다.

당 업계에 공지된 바와 같이 활성제를 포함하는 크림은 수중유 또는 유중수인 점성의 액체 또는 반고체 에멀젼이다. 

크림 기재는 수 세척성이며 오일상, 유화제 및 수성상을 포함한다. 오일상은 일반적으로 바셀린 및 지방 알콜, 예를 들

어 세틸 또는 스테아릴 알콜로 이루어진다. 수성상은,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부피 면에서 오일상을

초과하며 일반적으로 습윤제를 포함한다. 크림 조성물 중 유화제는 상기 Remington의 문헌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일반

적으로 비이온성, 음이온성, 양이온성 또는 양쪽성 계면활성제이다.

마이크로에멀젼은 계면활성제 분자의 계면 필름에 의해 안정화된, 오일 및 물과 같은 두가지 불혼화성 액체의 열역학

적으로 안정하며 등방성인 투명한 분산물이다 (문헌 [Encyclopedia of Pharmaceutical Technology (New York: M

arcel Dekker, 2002); 2 nd Edition]). 마이크로에멀젼의 제조에 있어서는, 계면활성제 (유화제), 공계면활성제 (공유

화제), 오일상 및 수상이 필요하다. 적합한 계면활성제는 에멀젼의 제조에 유용한 임의의 계면활성제, 예를 들어 크림

의 제조에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유화제를 포함한다. 공계면활성제 (또는 '공유화제')는 일반적으로 폴리글리세롤 유

도체, 글리세롤 유도체 및 지방 알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바람직한 유화제/공유화제 배합물은,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 및 폴리옥시에틸렌 스테아레이트;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 에틸렌 글리콜 팔미토스테아레이트와; 카프릴릭 및 카프릭 트리글리세리드 및 올레오일 마크로골글리세리드로 이

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수상은 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완충제, 글루코스, 프로필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

리콜, 바람직하게는 저분자량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예를 들어 PEG300 및 PEG400), 및/또는 글리세롤 등도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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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오일상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지방산 에스테르, 개질 식물유, 실리콘 오일, 모노-, 디- 및 트리글리세리드

의 혼합물, PEG의 모노- 및 디-에스테르 (예를 들어 올레오일 마크로골 글리세리드) 등을 포함한다.

겔 조성물은 작은 무기물 입자 (2상 시스템) 또는 담체 액체 전반에 실질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된 큰 유기 분자 (단일

상 겔)로 만들어진 현탁물로 구성되는 반고체 시스템이다. 단일상 겔은 예를 들어 활성제, 담체 액체 및 적합한 겔화

제, 예를 들어 트래거칸트 (2-5%), 알긴산나트륨 (2-10%), 젤라틴 (2-15%), 메틸셀룰로스 (3-5%), 소듐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스 (2-5%), 카르보머 (0.3-5%) 또는 폴리비닐 알콜 (10-20%)를 함께 배합하는 단계 및 특징적인 반고체

생성물이 생성될 때까지 혼합시키는 단계로 제조될 수 있다. 다른 적합한 겔화제는 메틸히드록시셀룰로스, 폴리옥시

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히드록시에틸셀룰로스 및 젤라틴을 포함한다. 겔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성 담체 액체가 이

용되지만, 알콜 및 오일도 담체 액체로 사용될 수 있다.

당 업계의 숙련자에게 공지된 다양한 첨가제도 본 발명의 조성물에 함유될 수 있다. 이러한 첨가제의 예로는 가용화

제, 피부 투과 증강제, 불투명화제, 보존제 (예를 들어 산화방지제), 겔화제, 완충제, 계면활성제 (특히 비이온성 및 양

쪽성 계면활성제), 유화제, 연화제, 증점제, 안정화제, 습윤제, 착색제, 향료 등을 들 수 있지만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다. 가용화제 및/또는 피부 투과 증강제가 유화제, 연화제 및 보존제와 함께 함유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적합한

가용화제의 예로는 친수성 에테르, 예를 들어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Transcutol 로 구매가능한 에톡

시디글리콜) 및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올레에이트 (Softcutol 로 구매가능함); 폴리에틸렌 피마자유 유

도체, 예를 들어 폴리옥시 35 피마자유, 폴리옥시 40 수소화 피마자유 등; 폴리에틸렌 글리콜, 특히 저분자량의 폴리

에틸렌 글리콜, 예를 들어 PEG 300 및 PEG 400과, 폴리에틸렌 글리콜 유도체, 예를 들어 PEG-8 카프릴릭/카프릭 

글리세리드 (Labrasol 로 구매가능함); 알킬 메틸 술폭시드, 예를 들어 DMSO; 피롤리돈, 예를 들어 2-피롤리돈 

및 N-메틸-2-피롤리돈, 및 DMA를 들 수 있지만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가용화제는 흡수 증강제로도 작

용할 수 있다. 단일 가용화제가 조성물 내로 혼입될 수 있거나 가용화제의 혼합물이 조성물 내로 혼입될 수 있다. 적합

한 유화제 및 공유화제는 제한됨이 없이 마이크로에멀젼 조성물과 관련하여 기술된 유화제 및 공유화제를 포함한다. 

연화제는 예를 들어 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롤,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폴리프로필렌 글리콜-2 (PPG-2) 미리스

틸 에테르 프로피오네이트 등을 포함한다.

다른 활성제, 예를 들어 항염증제, 진통제, 항미생물제, 항진균제, 항생제, 비타민, 산화방지제와, 안쓰라닐레이트, 벤

조페논 (특히 벤조페논-3), 캄포르 유도체, 신나메이트 (예를 들어 옥틸 메톡시신나메이트), 디벤조일 메탄 (예를 들어

부틸 메톡시디벤조일 메탄), p-아미노벤조산 (PABA) 및 그의 유도체와 살리실레이트 (예를 들어 옥틸 살리실레이트

)를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지는 않는 선스크린 조성물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일광차단제도 본 조성물에 함유될 

수 있다.

조성물의 '유효량' 또는 '치료적 유효량'이라는 용어는 임의의 의학적 치료를 수행하면서 비독성이면서 합리적인 이득

/위험 비로 원하는 효과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한 양을 의미한다. 원하는 효과는 질병의 징후, 증후 또는 원인의 경감 

또는 예방,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의 임의의 다른 원하는 변경일 수 있다.

당 업계의 숙련자라면 본 발명의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 및 조성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미분화 태아 세포가 

피부 이식편의 경우 태아 피부 세포, 근육 이식편의 경우 태아 근육 세포; 그리고 뼈 이식편의 경우 태아 뼈 세포를 포

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하나의 측면에 있어서 본 발명은 콜라겐 매트릭스 (예를 들어 말 콜라겐)과 통합된 미분화 태아 세포를 함유하는 3차

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 작제물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미분화 태아 세포는 태아 피부 세포, 예를 들어 적당한 배

양 조건 하에 진피 섬유아세포 및 상피 각질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것일 수 있다. 통합은 혼합, 배합, 피펫팅, 접종, 플

레이팅 또는 방치를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지는 않는 당 업계의 숙련자에게 공지된 임의의 방법으로 성취될 수 있다.

이어서 본 작제물은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을 앓고 있는 대상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배양된 미분화 태아 세포의 세포 은행의 생성을 위하여, 태아 조직으로부터의 생검체가 CHUV의 윤리 위원회 (Ethic

s committee of the CHUV)의 정책 및 절차에 따른 임신 중절 직후 수득되었다. 수집된 공여 조직은 12-16주의 잉

태의 것이었다. 태아 조직은 다수의 10 cm 2 의 조직 배양 플레이트에 작은 단편으로 나누어지고, 글루타민을 포함하

는 둘베코 (Dulbecco) MEM (DMEM) 조직 배양 배지에서 배양된다. 이어서 태아 혈청을 플레이트에 첨가한다. 세포 

성장이 진척되면, 예를 들어 약 1주일 후, 조직 및 세포를 트립신으로 처리한다. 이어서 플레이트 중 일부를 개별적인 

단위로 예를 들어 액체 질소에서 동결시킨다. 이어서 세포를 원심 분리하고 재현탁시켜 일반적으로 균일한 배양물로

부터의 세포 현탁물을 제조한다.

다음, 세포를 동결 억제제 (예를 들어 DMEM, 5 ml + 송아지 태아 혈청, 4 ml + 디메틸술폭시드, 1 ml (DMSO))와 

서서히 혼합시킨다. 이어서 세포 현탁물을 분취물로 밀봉하고, 예를 들어 액체 질소에서 동결시킨다.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분취물은 -80℃의 온도에 도달할때까지 1℃/분의 속도로 동결시키고 이어서 대략 24시간 후에 

-160℃로 옮긴다. 이어서 균질한 세포 은행의 분취물을, 세포 은행 앰플을 개봉하고, 내용물을 해동시키고, 보통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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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배양 배지로 옮김 으로써 본 발명의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 작제물 및/또는 조성물의 제조와 같은 임의의 

원하는 목적으로, 또는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의 치료용 의약의 제조에 있어서의 사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은 하기와 같이 제조할 수 있다: 이식일 3 내지 5일 전에 9 x 12 cm의 말 

콜라겐 시트에, 살균성의 작은 구멍이 난 피펫 팁으로 작은 절개물을 매트릭스 내로 만듦으로써 예를 들어 약 1 x 10 
5 개의 세포/cm 2 (0 내지 3회의 계대 배양으로부터 사용되는 세포)의 세포 은행으로부터의 태아 피부 세포를 접종한

다. 이어서 배지를 얼마 후에 (예를 들어 대략 1시간) 배양 플레이트에 첨가한다. 또한 배지를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매 2일마다 1회 교환해 준다.

생성된 작제물은 미분화 상피 각질 세포 (약 10% 내지 약 13.5%) 및 미분화 진피 섬유아세포 (약 90% 내지 약 86.5

%)를 함유한다. 이 이식편의 3차원적 구조 때문에 당 이식편을 환자 또는 대상에서 임의의 배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용이한데, 이는 다수의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이 현재 당 업계의 숙련자에 의해 사용되는 이식편로 덮

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신체 부분에 존재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특정 메커니즘에 의해 한정됨이 없이, 본 동종 이식편 작제물의 세포는 태아 세포에서 입수가능한 성장 인자의 분비

에 의해 기존의 세포의 접착, 증식 및 이동에 대한 촉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 회복된 창상은 흉터

가 전 혀 남지 않으며 피부가 훨씬 덜한 위축성을 나타내면서 치유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술의 실제 이점은 이 

기술이 비침윤성이며 따라서 수술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이러한 치료 방법은 통원 방식으로

용이하게 적용되며 세포는 전통적인 자가 이식 기술에서와 같은 4-6주 대신 즉시 이용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작제

물은 심지어 가장 큰 내성을 가지는 궤양도 매우 높은 성공률로 치료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 기술은 피

부를 '완벽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급성 창상의 치료에 유용하다.

본 발명은 또한 미분화 태아 세포 및/또는 단백질 및 담체를 함유하는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조성물은 결점, 검버섯, 

흉터, 화상, 타박상, 모반, 문신, 색소 침착 문제, 주위 궤양, 습진, 방사선 피부염, 궤양, 두드러기, 심한 건조증 및 아트

로피 블랑슈를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지는 않는 다수의 피부 결함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본 조성물의 제조를 위하여, 상기한 바와 같이 태아 공여체 조직으로부터의 생검체를 수득하고 세포주를 발달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아 조직은 외과용 메스에 의해 만들어진 격자형 절개물로 제조된 다수의 10 cm 2 의 조직 배양 플

레이트에서 작은 단편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글루타민 및 10%의 태아 혈청을 포함하는 DMEM 조직 배양 배지를 플

레이트에 첨가한다. 태아 세포는 미분화 상태로 남아있으며 고농도로 확장되어 태아 피부 이식편이 유래되는 세포 은

행을 생성한다. 이어서 세포를 필요해질 때까지 DMSO, DMEM 및 태아 혈청의 혼합물에 동결시켜 둔다.

5-10회의 계대 배양으로부터의 세포를 약 5.3 x 10 3 개의 세포/ml의 농도로 제조한다. 이 농도는 피부 결함의 유형

에 따라, 그리고 환자가 성인인지 또는 아동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세포의 농도는 약 5.3 x 10 2 개의

세포/ml 내지 약 5.3 x 10 4 개의 세포/ml의 범위일 수 있다. 이어서 태아 단백질을 안정화시키고 단독 또는 태아 세

포와의 배합물 형태의 담체 내로 혼입시킨다.

상기의 본 조성물은, 치료적 유효량의 조성물을 대상의 피부의 발병하기 쉽거나 발병한 부분에 투여함으로써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은

염증성 피부병을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예로는 결점, 검버섯, 흉터, 화상, 타박상, 모반, 문신, 색

소 과다 침착, 아토피성 피부염, 주위 궤양, 습진, 방사선 피부염, 궤양, 두드러기, 심한 건조증 및 아트로피 블랑슈를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대상은 인간 및 동물 둘 모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대상은 예를 들어 인간, 비

인간 영장류, 야생 생물, 개, 고양이, 말, 소, 돼지, 양, 토끼, 래트 또는 마우스일 수 있다.

당 업계의 숙련자라면 임의의 적합한 담체 및/또는 안정화제가 본 발명의 조성물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담체는 국소용 크림이다.

본 발명의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 작제물은 단독으로 또는 본 발명의 조성물과 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본 동종 이식편 작제물 및 본 조성물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투여될 수 있다.

표 1에는 본 발명의 태아 세포 요법을 이용하여 치료될 수 있는 다수의 병이 열거되어 있다. 표 1에는 치료되는 각각

의 병을 가지는 환자의 수와 관찰 결과가 또한 상술되어 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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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진

5명의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각각에서는 습진이 완전히 제거됨.

아트로피 블랑슈

3명의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아트로피 블랑슈가 개선 및 안정화됨.

화상

7명의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통증 및 전적인 피부 재건이 인지됨.

흉터 처리

4명의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결과가 양호함.

심하게 갈라지고 튼 손

10명의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개선이 양호하고 피부가 안정화되었으며 완전히 치유됨.

방사선 피부염

2명의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경과가 극도로 양호하며 피부가 강화되고, 민감성이 덜해짐.

건선

3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는데 1명은 완전히 치유되고 2명은 가려움이 덜한 핀포인트 (pinpoint) 자극이 남아 있음.

켈로이드

1명의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큰 자극성 켈로이드는 절반 크기보다 크며 모든 가려움이 중지됨.

전정염

2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는데 모든 가려움이 중지됨.

아토피성 피부염-건조증

4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는데 피부가 안정화되었고 모든 가려움 및 건조증이 제거됨.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를 더욱 충분하게 예시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본 실시예는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의해 규정되는 본 발명의 범주를 제한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실시예

실시예 1: 태아 피부의 채취

CHUV의 윤리 위원회의 정책 및 절차에 따른 임신 중절 직후 공여체의 태아 피부 조직으로부터 생검체를 수득하였다

. 공여 조직은 대략 12-16주의 잉태의 것이었다.

실시예 2: 태아 피부 세포 은행 합성

실시예 1에 기술된 원래의 생검체로부터 플레이트 당 대략 10개 (<0.5 mm 3 )의 전체 조직 단편을 500 10 cm의 플

레이트에 접종하였다. 이 단편을 단지 10%의 소 태아 혈청이 보충된 DMEM (Hyclone)에서 배양하였다. 세포 배양을

진척시킨 지 대략 1주일 후 조직 및 세포의 디쉬를 트립신으로 처리하였다 (0.25% 트립신-0.1% 에틸렌 디아민테트

라아세트산[EDTA]). 이 지점에서 490개의 플레이트를 액체 질소에서 개별적인 단위로 동결시켰다. 세포를 20OOg

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DMEM (5 ml) + FCS (4 ml) + DMSO (1 ml, Fluka)의 동결 용액에 재현탁시키고 -8

0℃에서 Nalgene TM Cryo 1℃ Freezing Container's (Nalgene)에서 1 ml의 분취물 (~3백만개의 세포)로 동결시

켜 -1℃/분의 냉각 및 동결 속도 곡선을 성취하였다. 24시간 후 세포를 더욱 오랜 보관을 위한 액체 질소로 옮겼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관된 세포는 10년 이상 보관될 수 있다. 10개의 플레이트를 200개의 플레이트로 증폭시키고 동결

원액을 위한 2000개의 단위로 추가로 증폭시켰다. 세포 배양물을 95% 공기/5% CO 2 의 습윤 분위기에서 37℃에서

배양하였다 (도 1 참조).

1-4 cm 2 의 태아 피부의 하나의 기관을 공여하면 치료용의 최소 2,400,000개의 피부 이식편 (9 x 12 cm)를 생성할

수 있는 피부 세포 은행의 발달이 가능하다. 태아 피부 세포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미코플라스마 (Mycoplasma)와, 모

든 박테리아 및 진균류 감염을 시험한다. 원래의 조직 공여에 있어서, 하기 표 2에 열거한 항체를 사용하여 0개월 및 

3-6개월에서 환자를 시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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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험한 항체 회사

HBsAg-Cobas Core HbsAgII EIA F. Hoffinann-La Roche AG

Anti-HIV-I/HIV-2 F. Hoffinann.La Roche AG

Cobas Core Anti-HIV-1/HIV-2 EIA DAGS II F. Hoffmann.La Roche AG

Anti HCV- Cobas Core Anti-HCV EIA F.Hoffinann-La Roche AG

AXSym Anti-HCV EIA, Version 3.0 Abbott BmbH Diagnostika

PCR-HCV-Cobas Amplicor, Version 2.0 F. Hoffinann-La Roche AG

Treponema pallidum: Serodia-TP.PA Fujirebio, Almedica AG

Anti-CMV-Vidas CNIV IgG BioMerieux SA

ETI-CYTOK-M reverse Sorin Diagnostics S.r.L

Toxoplasma gondii-Toxo-Screen DA (IgG), BioMerieux SA

Toxo-ISAGA (IgM) BioMerieux SA

병리학 실험실에서 태아 조직에 있어서의 유전 및/또는 병변 이상을 또한 조사하였다.

실시예 3: 방사원, 노출 조건 및 화학 처리

태아 및 성체 피부 세포의 물리적 및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스트레스원으로서의 UVA 방사

및 과산화수소 처리를 고찰하는 일련의 실험을 행하였다.

UVASUN 3000 램프 (Mutzhas, Munich, Germany)는 편리한 조사 위치에서 300 W/m 2 의 선량률로 330 내지 45

0 nm 사이의 파장을 방출한다. 램프의 스펙트럼 양을 보정된 Optronic model 742 분광복사계 (Optronics Laborato

ries, Penn., USA)로 분석하였으며 이 스펙트럼 양은 360 내지 410 nm 사이에서 넓은 피크를 나타내었다. UVASUN

3000 램프에는 적외선 필터 및 335 nm 미만의 모든 파장을 뚜렷이 중단시키는 필터가 장착되어 있다. 또한, UVB 또

는 UVC 방사선이 전혀 투과되지 못하게 하는 플라스틱 조직 배양 뚜껑을 이용하여 세포를 조사하였다. 방사선량을 

분광복사계에 대하여 보정된, UVA 검출기 헤드가 갖추어진 International Light Radiometer, IL 1700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CHUV의 윤리 위원회의 정책 및 절차에 따른 임신 중절 직후 공여체로부터 태아 피부 조직 생검체를 수득하였다. 공

여 조직은 대략 12-16주의 잉태의 것이었다.

성인 공여체로부터의 피부 샘플 (SW2, 24세의 남성; SW 12, 39세의 여성; GT, 27세의 남성)을, Medical School Et

hics Committee로부터의 동의 및 승인 통지 하에 Department of Dermatology in the Lausanne University Hospi

tal에서 태양에 노출되지 않은 피부 부위로부터 수득하였다.

상피 각질 세포 배양:

피부 샘플을 각각 페니실린 (100 U/ml) 및 스트렙토마이신 (100 ㎍/ml)을 포함하는 PBS에서 3회 세척하였다. 조직

을 트립신/EDTA로 ~15분 동안 처리하고 해부 현미경의 도움으로 상피 세포층을 진피 조직으로부터 서서히 긁어내

었다. 상피 조 직을 단편화하고 2000 g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이어서 70%의 융합도의 γ-조사 (2500 rad

s) 스위스 마우스 3T3 세포 및 하기와 같은 각질 세포 완전 배지가 담긴 작은 조직 배양 플라스크로 펠렛을 옮겼다: 3

:1로 희석된 둘베코 최소 필수 배지: Hams (Flow); 10% FCS; 1% 글루타민; 0.4 ㎍/ml의 히드로코르티손; 10-10 M

콜레라 독소; 5.0 mg/ml의 인슐린; 1.2 mg/ml의 아데닌; 2.5 mg/ml의 트랜스페린; 0.14 mg/ml의 트리요오도티로닌

; 10 ㎍/ml의 상피 성장 인자. 각질 세포를 90% 공기 / 10% C0 2 의 습윤 분위기에서 37℃에서 배양하였다. 인간 피

부 이식에 사용되는 세포는 무혈청 배지 (Gibco, keratinocyte SFM)에서 처음의 12시간 동안 배양하였으며 5% FCS

를 첨가하여 더욱 높은 세포 부착률을 보증하였다.

진피 섬유아세포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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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피 조직을 <0.5 mm 3 으로 절개하고 10% FCS가 보충된 DMEM에서 배양하고 0 내지 3회 사이의 계대 배양의 세

포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를 융합성이 되도록 배양한 후 분리시키고 PBS로 2회 헹구고 수를 세었다.

세포를 60 또는 100 mm 직경의 Falcon 배양 디쉬에 플레이팅하고 75%의 융합도로 배양하였다. 세포의 조사 또는 

화학 처리 직전에 배양 배지를 제거하고 세포 단일층을 인산염 완충 염수 (PBS, 0.14 M NaCl; 2.7 mM KCL; 8.1 m

M Na 2 HP0 4 , 1.5 mM KH 2 PO 4 )로 2회 헹구었다. UVA 조사에 있어서, 세포를 PBS로 덮고 25℃에서 조사하

였다. 조사 기간은 평균 약 13분 내지 최대 55분이었다. 과산화수소 처리에 있 어서는, 세포를 적당한 농도의 H 2 0 

2 (0.1-2.4 mM)를 포함하는 PBS로 덮고 5% C0 2 인큐베이터에서 37℃에서 30분 동안 처리하였다.

생존률 분석:

과산화수소 또는 UVA 조사 처리를 한 디쉬의 세포 (60 mm, ~75% 융합도)를 트립신으로 처리하고, 희석시키고, 디

쉬 당 200-5000개의 세포로 플레이팅하였다 (60 mm, 처리 당 3개의 디쉬). 디쉬를 37℃에서 12 내지 14일 동안 인

큐베이션한 후 메틸렌 블루로 염색시키고 콜로니 (>20개의 세포)의 수를 해부 현미경의 도움으로 세었다. 모든 실험

은 층류형 유동 후드 조명 시스템으로 실시하였으며 실내의 형광등은 소등하였다.

세포 성장 특성 및 안정성

세포 성장 곡선을 태아 및 성인 피부 섬유아세포에 대하여 확립하였다. 75% 융합도의 플라스크로부터의 세포를 트립

신으로 처리하고 그 수를 세었다. 1000개의 세포의 플레이트를 삼배체로 확립하고 5 내지 20일 사이의 다양한 시간 

지점에서 수를 세었다.

세포 (태아 및 성인 피부 섬유아세포)를 -20℃, -80℃ 및 액체 질소에서, 그리고 상이한 농도의 DMSO와 결부시켜 

세포 펠렛으로서 여러 조건 하에 또한 동결시킨다. 펠렛 상태 또는 콜라겐 매트릭스와 결부된 상태의 세포를 냉동시

킴으로써 세포의 안정성을 또한 측정하였다.

면역 조직 화학

5 ㎛ 두께의 고정 조직 절편을 면역 조직 화학에 있어서 사용하였다. 모든 인큐베이션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암소

에서 습윤 챔버에서 행하였다.

p63의 검출에 있어서, 비특이적 결합은 5%의 송아지 태아 혈청 (FCS), 7%의 염소 정상 혈청 (NGS) 및 0.1%의 트리

톤 (Triton) X 100을 함유하는 PBS의 용액과 함께 25℃에서 2시간 동안 인큐베이션함으로써 차단하였다. 이어서 조

직 절편을 5% FCS, 5% NGS 및 0.1% 트리톤 X을 포함하는 PBS에서 1:2000으로 희석시킨 p63 특이적 항체 (p63[

3q27-29에서의 p53 상동체] Ab-1, 클론 4A4)와 함께 30분 동안 인큐베이션하였다 (Neomarkers, Fremont, Calif.

, USA). 상기 인큐베이션 (p53) 직후, 조직 절편을 각각 PBS에서 10분 동안 3회 세척하고 이 절편을 5% FCS, 1% N

GS 및 0.1% 트리톤 X 100을 포함하는 PBS의 용액 중의 1:2000의 바이오티닐화 염소 항-토끼로 25℃에서 3시간 동

안 처리하였다. 조직 절편을 각각 PBS에서 5분 동안 4회 세척하고 이어서 25℃에서 3시간 동안 회사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Vectastain ABC (Vector, Burlingame, CA)로 처리하였다. 상기 인큐베이션 후, 조직 절편을 각각 PB

S에서 10분 동안 3회 세척하고 1-2분의 인큐베이션 직전에 0.32 ㎕의 30% H 2 O 2 가 첨가된 0.5 mg/ml의 3,3'-

디아미노벤지딘으로 처리하였다. 모든 샘플을 동시에 처리하였다. p63에 있어서의 항체 염색에 의해 갈색 착색이 나

타났다. 샘플을 흐르는 물에서 5분 동안 세척하였다. 샘플을 Papanicolaou (해리스 헤마톡실린 용액 (Harris' Hemat

oxylin solution))로 대비 염색하고 탈수시키고 Merckoglas (Merck, Switzerland)를 갖추었다.

결과:

다량으로 수득되는 세포 집단

피부는 다수의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줄기 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새로운 세포로 끊임없이 보충된다. 상피 줄기 세

포를 유지하는 데에 극히 중요한 피부 세포의 유전자 중 하나는 p63인데, p63은 피부의 상피층에 상기 세포를 위치화

하는 탁월한 마커를 제공한다. 적어도 마우스 모델에서는, p63의 부재 하에서는 사지, 머리얼굴 및 상피 발달을 위한 

재생성 증식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문헌 [Yang et al., Nature 398: 714-718, 1999]). 태아 피부에 

있어서는, 표피는 12-14주의 잉태에서는 단지 1-2층 두께이며 약 16주에서는 ~2-4 세포층 두께이다. 발달 동안의 

모든 피부층에서 모든 상피 세포 및 발달 중인 모낭에서 강력한 p63 핵 마킹의 검출이 가능하다. 상기 세포 (줄기 세

포, p63 + 상피 각질 세포)는 상이한 세포 유형을 생성하는 그의 능력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아 왔지만, p63이 상피 

줄기 세포 집단의 유지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왜 끊임없이 증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진피 조직은 개별적인 p63+ 세포를 포함하지 않

으며 신속하게 재생할 수 있는 진피 섬유아세포를 특징짓는 동정된 마커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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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세포로부터의 상피 각질 세포 및 진피 섬유아세포 둘 모두를 개별적으로 배양하였다. 상피 세포는 모두 p63 +

였으며 (도 2a) 순수 세포 배양물을 상피 (도 2b) 및 진피 조직 (도 2c)으로부터 수득하였다. 하부 진피 섬유아세포와 

비교 시 각질 세포가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훨씬 큰 내성을 가진다 (문헌 [Applegate et al., European Journal o

f Dermatalogy 7:215-219, 1997]; 문헌 [Applegate et al., Landmarks in Photobiology pp 263, 1998]; 및 문헌 

[Applegate et al., JID 111: 159-163, 1998]). 이는 태아 세포에서도 관찰되었기 때문에 태아 및 노화 피부 유래의 

섬유아세포를 사용하여 물리적 및 산화적 유형의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특성화하였다.

태아 대 성체 피부 섬유아세포의 세포 성장 및 안정성:

태아 피부 섬유아세포의 세포 성장은 성체 공여체의 피부 섬유아세포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도 3을 참조

하면 태아 피부 단편을 배양 디쉬에 둔 제1일로부터 태아 피부 단편인 섬유아세포의 성장을 식별할 수 있다 (폐쇄 원 

(FS1), 폐쇄 정사각형 (FS2) 및 폐쇄 삼각형 (FS3)으로 나타냄). 도 3을 참조하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처리된 성체 피

부 단편의 경우 5-6일 후에 동일한 것이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개봉 원 (GT/29), 개봉 정사각형 (SW2/24) 및 개봉 

삼각형 (SW12/39)으로 나타냄). 일단 배양이 확립되면 태아 세포는 성체로부터의 세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계속하

여 성장한다 (도 3 참조). 적은 수의 세포 (100개 또는 1000개)로 출발할 경우 배양 일수의 함수로 세포수를 단순히 

분석해 보면 배양 12일째에 급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아마도 대략 태아 세포의 경우 83-91%이고 성체 세포의 

경우 10-22%인 클로닝 효율에서의 차이로 인한 것인 것 같다.

동일한 방식으로 심지어 -20℃에서 3개월까지 단순한 세포 펠렛으로 동결된 태아 세포는 액체 질소에서 DMSO를 포

함하는 정상적인 동결 조건 하에서와 유사한 성장을 나타낼 수 있다. 성체 피부 섬유아세포 (3종의 세포주 중 2종)는 

보존제로서 DMSO를 포함하는 -80℃의 동결 조건에서는 제한된 양의 세포 성장을 나타낼 수 있지만 -20℃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태아 피부 섬유아세포는 심지어 2주간의 냉동 후에 상당한 세포 성장을 나타낼 수 있었다.

UVA 조사 후 태아 대 성체 피부 섬우아세포의 세포 생존률

포피 조직 유래의 신생아 섬유아세포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더욱 큰 내성을 가진다 (Applegate et al, JID 102:

762-767, 1994). 어떻게 상이한 잉태 시기로부터의 세포가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또한 반응하는지를 알아내고 

그의 내성을 성체 피부 세포와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다. 심지어 산화즉 스트레스로서의 UVA 조사에 대한 

내성과 관련하여 태아 세포와 성체 세포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잉태한지 12-16주 사이에서는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UVA 조사량의 함수로서의 생존률을 고찰해 보면, 동일한 계대의 성체 피부 세포주 (개봉 원 (GT/2

9), 개봉 정사각형 (SW2/24) 및 개봉 삼각형 (SW12/39)로 나타내어짐)과 비교시 초기 계대수에서 시험한 3종의 태

아 피부 세포주 (폐쇄 원 (FS1), 폐쇄 정사각형 (FS2) 및 폐쇄 삼각형 (FS3)으로 나타내어짐)에서 극도의 내성이 나타

났다 (도 4 참조). 가장 높은 조사량의 UVA 조사 후에도 (대략 50분이 소요됨) 단지 대략 20%의 태아 세포만이 삼려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30-50 KJ/m 2 의 선량 (인간 피부에 지각할 수 있는 홍반이 생기게 하는 선량)은 50%의

성체 피부 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었다.

H 2  O 2  처리 후의 태아 대 성체 피부 섬유아세포의 세포 생존률

성체 피부 섬유아세포의 불활성화 곡선은 실제 2상 (biphasic)이었는데 이는 산화제로서 과산화수소를 사용할 경우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는 태아 피부 세포의 경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폐쇄 원 (FS1), 폐쇄 정사각형 (FS2) 및 

폐쇄 삼각형 (FS3)으로 나타내어짐)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세포 생존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동일한 

배양 조건 및 계대 배양 하에서 태아 피부 세포는 성체 피부 세포 (개봉 원 (GT/29), 개봉 정사각형 (SW2/24) 및 개봉

삼각형 (SW12/39)로 나타내어짐)와 비교시 이러한 유형의 산화 스트레스에 대하여 1.5배 더 큰 내성을 가진다 (도 5

참조).

태아 세포는 상기 세포에 큰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물리적 및 산화적 유형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내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태아 세포가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훨씬 더 큰 내성을 가지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

다. 특정 메커니즘에 의해 한정됨이 없이, 태아 세포는 잠재적인 손상을 입히는 자유 라디칼 중간체를 청소하는데 더

욱 효율적일 수 있거나 아마도 주요 세포 표적에 대한 산화적 손상의 프로세싱 및 회복에 더육 효율적일 것 같다는 것

이 가능하다. 흥미롭게도, 낮거나 높은 계대 배양의 태아 세포에서 2-D 겔 분석으로 단백질을 고찰하는 예비적인 연

구에 있어서 극적으로 변화되며 산화적 스트레스 기능에 연루된 여러 단백질이 동정되었다.

실시예 4: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 작제물의 수의사에 의한 적용

말은 그의 스포츠에서의 이용성 때문에 피부 상해에 특히 노출되어 있다. 말에서의 피부 창상 치유는 특히 오래 걸리

며 치료가 어렵고 여러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 물질의 손실 및 평행 조직 손상을 고려하면 외상적 창상은 거의 봉합될

수 없다. 또한 말은 과도한 조직 과립화에 걸리기 쉬운데 이는 조직 회복 공정을 억제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피 형성이

억제되고 켈로이드 형성이 촉진된다. 이러한 과도한 조직 과립화 경향은 미적인 질에 있어서 심한 결과를 가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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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동물에 있어서 장기간의 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인자는 동물 및 그의 이용에 있어서 금융상의 가치

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은 경주마에 있어서 4 내지 6개월 동안의 부동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흔한데, 이는 다시 직접적인 경쟁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말의 창상 부위에서 상피 소생을 촉

진할 수 있는 조직 회복 제품이 필요하다.

말의 건 (tendon)으로부터 만들어진 콜라겐 스폰지에 말 태아 세포 (미분화 섬유아세포/각질 세포)를 접종하고 이를 

말 혈청의 존재 하에 조직 배양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피부 동종 이식편 작제물의 제조 공정은 실시예 2에 개시된 바

와 같이 수행하였으나, 말 태아 세포를 인간 태아 세포 대신 사용하였다. 본 방법에 따라 제조한 3차원적 피부 조직 동

종 이식편 작제물을 사용하여 2개의 피부 결점을 시험하였다.

환자 1 은 턱에 심부 농양이 있는 말이었다. 치아 농양은 구강 내부에서 외부 표면으로 침투되어 궤양을 생성하였다. 

말에 수술 준비를 하고, 창상을 NaCl로 세정하였다.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종 이식편 작제물을 준비하고 농양

에 두 었다. 이어서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종 이식편 작제물을 붕대로 덮고 적소에 봉합시켰다. 처음의 수술 1

주일 후 농양이 완전히 아물어 제거되었다 (도 6c 참조).

환자 2 는 피부, 근육을 통하여 뼈에까지 가는 피부 창상이 무릎에 있는 말이었다 (도 7a 참조). 말에 수술 준비를 하

고 창상을 세정하였다. 2층 이식편을 사용하여 상기 창상을 치료하였다. 하나의 층은 근육을 덮었으며 (미분화 태아 

근육 세포를 포함함) 하나의 층은 피부를 덮었다 (그리고 미분화 태아 피부 세포를 포함함). 동종 이식편 작제물을 창

상 부위에 두고 (도 7b) 이어서 붕대로 덮고 적소에 스테이플로 고정시켰다 (stapled) (도 7c). 수술한지 2일 후 창상

은 뼈 및 근육층 둘 모두에서 치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 7d) 단지 표면 관련물만이 남아있었다.

실시예 5: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 작제물의 인간 적용

상기 실시예 2에 개설한 기술을 사용하여 세포주를 생성하였다. 환자에 이식하기 대략 3 내지 5일 전에 9 x 12 cm의 

말 콜라겐 시트에 살균성의 작은 구멍이 난 피펫 팁으로 작은 절개물을 매트릭스로 만듦으로써 1 x 10 5 개의 세포/c

m 2 (0 내지 3회의 계대 배양으로부터 사용되는 세포)를 접종하였다. 이어서 배지를 1시간 후에 배양 플레이트에 첨

가하고 매 2일마다 교환하였다. 제조된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은 미분화 상피 각질 세포 (10-13.5%) 및 미

분화 진피 섬유아세포 (90-86.5%)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치료한 환자는 다른 전통적인 요법 (경쟁 붕대 감기, 자가 이식 등)을 사용해서는 아물지 않는 만성 다리 

궤양의 병력을 기초로 선택하였다. 각각의 환자의 평가는 도플러 (Doppler) 및 동맥병변의 부재에 의해 행하였다. 이

어서 만성 궤양을 생리 염수 및 퀴렛을 이용한 물리적 제제로 세정하였다. 태아 세포 동종 이식편 작제물을 전체 창상

표면을 덮도록 적용한 후 바셀린 가제 층 및 표준 가제 붕대를 적용하였다. 동종 이식편 작제물을 1주일에 1회 적용하

고 이어서 4일 후에 붕대를 교환하였다. 이어서 붕대를 매 2일마다 교환하였다.

21개의 궤양과 관계있는 총 11명의 환자를 태아 세포 요법으로 치료하였다. 이들 중 15개의 궤양은 완전히 아물었으

며, 3개는 크기가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며 (그러나 완전히 아물지는 않음) 3개는 환자가 실질적인 개선이 있다고 추정

하였기 때문에 추적을 못하였다. 2명의 환자의 상세한 사항은 본 명세서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는 태아 세포 요법으

로 치료된 모든 환자가 요약되어 있다.

환자 1 은 류머티스성 관절염을 가지는 여성이었다. 18개월 동안 존재한 2 x 4.5 cm으로 측정되는 내성의 동맥 및 정

맥 궤양이 발목 관절에 존재하였다. Apligraft 를 이용한 두번의 이식편 적용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 환자는 궤

양 장애 내에 그리고 궤양 장애 주위에 심한 통증 및 다수의 알러지의 병력을 나타내었다. (모든 유형의 붕대에 대한 

알러지로 인하여) 충분한 커버를 찾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은 후, 그리고 창상 제제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는 수개월 

후, 환자는 창상 내의 섬유소 장벽의 제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동의하여 후속적인 태아 이식편의 적용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환자를 총 31개의 동종 이식편 작제물로 치료하였다. 창상 베드의 제조 직후 통증이 감소하였으며 

궤양의 크기가 계속 하여 감소하였다. (병원에서의 재고품의 파열로 인하여) 치료의 마지막에 이용된 가제의 유형의 

미약한 변화는 주위 피부를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이 결과를 도 8에 나타내었다.

환자 2 는 좌측 하지에 4개의 궤양이 있는 여성이었다. 궤양은 4 x 2.5 cm (총 10개의 동종 이식편 작제물이 수령됨);

3 x 2 cm (총 12개의 동종 이식편 작제물이 수령됨); 3 x 2 cm (총 24개의 동종 이식편 작제물이 수령됨); 및 2.5 x 2

cm (총 24개의 동종 이식편 작제물이 수령됨)로 측정되었다. 궤양은 2년 동안 존재하였으며, 환자는 빈혈이었으며 탈

수 상태였고 매우 말랐다. 이전의 4개의 자가 이식편을 이용한 치료 및 4개의 Apligraft 투여는 성공적이지 못하였

다. 다리 충혈 및 통증의 즉각적인 개선이 본 발명의 태아 세포 요법을 이용한 1회의 치료 이후에 관찰되었다. 점진적

이며 신속한 개선이 궤양들 중 두 궤양에서 나타났는데, 이들은 수주의 기간 내에 아물었다. 남아있는 2개의 궤양도 

개선되었음이 나타났지만 완전히 아물지는 못하였다. 후속적으로 자가 이식이 남아있는 두 궤양에서 시도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를 도 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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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별 궤양 유형
동종 이식편 작

제물의 갯수
태아 세포 요법의 결과 기타 치료 결과

F 19
진행성 진전이었지만 

아물지는 않음.

자가 이식을 위하여 입원하였지만 성공적이지 못하

여 그 후 3주간의 운나즈 부트(Unna's Boot). 여전

히 치료 중임.

F

우측 다리의 정

맥 궤양

1. 13 x 4 cm 

- 심부
17 궤양이 완전히 치유됨.

2. 4 x 2 cm 5 궤양이 완전히 치유됨.

F

좌측 다리의 정

맥 궤양

5 x 4 cm - 심

부

19 궤양이 완전히 치유됨.

F
심부의 아트로

피 블랑슈
14

진행성 진전이었지만 

아물지는 않음.

자가 이식을 위하여 입원함. 예비적 VAC로 기적적

으로 아뭄

F

좌측 다리의 정

맥 궤양

1. 4 x 2.5 cm 10 궤양이 완전히 치유됨.

2. 3 x 2 cm 12 궤양이 완전히 치유됨.

3. 3 x 2 cm 24
진행성 진전이었지만 

아물지는 않음. 자가 이식을 위하여 입원하였지만 성공적이지 못하

여 여전히 치료 중임.
4. 2.5 x 2 cm 24

진행성 진전이었지만 

아물지는 않음.

F
다발성 관절염

LL 2 x 4.5 cm
31 궤양이 완전히 치유됨.

F
우측 다리 정맥 궤양

4 x 2 cm
7 궤양이 완전히 치유됨.

M 4 양호한 진행성 진전. 환자는 클리닉에서의 치료를 중지함.

F 아트로피 블랑슈 3 궤양이 완전히 치유됨.

F

좌측 다리의 동맥 궤양

1. 4 x 2 cm 3 진행성 진전이었지만 아물지는 않음.

2. 2 x 2 cm 3 진행성 진전이었지만 아물지는 않음.

실시예 6: 크림 조성물의 인간 적용

미분화 태아 피부 세포 및 담체를 함유하는 국소용 조성물을 크림의 형태로 제조하였다. 본 조성물은 하기의 성분을 

함유한다:

정제수 - 68.51 % 수소화 식물유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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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세린 - 5.0% 프로필렌 글리콜 - 4.9%

세테아릴 옥타노에이트 - 2.0% 세테아릴 알콜 - 1.35%

가수분해 글리코사미노글리칸 - 0.7% PEG-8 C12-18 에스테르 - 0.7%

세틸 알콜 - 0.7% 세틸 팔미테이트 - 0.7%

가수분해 액틴 - 0.7% 가수분해 섬유결합소 - 0.6%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 0. 6% 가수분해 케라틴 - 0.5%

향료 - 0.5% PPG-25-라우레쓰(Laureth)-25 - 0.5%

PEG-5 펜타에리쓰리틸 에테르 - 0.4% 리시놀레쓰-40 - 0.32%

히드록시에틸셀룰로스 - 0.3% 글루코스 - 0.2%

염화나트륨 - 0.2% 메틸파라벤 - 0.14%

시메티콘 - <0.1 % 아스코르빌 팔미테이트 - 0.08%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 0.08% 이미다졸리디닐 우레아 - 0.08%

프로필파라벤 - 0.05% 염화칼륨 - 0.05%

염화마그네슘 - 0.04%

세포주를 상기 실시예 2에 개설된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하였다. 5-10회의 계대 배양으로부터의 세포를 5.3 x 10 3

개의 세포/ml의 최종 농도로 제조하고 1℃/시간으로 -80℃의 최종 온도로 점진적으로 동결시킴으로써 태아 단백질을

안정화시켰다. 수중유 혼합물인 크림 조성물을 태아 단백질의 혼입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가 열하였다.

환자 1 은 아트로피 블랑슈로 진단된 여성이었다. 이 환자에게는 지속성인 다리 궤양이 있었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크림 조성물로 2주간 치료한 후 궤양은 완전히 아문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예 7: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 및 크림 조성물의 병용 요법의 인간 적용

환자 1 은 양쪽 하지 영역에 아트로피 블랑슈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여성이었다. 우측 하지 상의 궤양은 20개월 동안 

존재하였으며 사실상 극히 섬유질인 것이었다. 하지 피부 모두가 위축성이었기 때문에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

편 작제물을 본 발명의 크림 조성물과 함께 적용하여 궤양 주위의 전체 영역을 덮었다.

이러한 태아 세포 요법 후에 울혈 및 가려움이 즉시 제거되었으며 원래의 궤양이 점진적으로 아물었다. 심지어 원래

의 궤양이 아물었어도 피부의 불안정성 때문에 새로운 평행 궤양이 형성되었다. 더욱 우수한 창상 제제에 있어서, 이 

환자에게 자가 이식편을 적용할 작정으로 1주일 동안 진공 도움 폐쇄법 (vacuum assisted closure, VAC)을 적용하

였다. 놀랍게도 궤양 및 관련된 부 궤양화는 VAC 이후에 아물었다. 이전에는 수백명의 환자를 1주일 동안 단지 VAC

로 치료하였으며 창상은 전혀 아물지 않았음이 관찰되었다. 1년간의 추적에서 환자의 아트로피 블랑슈는 안정하였으

며 새로운 궤양화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도 12에 나타내어져 있다.

환자 2 는 10년 동안 동일한 다리의 궤양 병력을 가진 여성이었다. 이전의 자가 이식 및 상이한 붕대 요법은 성공적이

지 못하였다. 첫번째 태아 세포 동종 이식편 작제물 및 크림의 적용 직후에 울혈, 통증, 및 섬유소 생성의 제거가 명확

하였다. 급속하게 점진적으로 아무는 현상이 이와 같은 큰 심부의 아픈 궤양에서 관찰되었다. 크림은 주위 피부를 안

정화시키고 새로운 궤양을 방지하였다. 1년간의 추적에서 피부는 여전히 위축성이었지만 흉터 조직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도 10에 나타내어져 있다.

다른 실시 형태

전술한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 형태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독특한 방법 및 조성물이 설명되었음이 명백함이 틀림

없다. 특정 실시 형태가 본 명세서에 상세하게 개시되어 있지만, 이는 단지 예시를 목적으로 한 예로 한 것이며 하기의

첨부된 청구의 범위의 범주와 관련하여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본 발명자는 청구의 범위에 의해 규정되는 본 

발명의 취지 및 범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본 발명을 다양하게 치환, 변경 및 변형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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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콜라겐 매트릭스와 통합된 미분화 태아 세포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 작제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미분화 태아 세포가 태아 피부 세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제물.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태아 피부 세포가 적당한 배양 조건 하에서 진피 섬유아세포 또는 상피 각질 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제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통합이 혼합, 배합, 피펫팅, 접종, 플레이팅, 또는 방치 (placing)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작제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콜라겐 매트릭스가 말 콜라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제물.

청구항 6.
a) 생검체를 공여체 태아 조직으로부터 채취하는 단계;

b) 상기 태아 조직으로부터의 세포주를 발달시키는 단계;

c) 상기 태아 조직을 배양하고 미분화 태아 세포를 고농도로 증식시켜 이식 편이 유래되는 세포 은행을 생성하는 단

계; 및

d) 상기 이식편을 콜라겐 매트릭스와 통합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항에 따른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a) 미분화 태아 세포를 수득하는 단계;

b) 미분화 태아 세포를 증식시키는 단계; 및

c) 미분화 태아 세포를 콜라겐 매트릭스와 통합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항에 따른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을 앓고 있는 대상을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항의 작제물을 이러한 치료가 필

요한 대상에게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대상이 인간, 비인간 영장류, 야생 생물, 개, 고양이, 말, 소, 돼지, 양, 토끼, 래트 및 마우스로 이루어

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대상이 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대상이 인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이 창상 및 피부 결함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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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창상이 급성 창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급성 창상이 가벼운 베임, 화상, 건성 피부, 피부 열상, 피부 열창, 수술에 의한 창상, 사고에 의한 

외상 및 비대성 흉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창상이 만성 창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만성 창상이 정맥 궤양, 압박성 궤양 (pressure ulcer), 당뇨성 궤양, 동맥 궤양 및 화상으로 이루어

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피부 결함이 습진, 건선, 방사선피부염, 피부암, 두드러기, 울혈반양 혈관염, 심한 건조증 및 아트로

피 블랑슈 (Atrophie blanche)로 이루 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a) 생검체를 공여체 태아 조직으로부터 채취하고;

b) 적당한 배양 조건 하에 상기 태아 조직을 배양하며 미분화 태아 세포를 고농도로 증식시키고;

c) 생성된 배양물의 조직 및 세포를 트립신으로 처리하여 현탁물이 되게 하고;

d) 현탁 세포를 풀링(pooling)하여 일반적으로 균일한 배양물로부터의 세포 현탁물을 제조하고;

e) 동결 억제제와 서서히 혼합시키고;

f) 세포 현탁물의 분취물을 앰플에 밀봉하고;

g) 이 분취물을 동결시킴으로써

미분화 태아 세포 은행을 제조하는 방법에 의해 수득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분화 태아 세포 은행.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미분화 태아 세포가 태아 피부 세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분화 태아 세포 은행.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미분화 태아 피부 세포가 p63 +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분 화 태아 세포 은행.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분취물을 온도가 -80℃에 도달할 때까지 1℃/분으로 온도를 저하시킴으로써 동결시키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미분화 태아 세포 은행.

청구항 22.
a) 생검체를 공여체 태아 조직으로부터 채취하고;

b) 적당한 배양 조건 하에 상기 태아 조직을 배양하며 미분화 태아 세포를 고농도로 증식시키고;

c) 생성된 배양물의 조직 및 세포를 트립신으로 처리하여 현탁물이 되게 하고;

d) 현탁 세포를 풀링하여 일반적으로 균일한 배양물로부터의 세포 현탁물을 제조하고;

e) 동결 억제제와 서서히 혼합시키고;

f) 세포 현탁물의 분취물을 앰플에 밀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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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이 분취물을 동결시킴으로써

미분화 태아 세포 은행을 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미분화 태아 세포 은행의 제조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분취물을 온도가 -80℃에 도달할 때까지 1℃/분으로 온도를 저하시킴으로써 동결시키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담체 및 단독 또는 하나 이상의 태아 단백질과의 배합물 형태의 하나 이상의 미분화 태아 세포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담체가 연고, 로션, 크림, 에멀젼, 마이크로에멀젼, 겔 및 용액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담체가 크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크림이 수중유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8.
제24항에 있어서, 담체가 소수성 보조제 및 친수성 보조제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9.
a) 생검체를 공여체 태아 조직으로부터 채취하는 단계;

b) 상기 태아 조직으로부터의 세포주를 발달시키는 단계;

c) 상기 태아 조직을 배양하며 미분화 태아 세포를 고농도로 증식시켜 세포 은행을 생성시키는 단계;

d) 세포 은행 내의 태아 단백질을 안정화시키는 단계; 및

e) 상기 태아 세포를 담체와 통합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24항의 조성물의 제조 방법.

청구항 30.
a) 미분화 태아 세포를 수득하는 단계;

b) 미분화 태아 세포를 증식시키는 단계;

c) 태아 세포 내의 태아 단백질을 안정화시키는 단계;

d) 상기 태아 세포를 담체와 통합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24항의 조성물의 제조 방법.

청구항 31.
a) 생검체를 공여체 태아 조직으로부터 채취하는 단계;

b) 상기 태아 조직으로부터의 세포주를 발달시키는 단계;

c) 상기 태아 조직을 배양하며 미분화 태아 세포를 고농도로 증식시켜 세포 은행을 생성시키는 단계; 및

d) 상기 태아 세포를 담체와 통합시키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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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24항의 조성물의 제조 방법.

청구항 32.
a) 미분화 태아 세포를 수득하는 단계;

b) 미분화 태아 세포를 증식시키는 단계; 및

c) 상기 태아 세포를 담체와 통합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24항의 조성물의 제조 방법.

청구항 33.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병하기 쉽거나 발병한 대상의 피부 부분

에 치료적 유효량의 제24항의 조성물을 투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이 염증성 피부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염증성 피부병이 결점, 검버섯, 흉터, 화상, 타박상, 모반, 문신, 색소 과다 침착, 아토피성 피부염, 

주위 궤양 (peri-ulcer), 습진, 방사선 피부염, 궤양, 두드러기, 심한 건조증 및 아트로피 블랑슈로 이루어진 군으로부

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염증성 피부병이 주위 궤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염증성 피부병이 아트로피 블랑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35항에 있어서, 염증성 피부병이 색소 과다 침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33항에 있어서, 대상이 인간, 비인간 영장류, 야생 생물, 개, 고양이, 말, 소, 돼지, 양, 토끼, 래트 및 마우스로 이루

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대상이 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39항에 있어서, 대상이 인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2.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을 앓고 있는 대상을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콜라겐 매트릭스와 통합된 미분화 태

아 세포를 함유하는 3차원적 피부 조직 동종 이식편을 투여하고 담체 및 단독 또는 하나 이상의 태아 단백질과 배합된

형태의 하나 이상의 미분화 태아 세포를 함유하는 조성물을 투여하여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이 치유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동종 이식편 및 조성물을 순차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42항에 있어서, 동종 이식편 및 조성물을 동시에 투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42항에 있어서, 대상이 인간, 비인간 영장류, 야생 생물, 개, 고양이, 말, 소, 돼지, 양, 토끼, 래트 및 마우스로 이루

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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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대상이 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7.
제45항에 있어서, 대상이 인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8.
제42항에 있어서, 피부병, 피부 질환 또는 피부 질병이 가벼운 베임, 화상, 건성 피부, 피부 열상, 피부 열창, 수술에 

의한 창상, 사고에 의한 외상, 비대성 흉터, 정맥 궤양, 압박성 궤양, 당뇨성 궤양, 동맥 궤양, 습진, 건선, 방사선피부

염, 피부암, 두드러기, 울혈반양 혈관염, 아트로피 블랑슈, 결점, 검버섯, 흉터, 타박상, 모반, 문신, 색소 과다 침착, 아

토피성 피부염, 주위 궤양, 습진, 방사선 피부염, 궤양 및 두드러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49.
제42항에 있어서, 미분화 태아 세포가 태아 피부 세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태아 피부 세포를 적당한 배양 조건 하에 진피 섬유아세포 또는 상피 각질 세포로 분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1.
제42항에 있어서, 콜라겐 매트릭스가 말 콜라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2.
제42항에 있어서, 담체가 연고, 로션, 크림, 에멀젼, 마이크로에멀젼, 겔 및 용액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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