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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재 인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줄기세포 중 지

방세포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는 그 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의학의 많

은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에 많은 생체재료로의 분화과정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현재까지 지방유래 줄기세포(adipose-

derived stem cell, ADSC)는 뼈 조직, 심장세포, 혈관내피세포, 연

골, 신경세포, 조혈세포, 근육세포, 및 표피세포로의 분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성형외과 및 피부과 영역

에서는 창상치유, 흉터 및 광노화와 관련한 fibroblast에 대한 

ADSC의 영향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또한 줄기세포와 노화와의 관련성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는데, human mesenchymal stem cell에 대해서는 이것의 생존 기

간, 증식과 분화능력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연구가 많

이 진행되어 있다.2 이를 기반으로 연구한 결과 줄기세포의 분화를 

조절하는 인자로 epigenetic regulation이 최근 주목 받고 있다. 

Epigenetic regulation은 유전자 수준에서 전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



2 

 

는 인자들이 줄기세포의 발현 방향 및 발현 정도를 결정한다는 이

론인데, 이에 중요한 물질들로는 chromatin modifier, transcription 

regulator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3 이 중 hematopoietic 

stem cell과 neural stem cell의 epigenetic regulation과 관련하여 

BMI 1, EZH 2 protein과 같은 chromatin modifier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는 gene level에서 methylation을 유지하는 protein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줄기 세포의 기능을 inhibition 하는 

p16INK4a/p19ARF gene transcription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노화된 줄기세포에서는 BMI 1, EZH 2 protein이 감소되

어 있고, p16INK4a/p19ARF locus의 탈억제가 발생하여 stem cell의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ADSC에 대한 epigenetic factor와 관련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심지어 연령에 따른ADSC의 효과에 대해서조차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Ali 등4과 Schipper 등5은 ADSC의 산출량과 증

식능력은 지방조직을 얻은 환자의 연령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

고하였고, Girolamo 등6은 osteoblastic differentiation이 연령이 어

릴수록 잘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Min 등7은 지방조직을 얻은 공여

자의 연령과 ADSC의 adipogenic differentiaiton potential은 상관

관계가 없지만, osteogenic differentiation potential은 공여자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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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young aged donor와 old aged donor에서 추출한 ADSC에서 

BMI 1, EZH 2 protein의 발현 정도를 비교하고자 실험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ADSC를 이용한 시술이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노령의 환자에서 얻은 ADSC에 chromatin 

modifier를 첨가했을 때 ADSC의 rejuvenation이 가능해질 수 

있는 epigenetic regulation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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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재료 및 방법 

 

(1) ADSC preparation 

 성형외과에서 유방암 절제술 횡복직근 근피부피판술을 이용하여 

유방재건을 시행한 환자 10명과복부로부터 얻은 지방 이식술을 통

해 유방재건을 시행한 2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되고 남아서 버리

게 되는 지방조직을 얻어 이를 재료로 하여 ADSC를 확보하였다. 

이는 사전에 피험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였다.(IRB 승인 No.: 

H-0907-070-287)  

준비된 지방조직을 PBS(phosphate-buffered saline)와 항생제

(Anti-Anti, Gibco®, 15240)로 washing한 후 chopping하여 50ml 

tube에 넣고 0.01% collagenase type I(Worthington biochemical 

corporation) 용액을 1:1 비율로 섞는다. 이를 1시간동안 10분마다 

가볍게 흔들어 주면서 37℃에서 배양한다. 이를 PBS 50ml를 추가

한 후 새로운 50ml tube에 10% FBS(fetal bovine serum)와 항생

제, DMEM(Dulbecco’ s modified Eagle media) 30ml와 함께 

100μm nylon 필터(BD FalconTM)로 tissue를 걸러 낸다. 이 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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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 1,200 rpm으로 원심분리를 시행하고 상층액을 버린 뒤, PBS 

10ml를 추가하여 다시 5분간 1,200 rpm으로 원심분리를 시행한다. 

여기서 얻은 cell fraction을 100mm dish에 DMEM 10ml 넣고 

CO2 incubator에 키운다. 이를 2~3일 마다 media를 바꿔주며 배양

하여 ADSC를 얻는다.8 

 

(2) Cell lysis and western blot of BMI-1, EZH-2   

환자에게서 얻은 first-passage ADSC(7×105)를 100mm 

dish에 넣고 lysis buffer(RIPA buffer(바이오세상) 1ml, 

PMSF(Roche) 10ul, protease inhibitor(Pierce™) 100ul)를 

첨가한다. 10분간 얼음 위에서 잘 흔들어 준 후 lysate를 모아 

14000 rpm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 하고, 상층액을 채취하여 

새로운 tube에 옮긴다. 

Centrifugal filter(Microcon®)로 단백질을 농축하고, BCA 

assay(Pierce™)로 단백질을 정량한 후 20ug/ml의 단백질을 8% 

SDSP(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amide) gel에서 125V, 

20min / 90V, 70min 동안 분리, PVDF membranes (Pierce™)에 

100mA/90min동안 transfer 한다. 1X PBST (1L PBS+ 1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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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en 20)와 5% skin-milk로 membrane을 blocking 한 후 

EZH-2 antibody (1:2000, Millipore, Bedford, MA), BMI-1 

antibody (1:200, Abcam), Beta actin antibody (1:5,000 

Abcam)와 함께 4℃에서 overnight 동안 반응시킨다. Beta actin은 

loading control로 사용되었다. 1X PBST로 10분동안 4번 wash 한 

후 secondary antibody conjugated to horseradish peroxidase 

(1:10,000, mouse, rabbit, Santa cruz)로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반응이 끝난 membrane은 ECL solution (Super Signal West 

Pico Chemiluminescent Substrate, Pierce™)을 처리한 후 

ChemiDoc-It2를 이용해 노출 정도를 조절하여 western band를 

detection 한다.  

 

(3) Western blot의 band의 밀도 비교 및 통계 처리 

BMI 1과 EZH 2 protein의 발현을 알고자 얻은 western blot의 

band를 연령에 따라 서로 비교하기 위해 Image J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각각의 band 밀도를 구하였다. 이를 SPSS를 이용하여 연령대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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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연령에 따른 ADSC에서 BMI 1 protein과 EZH 2 protein의 발현

을 알아본 결과, BMI 1 및 EZH 2 protein은 젊은 연령의 공여자에

게서 얻은 ADSC에서 나이든 공여자로부터 얻은 ADSC보다 낮게 

검출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각각의 

protein의 연령별 western blot band의 밀도를 Image J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구하였다(Figure 1, 2).  

하지만 각각의 protein 연령별로 western blot의 band 밀도를 

Kruskal-Wallis 검정법으로 비교해 보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BMI 1 protein: p=0.182, EZH 2 protein: 

p=0.177)(Figure 3, 4). 하지만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경향성

을 보았을 때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BMI 1 protein: 0.570, 

EZH 2 protein: 0.575). 

연령대별로 비모수 검정을 시행하였을 때에, 70대의 BMI 1 발현

만이 유의하게(p=0.049) 다른 연령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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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assessment of BMI 1 protein expression by 

western blotting.  A α-tubulin is served as load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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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assessment of EZH 2 protein expression by 

western blotting.  A α-tubulin is served as load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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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tatistical analysis of the expression of BMI 1 protein 

in A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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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tatistical analysis of the expression of EZH 2 protein 

in A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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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n the 70s, compared with the other age groups, BMI1 

showed a marked different amount of protein, and the p value 

was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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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줄기세포는 자가재생과 분화에 

대한 메커니즘을 비롯해 세포의 조기 노화 및 apoptosis를 방지하

기 위한 세포 내 장치를 발전시켜 왔다.9 이러한 장치를 세포가 갖

고 있는 DNA sequence와는 무관하게 DNA methylation이나 

histone modification으로 조절하고자 하는 노력이 ‘epigenetics’

의 요점이라 할 수 있다.10 최근에는 chromatin과 상호작용하는 

transcription factor들이나 chromatin-modifying complex에 의

한 chromatin의 regulation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chromatin의 변화는 가역적이므로 줄기세포의 rejuvenation에 효

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3 Chromatin 

remodeling factor들이 줄기 세포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11  

BMI 1과 EZH 2 단백질은 이러한 chromatin modifier 중 주목 

받고 있는 polycomb group 단백질이다. Polycomb group 단백질

은 초파리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초파리의 embry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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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를 결정 짓는 Hox gene으로도 알려져 있다.12 이 

polycomb group 단백질은 epigenetic gene silencing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 집단으로, 세포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할에 참여한다.13 

BMI 1과 EZH 2 단백질은 이러한 polycomb group 단백질의 하나

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에서 overexpression 

된다는 보고도 있다.14,15  

BMI 1(B lymphoma Mo-MLV insertion region 1 homolog) 단백

질은 성인의 hematopoietic stem cell의 self-renewing cell 

division에 필수적이며, p16INK4a와 p19ARF transcriptional 

repression을 통해 줄기 세포의 senescence와 apoptosis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6,17 또한 BMI 1 단백질의 감소는 

human keratinocyte의 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18 

하지만, 연령의 증가 자체가 hematopoietic stem cell이나 

neuronal stem cell에서 BMI 1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키지는 않지

만, self-renewal하고 multipotency를 유지해 주는 BMI 1 단백질

의 기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를 

볼 때 BMI 1 단백질이 p16INK4a와 p19ARF transcriptional 

repression 이외의 또 다른 기전을 통해 줄기 세포의 기능을 유지

하는 데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15 

 

 또 다른 polycomb group 단백질의 하나인 EZH 2(enhancer of 

zeste 2) 단백질 또한 성인의 줄기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단백질은 histone-lysine N-methyltransferase라는 효

소로서 gene silencing과 연관이 있으며,19 EZH 2 단백질이 줄어들

면 p16INK4a와 p19ARF locus에 BMI 1과 같은 polycomb group 단

백질의 결합이 저하되게 된다.3 또한 평상시에는 잠재되어 있다가 

hematopoietic stem cell이 self-renewal이 요구되면 이에 영향을 

미친다.  

본 실험은 ADSC에서의 BMI 1 단백질과 EZH 2 단백질의 연령

에 따른 발현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BMI 1 및 EZH 2 protein은 ADSC를 얻은 공여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발현이 증가하는경향성은 보였지만, 연령대별 통계적

인 유의성은 없었다. BMI 1 protein이 human keratinocyte의 노화

와 관련이 있다는 Cordisco 등18의 실험 결과를 보면, keratinocyte

에서 BMI 1 protein의 발현 감소가 20대 이후에 급격하게 생기는 

것으로 보는데, 본 실험에서 준비한 지방세포의 경우는 반대의 경향

을 보였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좀 더 연령별 환

자 수를 많게 하여 실험을 해 봐야 연령에 따른 ADSC의 노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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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BMI 1과 EZH 2 단백질이 줄기세포의 노화나 apoptosis를 

막는 기능도 하지만, BMI 1 단백질이 WNT pathway를 활성화시키

거나20 EZH 2 단백질이 tumor suppressor gene의 발현을 

silencing 시킴으로서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BMI 1 단백질과 EZH 2 단백질에 의해 일어나는 많은 

epigenetic regulation 기전 중 줄기 세포 rejuvenation과 같은 원

하는 기전만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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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여성에서 연령에 따른 ADSC에서의 BMI 1 protein과 EZH 2 

protein의 차이를 알아본 바 BMI 1 protein과 EZH 2 protein은 공

여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현되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70대 연령에서는 BMI 1 protein의 발현이 유

의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BMI 1 protein을 70

대 이상의 연령의 ADSC에 첨부하여 stem cell activity를 평가해보

는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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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BMI 1 and EZH 2 

protein expression in adipocyte 

derived stem cell according to age 

of females 

 

Jin, Ung 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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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Studies of adipocyte derived stem cell(ADSC) is quite 

popular in recent medical research due to its outstanding accessibility. 

Regarding the aging process, roles of ADSC influencing fibroblast are 

under active study, and the research of aging of stem cell itself 

becomes another issue that must be studied.  Chromatin modifier 

proteins called BMI 1, EZH 2 are examples of factors regu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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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iations of stem cells. However, there are no chromatin 

modifiers known for ADSC, nor knowledge about the epigenetic 

regulations of ADSC. It was our goal to study those regulating factor 

for ADSC, of which population most likely go through plastic 

procedures. 

Methods: For executing the study mentioned above, 12 subject 

females were gathered ranging ages of teenagers to 70s. Most of them 

underwent transverse rectus abdominus myocutaneous flap breast 

augmentation after mastectomy, and remnant fat was processed for 

isolating ADSC. Lysis was performed through the first passage, and 

BMI 1 and EZH 2 antibodies were used in western blot to check the 

existence of expression of BMI 1 and EZH 2 protein from ADSC.  

Results: The levels of those expression were compared among the 

different age groups, however, no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Only BMI 1 protein expression level of 70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level from the other groups. 

Conclusions: Findings throughout the study show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expression of BMI 1 and EZH 2 with the age of 

the study female populations. However,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mong the different age groups. Unlike the other 

research using the different stem cells, BMI 1 and EZH 2 protein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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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play a role as a chromatin modifier in ADSC. Regard the outcome 

of decreased expression of BMI 1 in old age group, it brings out a 

question what supplementing BMI1 protein to old age group would do 

to A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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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Adipocyte derived stem cell, BMI 1 protein, EZH 2 protein, 

epigenetic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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