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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mbryonic stem (ES) cells are pluripotent cells derived from the inner cell mass (ICM) of blastocyststage embryos whose unlimited proliferative capacity has made them a potentially attractive source of pluripotent
cells for various cell therapies. However, the full potential of ES cells will only be achieved when it becomes possible to expand them in high numbers without inducing spontaneous differentiation. Here we show that pig placenta
extract has an effect on the growth of mouse ES cells and maintains ES cells in an undifferentiated and pluripotent
state. Mouse ES cells cultured with placenta extract-treated media expressed alkaline phosphatase, and formed
embryoid bodies (EBs) in vitro and teratomas in vivo. These results suggest that pig placenta extract may enhance
the proliferation of ES cells without compromising their pluripotent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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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요하다.
태반(placenta)은 모체와 태아 사이에 영양물질을 운반하
거나 임신을 유지시키기 위한 중요한 내분비물질을 공급
하는 중요한 기관이다.5 또한 태아의 탄생 이후에는 줄기
세포를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원천4뿐만 아니라 상처 치료
의 목적6으로 각광 받고 있다. 태반은 줄기세포의 마커 유
전자인 c-Kit, Thy-1, Oct-4, Sox-2, hTERT, SSEA-1,
SSEA-3, SSEA-4, TRA1-60, 그리고 TRA1-81이 발현되는
세포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배아줄기세포의 일부 특성을 가
진다고 보고되었다.4 또한 Placenta specific 1 (PLAC1)은
태반 특이적인 유전자로서 일반 조직에서는 발현되지 않
지만 다양한 암세포 조직에서 활성화된다고 알려졌고, 최
근에는 유방암 세포에서 그 발현을 저해할 경우 세포 성
장이 억제된다고 밝혀졌다.7 인도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인간의 태반 추출물(placenta extract)을 상처 치
료에 사용하였고,8,9 최근에는 인간 태반 추출물 처리가 말
초 혈액 대식세포(peripheral blood macrophage)에서 조직
재생의 중요한 매개자인 nitric oxide (NO)의 합성을 유도
한다고 밝혀졌다.10 또한 인간 태반 추출물은 피부의 주름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 혹은 ES cell)는 배반
포 시기의 배아에서 적출한 내부세포괴(inner cell mass 혹
은 ICM)로부터 유래한 세포주이며, 적절한 배양 조건에서
정상 핵형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분열 가능한 자가 재생
산(self renewal) 능력을 가지고 있다.1,2 또한 배아줄기세
포는 만능성 세포로서 삼배엽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종류
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1,2 이러한 특성
들로 인해 배아줄기세포는 세포 치료를 위한 중요한 도구
로 의료 산업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3 그러나 배
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 방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아줄기세포를 배양 기간 동안 미분화 상태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시키면서 대량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한
다.4 그러므로 배아줄기세포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성장 속도를 촉진 시키는 물질이나 성장 인자의 발굴이 중
*Tel: +82-2-705-8461; Fax: +82-2-716-2092
e-mail: jkim@sogang.ac.kr (Jung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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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feeder layer를 포함하지 않은 0.2% gelatin-coated dish
에서 계대 배양하였다. 돼지 태반 추출물을 처리하고 배아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경우에도 상기 언급된 배아줄기세포
배양조건과 동일한 배양액을 사용해 줄기세포를 배양하였다.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으며, 피부 섬유아세포(dermal
fibroblast)에 처리할 경우 세포의 성장 속도를 촉진시킨다
고 발표되었다.11 그러나 아직까지 태반 추출물이 세포 성
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자수준적 기작은 밝혀지지 않
았다.
본 연구 논문에서는 태반 추출물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성장 조절을 조사하기 위해, 돼지 태반을 분쇄한 후 ethyl
acetate 용매로 추출하여 얻은 태반 추출물을 배아줄기세
포에 처리하였다. 실험 결과 태반 추출물을 처리한 배아
줄기세포는 그 성장 속도가 촉진되었고, 이때 세포의 미
분화 상태와 분화 능력 및 만능성의 특성이 일반 배아줄
기세포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돼지 태반 추출물
처리가 배아줄기세포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시키면서도 세
포 성장 속도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2.4 배아줄기세포의 관찰 및 성장 곡선 조사

5×103개의 배아줄기세포를 0.2% gelatin-coated 3.5 cm
dish에 plating하였다. 24시간 이후, DMSO 혹은 돼지 태
반 추출물(최종 농도 50 µg/ml)을 처리하고 4일 동안 배
양하였다. 생성된 콜로니는 i nverted phase-cont rast
microscope (Olympus, Tokyo, Japan)로 관찰하였다. 각각
성장한 세포의 개수는 haemocytometer로 측정하고 평균값
을 계산하였다. 3T3 assay는 기존에 보고된 실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고13, 4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DMSO 혹은
태반 추출물을 처리하면서 계대 배양하여 passage 증가에
따른 누적된 세포 개수를 계산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약 및 재료

2.5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 조사

5×103개의 배아줄기세포를 0.2% gelatin-coated 3.5 cm
dish에 plating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DMSO 혹은 50 µg/
ml 돼지 태반 추출물을 처리하여 4일 동안 배양하였다.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는 AP staining kit (Sigma)를
사용하여 보고된 실험 방법에 따라 조사 하였다.12

실험에 사용한 ethyl acetate는 Junsei (Tokyo, Japan)에
서 구입하였으며 dimethyl sulfoxide (DMSO)는 Amresco
제품(Solon, USA)을 사용하였다. Paraffin, hematoxylin,
그리고 eosin은 모두 Sigma (St. Louis, USA)에서 구입하
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용매 및 기타 시약은 HPLC 혹
은 세포 배양 등급을 사용하였다.

2.6 Embryoid Body (EB) 형성 조사
2.2 돼지 태반 추출물의 제조

4일 동안 50 µg/ml 돼지 태반 추출물을 처리한 배아줄
기세포(2×106)를 plastic bacterial petri dish (SPL, Korea)
에 plating한 후, LIF를 제거한 배양액에서 3일 동안
suspension culture하였다. 생성된 EB는 inverted phasecontrast microscope (Olympus)로 관찰하였다.

Amnion과 cord를 제거한 돼지 태반의 무게를 측정하고, 잘
게 자른 후 knife homogenizer (Daesung Artron, Korea)와
Polytron Homogenizer (ART-moderne Labortechnik,
Germany)로 분쇄하였다. 동일한 양의 ethyl acetate (w/v
ratio 1:1)를 섞고 5시간 동안 rotary wheel을 사용하여
extraction하였다. 3,000 rpm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supernatant를 분리하여 동결건조 시켰다. 동결건조한 돼지 태
반 추출물을 DMSO에 녹여 50 mg/ml 농도로 제조하였다.

2.7 면역결핍쥐에서의 Teratoma 형성 조사
Teratoma 형성 실험은 보고된 실험 방법에 따라 수행하
였다.14 4일 동안 50 µg/ml 돼지 태반 추출물을 처리한 배
아줄기세포(2×107)를 면역결핍 마우스(CANN.Cg-Foxnlnu/
CrljOri, Charles River, Tacoma, USA)에 주입하였다. 26일
이 지난 후 형성된 teratoma를 적출하여 보고된 실험 방법
15
에 따라, 10% formalin 용액으로 고정시키고 paraffin
embedding하였다. Section하여 Hematoxylin과 eosin으로 염
색하고 조직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2.3 배아줄기세포의 배양
마우스 배아줄기세포(J1)은 보고된 실험 방법에 따라 배
양하였다.12 실험에 사용한 J1 배아줄기세포는 초기 passage
(with the passage number of 10)의 것을 사용하였다. 배아
줄기세포는 15% fetal bovine serum, 1 mM sodium
pyruvate, 10 -4 M 2-mercaptoethanol, 1 × nonessential
amino acids (이상 Sigma), 그리고 1,000 U leukemia
inhibitory factor (LIF) (Millipore, Billerica, USA)가 포함
된 DMEM (Invitrogen, Carlsbad, USA) 배지에서 배양하였

2.8 Statistical Analysis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통계학적 유의성
Student’s unpaired t-test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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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rowth promotion of ES cells by placenta extract. (A) Morphology of placenta extract-treated ES cells compared with control
(DMSO-treated cells). J1 ES cells (5×10 ) were plated onto 0.2% gelatin-coated 3.5 cm dishes and treated with placenta extract (50 µg/
ml; labeled as Placenta Extract) or DMSO (labeled as Control) for 4 days. ES cell colonies were observed using an inverted phasecontrast microscope. (B) Effect of placenta extract on the proliferation of ES cells. Cells were counted at 4 days after treatment with
placenta extract (50 µg/ml) or DMSO. Values are means ±S.D. (P < 0.05 vs. Control). (C) Accumulated cell number of placenta extracttreated ES cells compared with that of control cells. J1 ES cells (5×10 ) were plated onto 0.2% gelatin-coated 3.5 cm dishes and treated
with placenta extract (50 µg/ml) or DMSO. The cultured cells were counted and re-plated onto 0.2% gelatin-coated 3.5 cm dishes every
four days in the presence of DMSO or placenta extract. Values are means ±S.D. (P < 0.05 vs. Control).
3

3

3. 결과 및 고찰

하여 세포 수를 측정하였다. 돼지 태반 추출물을 처리하고 4
일이 경과한 후 성장한 배아줄기세포의 수를 haemocytometer
를 사용해 측정해 본 결과 돼지 태반 추출물을 처리할 경
우 약 130% 정도로 배아줄기세포 성장이 증가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 1B, P < 0.05).
돼지 태반 추출물의 지속적인 처리가 배아줄기세포의
passage 증가에도 계속 줄기세포 성장 촉진 효과를 보이
는지 조사하기 위해, 동일한 배양조건에서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성장을 측정하였다. Fig 1C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일 간격으로 계대 배양하여 passage 증가에 따른 누
적된 세포 개수를 계산한 결과, passage 경과 시 지속적
으로 태반 추출물이 처리된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약
200%의 증가된 배아줄기세포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P
< 0.05). 이상의 결과를 통해 ethyl acetate를 이용해 제작
한 돼지 태반 추출물이 배아줄기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
는 것을 관찰하였다.

3.1 돼지 태반 추출물 처리에 따른 배아줄기세포 성장
속도 촉진 효과
돼지 태반 추출물이 배아줄기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돼지 태반을 잘게 자른 후 분쇄하여
ethyl acetate 용매로 추출하였다. 동결건조시킨 ethyl acetate
추출물을 DMSO에 녹여 배아줄기세포 배양액에 50 µg/ml
농도로 처리하고 4일 동안 배양한 후, DMSO를 처리한 대
조군과 비교하였다. Fig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돼지 태
반 추출물을 처리해 배양한 배아줄기세포(Placenta Extract
로 표시함)와 대조군 배아줄기세포(Control로 표시함)의 콜
로니 모양을 관찰한 결과, 두 조건에서 배양한 배아줄기세
포의 콜로니 형상은 서로 유사하지만, 돼지 태반 추출물을
첨가해 배양한 배아줄기세포의 콜로니 크기가 대조군과 비
교했을 때 증가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 1A).
돼지 태반 추출물 처리가 배아줄기세포 성장을 촉진한
다는 것을 정량화하기 위해 젤라틴으로 코팅한 3.5 cm dish
에 5×103개의 배아줄기세포를 plating하고 24시간 후 각각
돼지 태반 추출물을 첨가한 배지와 대조군 배지에서 배양

3.2 돼지 태반 추출물을 처리한 배아줄기세포의 미분
화능 유지 조사
돼지 태반 추출물에 의해 성장 속도가 촉진된 배아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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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lkaline phosphatase expression of placenta extract-treated ES cells. (A) Expression of alkaline phosphatase in placenta
extract-treated ES cells. Control (left panel) and placenta extract-treated (right) ES cell colonies were stained with an alkaline phosphatase kit. (B) Morphology of three representative alkaline phosphatase positive-ES cell colonies treated with placenta extract. All of
the placenta extract-treated ES cell colonies were positive for alkaline phosphatase.

세포가 고유의 특성인 미분화능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배아줄기세포 미분화능 표지인자로 알려진
alkaline phosphatase12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5×103개의 배
아줄기세포를 3.5 cm dish에 plating하고 24시간 후에 돼
지 태반 추출물을 처리하였다. 돼지 태반 추출물을 처리
한 배아줄기세포와 대조군 배아줄기세포는 4일간 배양한 후
각각에 대한 alkaline phospatase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Fig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아줄기세포에 태반 추출물을 처
리하고 배양하여도 대조군과 유사한 정도의 a l k a l i n e
phosphatase 활성이 염색되어 관찰되었고, 이때 관찰된
alkaline phosphatase 양성 콜로니의 개수는 태반 추출물
처리 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돼지 태반 추출물을 처리해 배양한 배아줄기세포의 대표
적인 alkaline phosphatase 양성 콜로니들의 형태는 Fig

Figure 3. In vitro embryoid body formation of control (A-C) and placenta extract-treated (D-F) ES cells. Control and placenta extracttreated ES cells (2×10 ) were seeded onto a plastic bacterial petri dish containing ES medium without LIF. Embryoid bodies formed in
the suspension cult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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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한 배아줄기세포(D-F)도 대조군 배아줄기세포(A-C)와
마찬가지로 EB 형성 능력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돼지 태반 추출물을 처리한 배아줄기세포는 in vitro
조건에서 대조군 배아줄기세포와 동일하게 EB 형성 능력
이 있고, 이는 서로 다른 두 조건에서 배양한 배아줄기세
포들이 유사한 분화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B와 같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돼지 태반 추출물 처
리에 의해 성장 속도가 증가된 배아줄기세포의 콜로니도
대조군 배아줄기세포 콜로니와 마찬가지로 미분화능을 여
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태반 추출물을 처리한 배아줄기세포의 EB 형성능
조사
만능성을 가진 배아줄기세포를 low-attachment dish에서
LIF (leukemia inhibitory factor) 공급 없이 suspension
상태로 배양하면 EB (embryoid body)를 형성한다.16 돼지
태반 추출물을 처리해 배양한 배아줄기세포가 동일한 EB
형성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3일 동안 LIF
공급 없이 suspension 상태로 EB 형성을 유도하였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돼지 태반 추출물을 첨가해

3.4 태반 추출물을 처리한 배아줄기세포의 만능 분화
능 조사
태반 추출물을 처리한 배아줄기세포가 3배엽으로 분화할
수 있는 만능 분화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teratoma 형성 실험을 수행하였다(Fig 4). 배아줄기세포를
태반 추출물을 첨가한 배지에서 4일 동안 배양한 후, 6주
령 면역결핍 마우스에 주입하고, 26일 후에 teratoma를 관

Figure 4. In vivo analysis of pluripotency of ES cells treated with placenta extract. (A) Teratoma formation by placenta extract-treated ES
cells. The pluripotency of the ES cells treated with placenta extract was judged by examining for teratoma formation. Placenta extracttreated ES cells were subcutaneously injected into 6-week-old nude mice. Photographs were taken 26 days after injection. Arrows indicate
teratomas. (B) Various tissues present in the teratomas derived from placenta extract-treated ES cells. Teratomas of placenta extracttreated cells contained all three embryonic germ layers.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shows multiple tissues, including the ectoderm:
(a) neural rosette, (b) neural tissue; mesoderm: (c) adipocyte, (d) muscle, (e) cartilage; and endoderm: (f and g) epithelium, (h) epidermis.

596

돼지 태반 추출물에 의한 마우스 배아줄기세포 성장 촉진 효과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태반 추출물에 존재하는 배아
줄기세포 증식 촉진효과가 있는 물질을 분리해 그 특성을
규명하면 그 동안 태반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에 대한 구체
적인 기전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돼지 태반 추출
물이 배아줄기세포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시키면서 그 성
장 속도를 증진시킨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세포 치료의 도구뿐만 아니라 독성 검사나, 신약 개
발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배아줄기세포의 잠재적 중요성
을 고려할 때, 대량의 배아줄기세포 공급이 중요하며, 이
를 위한 방법을 돼지 태반 추출물을 이용해 개발했다는 점
에서 본 연구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 성장 조절에 관여하는 돼지 태반 추출물의
기능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분자 수준에서의 기전 연구 및
태반 추출물에 존재하는 배아줄기세포 성장 촉진인자에 대
한 분리, 그리고 세포치료에서의 활용 등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찰하였다(Fig 4A). 생성된 teratoma는 적출한 후 paraffin
으로 embedding 하고, 분석을 위해 section과정을 거친 후
hematoxylin과 eosin으로 염색하였다. Fig 4B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돼지 태반 추출물을 처리해 배양한 배아줄기세포
는 기존의 배아줄기세포와 동일하게, 외배엽 조직인 neural
rosette (Fig 4B-a)과 neural tissue (Fig 4B-b), 중배엽 세
포인 adipocyte (Fig 4B-c), muscle (Fig 4B-d), cartilage
(Fig 4B-e), 그리고 내배엽 세포인 epithelium (Fig 4B-f,
g)과 epidermis (Fig 4B-h)로 분화 가능하다는 것을 조직
학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in
vivo에서 태반 추출물을 처리해 배양한 배아줄기세포가 배
아줄기세포 고유의 특성인 만능 분화능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

론

예로부터 태반 추출물이 생리활성 효과가 있다고 알려
져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분자수준에서의 기전은 거의
규명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돼지 태반 추출물이 배
아줄기세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ethyl
acetate 용매로 추출하여 얻은 돼지 태반 추출물을 배아줄
기세포에 첨가해 배양하였다. 4일 동안 돼지 태반 추출물
을 처리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의 성장 속도가 대조군에 비
해 촉진되었고(Fig 1A and B), 네번의 passage를 지난 경
우 태반 추출물을 처리해 배양한 배아줄기세포 수가 대조
군에 비해 약 200% 이상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C). 흥미롭게도 이렇게 배양한 배아줄기세포는 미분화 상
태를 유지하고 있었고(Fig 2), in vitro 시스템에서 EB 형
성 능력이 있었고(Fig 3), in vivo 시스템에서도 teratoma
형성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Fig 4). 이는 모든 조직의 세
포로 분화 가능한 만능성의 특성이 돼지 태반 추출물을 처
리해 배양한 배아줄기세포에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태반 추출물의 어느 성분이 배아줄기세포 성장을 촉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인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
다. 태반은 태아의 발육과 성장에 필요한 생리기능 및 조
정능력을 지닌 다양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고, 3대 영양
소인 단백질, 지질, 당질은 물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효
소, 핵산 등의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왔다.17,18
또한 최근 들어서는 태반이 조혈줄기세포(hematopoietic stem
cells)의 소스로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19 임상적용 목적으
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경우 동물유래 feeder 세
포로부터의 zoonosis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인간 태반 유
래 feeder layer를 제조하는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20 지금까
지의 발표된 연구내용으로는 어떠한 성분이 배아줄기세포를
미분화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증식을 촉진시키는지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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