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요 ‥ 조혈줄기세포의 노화 및 스트레스에 

대한 억제 유전자를 발굴하고 기능을 규명함으로써 

줄기세포의 노화 및 스트레스 조절 기술을 개발.

개발내용 ‥ 조혈줄기세포가 노화 또는 스트레스

를 받는 환경에 있을 때 TXNIP 유전자가 조혈줄기

세포의 유지와 생성을 보호해주는 인자임을 밝힘.

‥ TXNIP 유전자가 결핍된 생쥐에서 노화가 일어날 

경우 정상적인 생쥐에 비해 조혈줄기세포  및 조혈

세포 전체가 60%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관

찰함.    

‥ 인위적인 활성산소 발생 및 적외선 투광 등의 스

트레스 환경을 조성하였을 때 TXNIP 유전자가 결핍

된 생쥐의 조혈줄기세포와 조혈세포가 정상 생쥐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감소(90%) 하였으며, 사망률도 

TXNIP 결핍 생쥐가 정상 생쥐에 비해 높은 사실을

(7일 후 정상생쥐 100% 생존, TXNIP 유전자 결핍 

생쥐 0% 생존) 관찰할 수 있었음.

‥ TXNIP가 결핍된 조혈줄기세포의 세포내 활성산

소가 정상 조혈줄기세포에 비해 약 40% 정도 높았

으며, 증가된 활성산소는 조혈줄기세포의 세포주기

를 억제하여 결국 사멸에 이르게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실제로 TXNIP가 결핍된 생쥐에 항산화

물질을 투여하였을 때 활성산소를 낮춰 조혈줄기세

포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음.

활용사례 / 효과 ‥ TXNIP 유전자를 조절함으로

써 조혈줄기세포의 항상성 유지와 조혈세포의 생성, 

분화를 조절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 개발 토대 

마련.

‥ 조혈줄기세포 유지 및 생성, 나아가 향후 암 치

료, 노화 억제 조절 기술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단서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Cell 자매지 ‘Cell Metabolism’지 발표

2013

그림1.  TXNIP 결핍 생쥐(KO-PA)에서 암전이의 증가

그림1 그림2

그림2.  TXNIP에의한 p53 단백질 발현(붉은색) 유도

그림3.  TXNIP 결핍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노화 요인과 줄기세포 조절

※조혈줄기세포(hematopoietic stem cell) : 성체줄기세포로 주로 골수
에 존재하면서 증식과 분화를 통해 우리몸의 모든 면역세포, 적혈구 및 혈
소판 등의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 내는 다분화능과 자기복제능력을 가
진 세포, 암환자의 골수이식에 가장 핵심이 되는 줄기세포
※TXNIP(hematopoietic stem cell) : Thioredoxin interacting 
protein 항산화 단백질인 thioredoxin과 결합하여 thioredoxin 기능을 
억제하는 유전자로 알려짐, 그밖에 세포내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 
※p53 : 인체세표내의 17번째 염색체에 있는 대표적인 암억제 유전자. 
p53은 세포가 증식하거나 돌연변이를을 일으키는 것을 방어함, p53은 
많은 암에서 발현이 억제되거나 돌연변이가 발견되는데 이 유전자가 문
제가 생기면 암발생이 촉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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