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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성장인자를 함유한 나노입자가 코팅된 연골 조직 재건 및재생을 위한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

로비드

(57) 요약

본 발명은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드에 코팅된 성장인자에 의한 신경의 재생에 관한 것으로, 더욱 구체적으로는

카르복실기가 밖으로 나와있는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드에 양이온으로 구성된 폴리에틸렌이민으로 정전기적 결

합을 시켜 양이온이 바깥쪽에 나와 있게 하여, 바깥 쪽 폴리에틸렌이민에 성장인자를 함유한 고분자전해질 복합체를 정전

기적 반응에 의하여 코팅을 시켜, 줄기세포의 분화유도를 유발하여 연골조직재건을 위한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

드는 주사형 마이크로제작 스캐폴드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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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성장인자 TGF-b3을 0.01 내지 1㎍/㎖의 농도로 함유한 헤파린/폴리엘라이신(poly(L-lysine)) 복합체로 구성된 나노입

자를 표면에 부착시킨 연골조직재건 및 재생을 위한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또는 DHEA(Dehydroepiandro sterone)를 추가적으로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하는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농도가 0.01 내지 1㎍/㎖인 성장인자 TGF-b3를 함유한 헤파린/폴리엘라이신(poly(L-lysine)) 복합체로 구성된 나노입

자를 표면에 부착시킨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드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부형제를 포함하는 연골조직재건

및 재생을 위한 주사용 약학조성물.

청구항 7.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조직공학기술은 인공장기, 의료용구 및 바이오 인공장기 개발 기술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 함께

기술개발,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관절 연골은 특이하게 혈관, 신경 및 임파 조직이 없으므로 손상 후 스스로의

재생이 불가능한 조직이다. 현재의 의학적 방법으로는 관절 연골을 정상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Willers C et al, Tissue Engineering , 11(7-8), p.1065, 2005; Okamoto T et al, Nippon Rinsho Mar, 61(3),

pp.432-43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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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연골세포 이식법에 의한 연골조직의 재생이 최근 시도되어 임상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수술법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연골의 광범위한 손상 부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관절 연골의 손상 위치, 환자의 나이 등에 따라 제한점을 가지고 있

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예측 가능하고, 보다 안전한 수술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연골의 조직

공학적 재생이다.(kang et al. Tissue Engineering, 11(3-4), pp.438-447, 2005)

인공연골의 제작에 관한 연구가 이미 외국에서 활발하게 수행 중이며, 유럽에서는 이미 연골세포운반체와 함께 연골세포

의 이식하는 치료법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Meyer U et al, Eur Cell Mater, Apr 26(9), pp.39-49, 2005) 조직공학

적으로 제작이 시도되고 있는 장기 중 관절 연골은 인공피부와 함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실용화가 빠른 장기 중의 하

나로 인식되고 있다

인체에서 관절 연골의 특징은 관절 연골의 인체 조직 중 체중의 부하가 가장 큰 조직으로 마모로 인한 손상에 쉽게 노출된

다. 관절 연골은 유리 연골(hyaline cartilage)로서 연골세포와 풍부한 세포외기질로 이루어져 있다. 연골세포는 연골 총

부피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포외기질을 합성, 분비하므로 관절 연골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화에 따

른 연골세포 수 및 연골세포 대사작용의 감소는 유병률이 높은 노인성 질환인 골관절염의 병인 중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

다.( Bobacz K et al, Ann Rheum Dis, Dec, 63(12), pp.1618-1622, 2004)

관절 연골의 조직공학적인 재생에 줄기세포가 효과적인 이유는 줄기세포 그 자체가 무한한 증식능력과 다양한 분화능력으

로 인하여 연골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의 재생에 이상적인 세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골수 줄기세포는 주위 환경에 따라

골 및 연골조직으로의 분화가 매우 용이하므로 연골조직의 공학적 제작에 유리하며, 직접적인 줄기세포의 이식은 골-연골

손상을 동시에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Spagnoli A et al. Endocr Dev, 9, pp.17-30, 2005; Song L et al,

cytotherapy 6(6), pp.596-601, 2004)

성체 줄기세포에서 연골세포로의 분화를 조절하는 마스터 유전자(master gene)에 관하여서는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다.

골수 줄기세포를 포함하여 성체 조직에 존재하고 있는 줄기세포는 그 분화 정도를 볼 때 매우 다양한 세포들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세포군들이 가지는 연골세포로의 분화능력이 동일하지 않을 것이므로, 단일화된 세포들로 분리하는 방

법이 개발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조직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관절 연골의 성공적인 조직공학적인 제작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생체조직공학적 제작이 시도되고

있는 장기 중 연골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실용화가 빠른 장기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줄기세포에서 분화된 연골세포의 조직공학적 관절연골 제작은 중심 요인들인 연골세포화된 줄기세포, 생분해성 지지체가

필수적이고 연골 세포화된 줄기세포는 골수로부터 단일핵 세포를 분리 후 배양하면서 연골세포로 분화를 유도한다. 이상

적인 연골세포는 증식능력이 좋아야 하며, 연골세포의 특이 표현형인 콜라젠 타입(collagen type) II를 유지하는 세포이다.

생분해성 지지체로서 합성고분자재료로는 PLA, PGA, PLGA 등이며 생분해 속도 조절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천연고분자

재료로는 콜라젠(collagen), 젤라틴(gelatin), 케라틴(keratin), 피브로넥틴(fibronectin) 등의 단백질과 셀룰로오스

(cellurose), 덱스트란(dextran), 키틴(kitin), GAG와 같은 다당류 등이 있다. 이들은 세포접착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지

만 낮은 기계적 물성이 단점이다.

이에 본 발명자들은 생리활성물질인 TGF-b3를 마이크로스피어의 표면에 도입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원활히 점착시키고

배양액 존재 하에서 마이크로스피어의 표면에서 줄기세포를 연골세포로의 분화유도를 통하여 연골재생을 유도할 수 있음

을 알아내어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성장인자를 함유한 고분자전해질 복합체를 표면에 부착시킨 마이크로스피어를 이용하여 줄기세포를 점

착시켜 연골세포로의 분화유도를 통한 연골조직재건 및 재생을 원활히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성장인자를 함유한 고분자전해질 복합체로 구성된 나노입자를 표면에 부착시킨 연골조직재건 및 재생을 위한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드를 제공한다.

등록특허 10-0720052

- 3 -



본원에서 정의되는 성장인자로는 TGF-b1, TGF-b2, TGF-b3, TGF-α, TGF-β, IGF-1, NGF 등을 포함하며 상기 성장

인자의 농도가 0.01~1 ㎍/㎖임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드를 포함한다.

본원에서 정의되는 고분자전해질 복합체는 헤파린/폴리엘라이신인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드를 포함한다.

본원에서 정의되는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드는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또는 DHEA

(Dehydroepiandrosterone)를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성장인자를 함유한 고분자전해질 복합체로 구성된 나노입자를 표면에 부착시킨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

이크로비드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부형제를 포함하는 연골조직재건 및 재생을 위한 약학조성물을 제공한다.

상기 약학조성물은 주사제 형태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드를 수득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생분해성 폴리머인 PLGA(poly lactic-co-glycolic acid)를 5 내지 20배, 바람직하게는 10배의 분량의 유기용매에 용해시

키고, 이 용액을 폴리비닐 알코올(polyvinyl alchol)(Mw 13,000~23,000) 3% 수용액 50내지 300 ml, 바람직하게는 200

ml에 한 방울씩 가하고 바이오믹서(biomixer)를 사용하여 500 내지 20000 rpm, 바람직하게는 1,000 rpm에서 30초 이

상, 바람직하게는 5분 동안 유화시켰다. 그 후 용매 증발을 위해 실온에서 30분 내지 24시간, 바람직하게는 3 시간 동안 일

정속도로 기계적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시켰다. 현탁액은 500 내지 2000 rpm, 바람직하게는 1,000 rpm에서 30초 내지

30분, 바람직하게는 5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남아 있는 계면활성제를 제거하기 위해 증류수를 10 내지 200 ml, 바람직하게

는 100 ml를 1회 이상, 바람직하게는 3회로 나누어 세척한 후 동결 건조하여, 카르복실기를 갖는 마이크로스피어를 수득

할 수 있다.

상기 유기용매는 아세트산, 락트산, 포름산, 아세톤, 아세토니트릴, 디메틸포름아미드,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술폭사

이드, 디옥산, N-메틸피롤리돈 및 이들을 함유하는 수용액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하나 이상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다.

또한, DCM(dichloromethane)에 다양한 농도로 녹여진 PLGA(분산상, dispersion phase)를 주사기에 넣은 후, 중력을 이

용하여 평편한 주사바늘(blunt needle; 27G)을 통해 용액을 방출함으로써 다양한 농도의 폴리비닐 알코올이 녹여진 증류

수(연속상, continuous phase) 속에서 대략 지름 0.5~1 mm 정도인 방울(drop)을 만들고, 마그네틱 바(magnetic bar)를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저어줌으로써 분쇄 시킨 다음, 상온에서 6 시간 동안 방치하여 DCM을 제거하고 동결건조 하여 마이

크로비드를 수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드를 포함하는 약학조성물은 약학적 조성물의 제조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적

절한 담체, 부형제 및 희석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드의 약학적 투여 형태는 이들의 약학적 허용가능한 염의 형태로도 사용될 수

있고, 또한 단독으로 또는 타 약학적 활성 화합물과 결합뿐만 아니라 적당한 집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산제, 과립제, 정제, 캡슐제, 현탁액, 에멀젼, 시럽, 에어로졸 등의 경구형 제형, 외용제, 좌제 및 멸균 주사용액의 형태로 제

형화하여 사용될 수 있다. 목초액을 포함하는 조성물에 포함될 수 있는 담체, 부형제 및 희석제로는 락토즈, 덱스트로즈,

수크로스, 솔비톨, 만니톨,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말티톨, 전분, 아카시아 고무, 알지네이트, 젤라틴, 칼슘 포스페이트, 칼

슘 실리케이트, 셀룰로즈, 메틸 셀룰로즈, 미정질 셀룰로스, 폴리비닐 피롤리돈, 물, 메틸히드록시벤조에이트, 프로필히드

록시벤조에이트, 탈크,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및 광물유를 들 수 있다. 제제화할 경우에는 보통 사용하는 충진제, 증량제,

결합제, 습윤제, 붕해제, 계면활성제 등의 희석제 또는 부형제를 사용하여 조제된다. 경구투여를 위한 고형제제에는 정제,

환제, 산제, 과립제, 캡슐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고형제제는 상기 추출액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형제 예를 들면, 전분,

칼슘카보네이트(calcium carbonate), 수크로스(sucrose) 또는 락토오스(lactose), 젤라틴 등을 섞어 조제된다. 또한 단순

한 부형제 이외에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탈크 같은 윤활제들도 사용된다. 경구를 위한 액상 제제로는 현탁제, 내용액제,

유제, 시럽제 등이 해당되는데 흔히 사용되는 단순희석제인 물, 리퀴드 파라핀 이외에 여러 가지 부형제, 예를 들면 습윤

제, 감미제, 방향제, 보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비경구 투여를 위한 제제에는 멸균된 수용액, 비수성용제, 현탁제, 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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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건조 제제, 좌제가 포함된다. 비수성용제, 현탁제로는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 폴리에틸렌 글리콜, 올리브

오일과 같은 식물성 기름, 에틸올레이트와 같은 주사 가능한 에스테르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좌제의 기제로는 위텝솔

(witepsol), 마크로골, 트윈(tween) 61, 카카오지, 라우린지, 글리세로제라틴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의 바람직한 투여량은 환자의 상태 및 체중, 질병의 정도, 약물형태, 투여경로 및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당업자에 의해 적절하게 선택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효과를 위해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1일 0.0001 내지 100 mg/

kg으로, 바람직하게는 0.001 내지 100 mg/kg으로 투여하는 것이 좋다. 투여는 하루에 한번 투여할 수도 있고, 수회 나누

어 투여할 수도 있다. 상기 투여량은 어떠한 면으로든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쥐, 생쥐, 가축, 인간 등의 포유동물에 다양한 경로로 투여될 수 있다. 투여의 모든 방식은 예상될 수 있

는데, 예를 들면, 경구, 직장 또는 정맥, 근육, 피하, 자궁내 경막 또는 뇌혈관내(intracerebroventricular) 주사에 의해 투

여될 수 있다.

본 발명은 각각의 농도의 성장인자를 헤파린과 결합시키는 제 1단계; 헤파린 결합 후 교반시키면서 폴리엘라이신을 떨어

트리는 제 2단계; 생성된 나노입자를 폴리에틸렌이민으로 코팅된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드에 결합시키는 3단계

를 포함하는 성장인자를 함유한 나노입자를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드에 코팅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성장인자를 함유한 고분자전해질 복합체를 표면에 부착시킨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드에 줄기세

포를 점착시킨 후 배양액 존재 하에서 연골세포 분화를 유도하는 연골세포 배양방법을 제공한다.

각각의 농도의 성장인자를 헤파린과 결합시키는 제 1단계; 헤파린 결합 후 교반시키면서 폴리엘라이신을 떨어트리는 제 2

단계; 생성된 나노입자를 폴리에틸렌이민으로 코팅된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드에 결합시키는 3단계; 성장인자

를 함유한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드를 플레이트(plates)에 깔고 줄기세포를 점착시키는 4단계; 점착시킨 세포들

을 2-3일 안정화 시킨 후 배양액 하에서 배양하는 5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배양의 조건은 알파(alpha) MEM 배지(media)에서 안티(anti) 1% , FBS 10% 등의 용액을 이용하여 3~7일 배양하

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줄기세포 배양은 성장인자를 0.01~1 ㎍/㎖의 농도로 나노입자에 함유되어 8주 까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TGF-b3가 0.01 ㎍/㎖미만으로 나노입자에 함유되면, 성장인자의 자극이 약하여 줄기세포의 배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

며, 1 ㎍/㎖ 이상이면 1 ㎍/㎖의 농도와 비교할 때 세포가 받는 자극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어 바람직하지 않은 농도이다.

본 발명에서 성장인자가 함유된 나노입자가 코팅된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드 표면에 줄기세포를 점착시킨 후 배

양액 존재 하에서 코팅된 나노입자와 결합된 성장인자의 자극에 의한 간엽줄기세포의 분화 유도 및 연골조직재생을 관찰

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장인자의 자극에 의하여 간엽줄기세포로부터 연골세포로의 전환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형성된 연

골세포들의 연골조직화를 면역조직염색법을 통하여 관찰 할 수 있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줄기세포 배양방법은 일반

주사기를 통한 주입이 가능하며, 이러한 주입형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드는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이루는 마이

크로화된 스캐폴드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해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단, 하기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내용을 예시하는 것일 뿐 본 발명의 범위가 실시예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카르복실기를 갖는 마이크로스피어 제조 방법

먼저, 생분해성 폴리머인 PLGA(poly lactic-co-glycolic acid)를 500 mg을 유기용매 5 ml에 용해시키고, 이 용액을 폴리

비닐 알코올(polyvinyl alchol)(Mw 13,000~23,000) 3% 수용액 200 ml에 한방울씩 가하고 바이오믹서(biomixer)를 사

용하여 1,000 rpm에서 5분 동안 유화시켰다. 그 후 용매 증발을 위해 실온에서 3 시간 동안 일정속도로 기계적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시켰다. 현탁액은 1,000 rpm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남아 있는 계면활성제를 제거하기 위해 증류수를

100ml를 3회로 나누어 세척한 후 동결 건조하여, 카르복실기를 갖는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2. 마이크로비드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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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M(dichloromethane)에 다양한 농도로 녹여진 PLGA(poly lactic-co-glycolic acid, 분산상, dispersion phase)를 주

사기에 넣은 후, 중력을 이용하여 평편한 주사바늘(blunt needle; 27G)을 통해 용액을 방출함으로써 다양한 농도의 폴리

비닐 알코올이 녹여진 증류수(연속상, continuous phase) 속에서 대략 지름 0.5~1 mm 정도인 방울(drop)을 만들고, 마

그네틱 바(magnetic bar)를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저어줌으로써 분쇄시킨 다음, 상온에서 6 시간 동안 방치하여 DCM을

제거하고 동결건조 하여 마이크로비드를 수득하였다.

실시예 3. 섬유아세포성장인자가 함유된 나노입자 코팅

각각의 농도(0.01, 0.1, 1 ㎍/ml)의 섬유아세포성장인자를 헤파린과 결합시킨 후 교반시키면서 폴리엘라이신을 떨어트린

다. 이렇게 생성된 나노입자를 폴리에틸렌이민으로 코팅된 마이크로스피어(1 g)과 결합시킨다.

실시예 3. 인간유래간엽줄기세포배양 (Human Fetal Liver Preparation and Cell Culture)

치료목적의 선택적 유산술(Therapeatic selective abortion)과정에서 채취된 10주 조직으로부터 태아 간 조직을 얻었다.

선택적 유산술로 채취된 유산조직을 DMEM(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GIBCO)에 10% 소의 태아 혈청(fetal

bovine serum) (FBS; Hyclone, USA)이 들어있는 배양액으로 옮겨져 해부현미경(SM 2645; Nikon) 아래에서 예리한 핀

셋으로 간 조직만을 골라내었다. 채취한 간조직들은 DMEM 배양액에 씻어 혈청, 혈구 성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사용하였

다. 치료용 목적으로 낙태된 10주의 인간 배아 조직에서 간 조직을 분리하여 수술용 칼로 얇게 세절한 다음 0.25% 트립신

(trypsin)-0.5mM EDTA(GIBCO, USA)를 처리한 후 37℃에서 10분간 처리한다. 분리한 세포는 DMEM(GIBCO, USA)에

10% 소 태아 혈청(fetal bovine serum)(Hyclone, USA ), 0.1mM 비필수 아미노산(nonessential amino acid)(GIBCO,

USA), 0.053mM 2-메르캅토에탄올(2-mercaptoethanol)(GIBCO, USA), 1000units/ml 페니실린(penicillin)(GIBCO,

USA), 1000μg/ml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GIBCO, USA)이 첨가된 배양용액으로 5% CO2가 공급되는 배양기로

24시간동안 배양하였다.

하루가 지난 후 비부착 세포(nonadherent cell)를 수집하고 낮은-밀도 분획(low-density fraction)(Ficoll-paque ;

Amersham Biosciences, Sweden) 1.077g/㎖ 로 원심분리하여 황갈색 막(buffy coat)층을 분리한다. 이를 인산염 완충

염(phosphate buffered saline)(PBS; GIBCO, USA)에 약 2회 정도 수세하면서 원심분리하여 세포층을 수집한다.

피콜(Ficoll)로 분리한 세포를 DMEM-LG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1g/L low glucose; GIBCO) 와 10%

소 태아 혈청(fetal bovine serum) (FBS; Hyclone, USA), 100U/㎖ 페니실린(penicillin), 100㎍/ml 스트렙토마이신

(streptomycin)을 첨가하여 37℃, 5% CO2 헬라 세포(Helacell)로 5일간 배양한다. 이때 배양기 바닥에 붙지 않고 떠있는

세포들은 모두 제거한다. 동시에 배양된 배양기 중이 일부는 알칼린 포스파제(Alkaline phosphase)(Sigma; USA) 염색을

위하여 3.7%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로 고정한다.

실시예 4. 간엽줄기로부터 중간엽줄기세포의 분리 및 확장

중간엽줄기세포(MSC)는 증식을 멈추면 분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융합전에 계대배양를 하면서 유지하여 주어야 한다.

Ca2+ 및 Fe2+이 첨가되지 않은 PBS로 약 3회 배양기 바닥을 씻어준 후 0.25% 트립신(Trypsin-EDTA; GIBCO, USA)용

액으로 처치하여 배양기 바닥에서 세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10% FBS로 트립신(trypsin) 작용을 억제시키고 15 ml 튜브

에 옮긴 뒤 원심분리한다. 얻어진 세포들은 헤모사이토미터(hemocytometer)로 수를 세고 다시 배양기에 넣어 배양을 시

작하는데 2차 배양(subculture)에 적합한 세포의 농도는 약 5X104/cm2가 적당하다.

실험예 1. 배양된 세포의 면역형질 (Immunophenotyping of Cultured Cells)

증식된 세포의 특성을 형광-활성 세포 분류기(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er)(FACS Vantage SE; Becton

Dickinson)를 이용하여 특이적인 표면 항원 발현자를 발색하여 보았다.

세포의 염색은 4℃에서 30분간 플루오레세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fluorescein isothiocyanate)(FITC) 또는 파이코에리

스린(phycoerythrin; PE) 또는 항-표지 복합의 시-크롬 (cy-chrome conjugated anti-marker mAbs)(적정 농도에서)

발현시켰다. 조혈제 계통 표지(Hematopoietic lineage markers)(CD13, CD14, CD34, HLA-ABC, HLA-DR), 세포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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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기(matrix receptors)(CD44), CD106(관 세포 점착 분자(vascular cell adhesion molecule)), CD73, c-Kit, CDw90

(Thy-1), 그리고 MSC 표지(SH-2, SH-3)를 인산염 완화 염(phosphate buffered saline)(PBS) 에 2% FBS가 첨가된 용

액에 위와 같은 항체를 발현하였다.

증식 조사(proliferation study)와 세포 주기(cell cycle)를 보기 위해서 PI(propidium iodine; Pharmingen, USA) 10㎍으

로 발색하며, RNAse A(sigma, USA)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예 2. 인공연골의 조직학적 검사

조직 채취 후 바로 조직 구성 성분 및 구조의 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10%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에 담가 12~24시

간 동안 고정하였다. 10%의 포름알데히드 고정 후 고정액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선하게 계속 흐르는 물에 약 12~24시간

수세하고, 자동 침투기(autotechnicon)를 사용하여 탈수, 투명, 파라핀(paraffin) 침투 과정을 12단계의 과정을 거쳐

14~15 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파라핀 침투가 끝난 조직은 박절기로 얇게 박절하기 위해 파라핀 블록(paraffin block)으로

제작하는 포매(embedding) 작업을 수행하였다. 포매되어 만들어진 파라핀 블록은 회전형 박절기(rotary microtome)를

사용하여 4 ㎛의 두께로 박절(section)하여 부유 항온 수조에 띄워 박절 시 위축된 조직을 편 후 슬라이드에 부착시킨 후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45° 경사로 세워 2~3분 방치하여 수분을 완전 제거하였다. 이렇게 건조된 슬라이드는 60°C 정도의

신전기(slide warmer)에 30~60분간 올려놓고, 파라핀을 녹이면서 조직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단단히 접착시킨다. 위 과정

을 다 거친 슬라이드의 상태를 관찰 한 후 H&E, 사프라닌-O, AB-PAS염색을 실시하였다.

실험예 3. 면역조직화학적 검사 (Immuno-histochemistry)

포매 되어 만들어진 파라핀 블록을 회전형 박절기 (Rotary microtome)를 사용하여 4 ㎛의 두께로 박절(section)하여 부유

항온 수조에 띄워 박절 시 위축된 조직을 편 후 슬라이드에 부착시킨 다음 슬라이드를 56°C 정도의 신전기(slide warmer)

에 4시간 올려놓고 파라핀을 녹이면서 조직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단단히 접착 시켰다. 이렇게 준비된 슬라이드를 자일렌

(xylene) 처리하여 조직 내부와 외부에 포매된 파라핀을 제거하고 알코올을 이용하여 탈수과정을 거쳤다. 증류수로 10분

간 수세한 후 고정액(4% phosphate formaldehyde solution)에 담가 두었다가 3%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 내인성 퍼옥시

다제(endogenous peroxidase)를 차단시키고 항원 용액이 조직 내부로 잘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 1% 트립신을 사용하여

투고성을 높여 주었다. PBS에 1% BSA가 포함된 용액(blocking solution)으로 실온에서 30분 이상 비특이적 반응을 차단

한 후 1차 항체 콜라겐 타입 II(collagen type Ⅱ; Sigma, MA, USA)로 사람의 제 2형 교원질을 사용하여 4°C에서 12시간

처리 한다. 바이오틴(Biotin)이 부착된 2차 항체 (biotinylated secondary antibody)를 사용하여 1차 항체를 인식시키고,

ABC 용액(avidin and biotinylated horseradish peroxidase macromolecular complex)을 처리하여 반응 부위를 증폭시

킨다. 그 다음 2차 항체가 부착되어 있는 효소의 활성(peroxidase activity)으로 AEC 기질을 침착하게 하여 갈색의 염색

물을 보이게 함으로써 1차 항원이 위치하는 곳과 발현되는 정도를 관찰한다.

실험예 4. 1 ㎍/ml의 농도로 함유된 나노입자가 코팅된 마이크로스피의 주사현미경관찰

상기 실시 예의 줄기세포 배양방법에 의한 간엽줄기세포의 분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성장인자가 함유된 나노입자가 코팅된

마이크로스피어의 표면분석을 주사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TGF-b3가 함유된 나노입자들이 마이크로스피어의 표면은 약 100~200 nm 정도의 나노입자가

정전기적 반응에 의하여 코팅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대조군인 마이크로스피어(a)에서는 마이크로스피어의 표면이

매끄럽게 나타나 있는 반면에 TGF-b3가 함유된 나노입자가 얹어진 마이크로스피어(c)의 표면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우둘투둘한 모양을 하고 있다. 따라서, 헤파린/폴리엘라이신(poly(L-lysine)) 나노입자가 TGF-b3를 함유하고 있고 함유

된 나노입자에서 조절된 TGF-b3가 방출됨으로서 줄기세포의 분화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실험예 5. 성장인자를 함유한 나노입자가 코팅된 마이크로스피어에서 줄기세포의 H & E염색법 관찰

5-1. H&E 염색

염색을 위해 탈 파라핀과 함수과정을 거친 슬라이드를 헤마톡실린(hematoxylin) 용액 (Gill`s hematoxylin)에 약 10분간

처리하였다가 흐르는 물에 과도의 헤마톡실린 여액을 세척하고 핵 이외의 부분에 염색된 헤마톡실린 용액을 제거하기 위

해 0.5% 알콜성 HCl로 탈색한 후 중화과정으로 0.7% 암모니아를 처리한다. 그 다음 에오신(eosin) 용액에서 1분간 염색

후 탈수와 투명 과정을 거친 다음 광학 현미경으로 핵과 세포질의 염색 상태를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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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성장인자를 함유한 나노입자가 코팅된 마이크로스피어에서 줄기세포의 H & E염색법 관찰

상기 실시 예의 줄기세포 배양방법에 의한 간엽줄기 세포의 분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성장인자가 함유된 나노입자가 코팅

된 마이크로스피어에서 세포의 핵염색법을 통하여 세포의 생존을 관찰하였다.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TGF-b3가 함유된 나노입자가 함유된 마이크로스피어 표면에 세포의 점착이 많음을 알 수 있

다. 1 ㎍/ml의 TGF-b3가 함유된 나노입자가 함유된 마이크로스피어에서는 마이크로의 표면에 많은 수의 간엽줄기세포

가 부착되어 있음을 관찰하였다.

실험예 6. RT-PCR법에 의한 연골세포 분화 마커인 콜라겐 타입 II 발현 관찰

상기 실시 예에서 수행한 줄기세포의 배양방법에 의한 간엽줄기 세포의 분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성장인자의 자극에 의한

연골세포의 분화마커를 RT-PCR 방법으로 관찰하였다.

트리졸(Trizol) (Tel-Test Inc.)을 이용하여 세포에서 회수한 RNA 시료로 첫 번째 가닥(1st strand) cDNA 를 얻은 후, 콜

라겐 타입 II 와 GAPDH 에 특이적인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PCR를 수행하였다. 사용한 프라이머의 염기서열은 다음과 같

다.

토끼를 이용한 콜라겐 타입 II 의 센스프라이머는 5′-GCA CCC ATG GAC ATT GGA GGG-3(서열번호 1), 안티센스 프

라이머는 5′-GAC ACG GAG TAG CAC CAT CG-3′(서열번호 2)이며, 토끼를 이용한 GAPDH의 센스 프라이머는 5′-

AAC TCA CTG GCA TGG CCT T-3’(서열번호 3)이고, 안티센스 프라이머는 5′-GCT TCA CCA CCT TCT TGA TG-

3′(서열번호 4)로서 256bp 의 PCR 산물을 아가로스 겔(agarose gel)에서 확인하였다.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TGF-b3가 1 ㎍/㎖의 농도로 함유된 나노입자가 코팅된 마이크로스피어에서 간엽줄기세포의

연골화를 연골세포의 분화 마커인 콜라겐 타입 II의 발현으로 관찰하였지만, TGF-b3가 1 ㎍/㎖의 농도로 함유된 나노입

자가 코팅된 마이크로스피어에서 간엽줄기세포에서는 콜라겐 타입 II의 발현을 관찰하지 못했다. 상기의 실험에서 보여주

듯이 성장인자가 없는 마이크로스피어에서는 연골세포의 분화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예 7. 주사현미경사진 관찰

상기 실시 5에서 수행한 신경세포의 배양방법에 의한 PC12 세포의 분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PC12 세포의 분화를 주사현

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성장인자가 함유되지 않은 마이크로스피어에 점착된 PC12 세포를 비교 예로 하였다.

도4에서 보는 바와 같이, TGF-b3가 1 ㎍/ml의 농도로 함유된 나노입자가 코팅된 마이크로스피어에서 간엽줄기세포의 연

골화를 면역조직학적 검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거의 모든 세포에서 연골세포의 분화 마커인 콜라겐 타입 II가 관찰되었

다.

제제예 1. 주사제제의 제조

실시예 1의 마이크로스피어...........................10㎎

소디움 메타비설파이트..............................3.0㎎

메틸파라벤.........................................0.8㎎

프로필파라벤.......................................0.1mg

주사용 멸균증류수...................................적량

상기의 성분을 혼합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2㎖로 한 후, 2㎖ 용량의 앰플에 충전하고 멸균하여 주사제를 제조한다.

제제예 2. 환제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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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의 마이크로비드..............................120㎎

옥수수 전분..........................................100㎎

멸균증류수............................................적량

상기의 성분을 혼합하고, 통상의 환제 제조방법으로 0.3cm 지름으로 제환하여 환제를 제조한다.

제제예 3. 정제의 제조

실시예 1의 마이크로스피어............................200 ㎎

유당.................................................100 ㎎

전분.................................................100 ㎎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적량

통상의 정제 제조방법에 따라 상기의 성분을 혼합하고 타정하여 정제를 제조한다.

제제예 4. 캡슐제의 제조

실시예 2의 마이크로비드 .............................100 ㎎

유당..................................................50 ㎎

전분..................................................50 ㎎

탈크...................................................2 ㎎

스테아린산마그네슘.....................................적량

통상의 캡슐제 제조방법에 따라 상기의 성분을 혼합하고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여 캡슐제를 제조한다.

제제예 5. 액제의 제조

실시예 1의 마이크로스피어.............................1000 ㎎

설탕....................................................20 g

이성화당................................................20 g

레몬향 .................................................적량

정제수를 가하여 전체 1000㎖로 맞추었다. 통상의 액제의 제조방법에 따라 상기의 성분을 혼합한 다음, 갈색병에 충전하

고 멸균시켜 액제를 제조한다.

상기 조성비는 비교적 기호음료에 적합한 성분을 바람직한 실시예로 혼합 조성하였지만, 수요계층, 수요국가, 사용 용도

등 지역적, 민족적 기호도에 따라서 그 배합비를 임의로 변형 실시하여도 무방하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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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본 발명은 성장인자를 함유한 고분자전해질복합체로 구성된 나노입자를 정전기적 반응에 의하여 코팅을 시

켜, 연골조직재건 및 재생을 위한 마이크로스피어 또는 마이크로비드에 관한 것으로 주사형 마이크로제작 스캐폴드로 이

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TGF-b3가 함유된 나노입자들이 코팅되어 있는 마이크로스피어의 표면을 관찰한 도이고,

도 2는 TGF-b3가 함유된 나노입자가 함유된 마이크로스피어 표면의 세포 점착을 관찰한 도이며,

도 3은 TGF-b3가 1㎍/㎖의 농도로 함유된 나노입자가 코팅된 마이크로스피어에서 간엽줄기세포의 연골화를 콜라젠타입

II의 발현으로 관찰한 도이고,

도 4는 TGF-b3가 1㎍/㎖의 농도로 함유된 나노입자가 코팅된 마이크로스피어에서 간엽줄기세포의 연골화를 면역조직학

적 검사를 통해서 살펴본 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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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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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서열목록

서열목록 전자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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