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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저장 제대혈은 조혈모세포이식에 사용되기까지 냉동 보존 

되는데, 냉동 보존하는 동안 조혈모세포로서의 기능이 유지되어야만 

해동 후 조혈모세포이식에서의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냉동 보존 기간에 따른 저장 제대혈의 품질 변화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저장 제대혈을 해동한 후 실제 

이식에 사용되는 혈액백 본체와 확인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분절에서의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분절이 냉동 보존된 

제대혈 품질을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기증 제대혈 은행에 기증된 제대혈 중 

냉동 저장되었으나, 추후 검사 결과에서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저장 제대혈을 대상으로 하였다. 냉동 보존 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총 5개의 그룹에 대해 총 200개의 

제대혈을 선택하였다. 해동한 후 혈액백의 본체와 분절의 제대혈을 

이용하여 총 유핵 세포 수, CD34 양성 세포 수, aldehyde 

dehydrogenase (ALDH) 분석, 세포 생존도 검사, 세포 자멸사 

검사, colony-forming unit (CFU) 검사를 시행하였다. 혈액백의 

본체에서 시행한 총 유핵 세포 수, 총 CD34 양성 세포 수, 세포 

생존도 결과를 냉동 보존 전 시행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냉동 보존 기간에 따라 총 유핵 세포와 CD34 양성 세포의 회수율, 

ALDH 분석, 세포 생존도, 세포 자멸사 검사, CFU 검사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혈액백 본체와 

분절의 제대혈을 이용하여 시행한 검사 결과 사이에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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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냉동 보존 후 제대혈 내 CD34 양성 세포 수는 냉동 보존 전 

측정된 수치에 비해 감소하였다. 냉동 보존 기간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총 유핵 세포와 CD34 양성 세포의 회수율, ALDH 

분석, 세포 생존도, 세포 자멸사 검사, CFU 검사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아 5년간의 냉동 보존 기간 동안에 저장 제대혈의 품질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ALDH 분석을 통해 확인한 ALDH 양성 

세포 수, CD34 양성 세포 중 ALDH 양성 세포 수, 그리고 ALDH 

양성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 수는 CFU-

granulocyte/erythrocyte/macrophage/megakaryocyte와 CFU-

granulocyte/macrophage (GM) 수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혈액백 본체와 분절의 제대혈 검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총 유핵 

세포, CD34 양성 세포 중 ALDH 양성 세포, ALDH 양성 세포, 

ALDH 양성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의 수는 혈액백 본체의 

제대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 반면, CD34 

양성 세포 수는 분절에서 더 높게 측정되었으며, CFU-GM 수도 

혈액백 분절의 제대혈을 배양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은 

수가 배양되었다. 혈액백 분절에서 세포 생존도가 높았지만, 전체 

유핵 세포 중 세포 자멸사를 일으킨 세포 비율이 더 높았고, CD34 

양성 세포 중 세포 자멸사를 일으킨 세포 비율은 혈액백 본체와 

분절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최대 5년까지의 냉동 보존 기간 동안에는 

저장 제대혈의 품질에 유의한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혈액백 본체와 분절의 제대혈을 이용한 검사 결과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분절 검사 결과를 저장 제대혈의 이식 전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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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 

주요어: 제대혈제재, 냉동 보존, 품질 평가 

학  번: 2009 - 3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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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대혈에 줄기세포가 풍부함이 밝혀지고, 1988년 Fanconi 빈혈 

환자에서 최초의 혈연간 제대혈 이식이 성공하고 (1), 1993년에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혈연간 제대혈 이식이 성공하면서 

(2), 제대혈은 골수와 말초조혈모세포를 대체할 조혈모세포 

공급원으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환자에서 혈연간 제대혈 이식이 처음 시도되었으며, 

1998년 혈연간 제대혈 이식과 비혈연간 제대혈 이식이 모두 

성공한 이후 (3),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대혈은 골수 기증과 달리 공여자에 대한 위험 요인이 없고 

채취 과정이 용이하며, 냉동 보존 전에 개체확인, 안전성(감염성 

질환에 대한 검사를 완료) 및 유효성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이식에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대혈은 

면역학적으로 미성숙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식편대숙주병(graft-

versus-host disease, GVHD)의 발병 위험성이 적으면서도 

이식편대종양효과(Graft-versus-leukemia (tumor) effect, 

GVL)는 유지될 뿐 아니라, 조직적합성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 6개 중 4개만 맞아도 이식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단점이었던 양적인 부족은 최근 좋은 성적을 보이는 두 단위 

동시이식으로 극복되고 있어, 조혈모세포 이식의 주 치료재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4-11). 

1992년 뉴욕 제대혈 은행이 설립된 이후 (12), 전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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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저장을 위해 많은 제대혈 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저장 

제대혈을 이용한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저장 제대혈은 환자와의 조직적합성항원 일치 정도에 따라 

이식에 적합한 제대혈이 선택되며, 총 유핵 세포 수(total 

nucleated cells, TNC)가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서 주입되는 제대혈 

세포수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합성항원 일치 정도가 

동일할 때는 총 유핵 세포 수가 더 높은 저장 제대혈이 우선적으로 

선택되게 된다 (1). 총 유핵 세포 수는 이식 후 생착 여부와 

생존율과 연관이 있으며 (2, 13-16), CD34 양성 세포 수도 이식 

후 생존율과 이식편대숙주병의 발병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 유핵 세포 수와 함께 이식에 적합한 제대혈 선택 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17-19).  

골수나 말초혈액을 이용한 조혈모세포 이식에서 이식 전 골수와 

말초혈액에서 얻은 조혈모세포를 단시간 내에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과는 달리, 제대혈은 환자에게 사용되기까지 냉동 보존을 하게 

되므로 제대혈의 조혈모세포로서의 기능이 냉동 보존하는 동안 

유지되어야만 해동 후 좋은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 제대혈 

은행의 목표는 저장 제대혈의 수를 늘려 다양한 조직적합성항원을 

가진 제대혈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혈모세포로서의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 좋은 품질의 제대혈을 보존하여, 궁극적으로는 

이식치료에서 높은 성공률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혈 

은행은 제대혈을 냉동 보존하는 동안 제대혈의 조혈모세포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장 제대혈의 품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는 간헐적으로 저장 제대혈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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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마다 냉동 보존한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최대 23.5년까지 냉동 보존한 제대혈을 대상으로 해동 후 제대혈 

내에 존재하는 총 유핵 세포 수와 CD34 양성 세포 수, 그리고 

세포 생존도 등이 냉동 보존 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20-25).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최초의 기증 제대혈 은행이 설립된 

이후,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2년 2월에 3개의 국가지정 기증 제대혈 은행을 포함하여 

총 17개의 제대혈 은행이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제대혈 은행들에서는 냉동 보존한 저장 

제대혈의 품질 변화 여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제대혈의 유효한 냉동 보존 기간에 대한 합의도 없는 상태이다.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기증 제대혈 은행은 국가지정 기증 제대혈 

은행으로서 2006년 5월 설립 이후 2013년 3월 현재 약 

26,000개의 제대혈 제제를 냉동 보존 중이다. 이에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으로, 기증 제대혈 은행에 최대 5년 동안 냉동 보존된 

저장 제대혈에서의 냉동 보존 전 검사한 세포 수와 세포 생존도 

등의 결과를 해동 후 제대혈에서 검사한 결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냉동 보존한 기간에 따른 저장 제대혈의 품질 변화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저장 제대혈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조직적합성항원과 적합한 경우 이식용으로 출고된다.  제대혈 

은행에서는 이식에 사용되기 전 저장 제대혈의 조혈모세포로서의 

기능 유지 여부와 조직적합성항원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이식 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식 전 검사”는 혈액백의 본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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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이 아닌 본체와 연결되어 있는 분절(segment)의 제대혈을 

이용하는데, 분절의 제대혈을 해동 후 총 유핵 세포 수와 CD34 

양성 세포 수를 측정하여, 냉동 보존 전 시행했던 총 유핵 세포 

수와 CD34 양성 세포 수 결과와 비교하여 세포 수 회수율을 

계산하고, 해동 후 세포 생존도를 측정한다. 또한, 해동 후에는 냉동 

보존 전에는 시행하지 않은 colony-forming unit (CFU)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환자에게 이식되는 제대혈인 혈액백 본체는 

환자를 위해 남겨야 하는데, 혈액백 분절의 제대혈은 혈액백 본체의 

제대혈과 동일한 냉동 보존 상태에서 냉동 보존하였기 때문에, 

혈액백 분절에 냉동 보존된 제대혈이 혈액백 본체에 냉동 보존된 

제대혈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가정하에서 “이식 전 검사”는 혈액백 

분절의 제대혈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으로, 저장 제대혈을 해동한 후 

혈액백 본체와 분절의 제대혈을 짝지어 동일한 검사들을 시행하여, 

혈액백 분절에 냉동 보존된 제대혈이 혈액백 본체에 냉동 보존된 

제대혈의 조혈모세포로서의 기능과 품질을 반영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혈액백 분절에 냉동 보존된 제대혈의 “이식 전 

검사”를 위한 검체에 대한 대표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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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재료 및 방법 

 

1. 대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기증 제대혈 은행에 기증된 제대혈 중 

냉동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저장되었으나, 추후 검사 결과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제대혈로 판정된 이식 부적합 제대혈을 이용하였다. 

냉동 보존 기간을 1년 단위로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으로 분류하여 

총 5개의 그룹을 구성하였다. 냉동 보존 기간이 1년인 제대혈 

40개, 2년인 제대혈 41개, 3년인 제대혈 39개, 4년인 제대혈 41개, 

5년인 제대혈 39개로, 총 200개의 저장 제대혈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통과하였다(06-

2012-126). 

 

2. 제대혈 채취 및 운반 

기증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동의 및 서명한 산모에게서 출산 시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 만출 직후 태반이 나오기 

전에 제대를 결찰 하고 항응고제(citrate phosphate dextrose 

adenine, CPDA-1) 24.5 mL가 포함된 채취백에 채취절차에 

따라 제대혈을 채취하였으며, 채취된 제대혈은 운송 담당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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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실온 24시간 이내에 제대혈 은행으로 운반되었다. 

 

3. 제대혈 처리 및 냉동 보존 전 검사 

채취백의 제대혈 무게를 측정하고, 제대혈 은행의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한 농축 제대혈에서 총 유핵 세포 수, CD34 양성 세포 

수를 검사하였다. 냉동 보존제 처리 후 냉동 직전 소량의 

제대혈을 채취하여 세포 생존도를 검사하였다. 농축 제대혈은 

freezing bag (Pall Medical, Covina, CA, USA)을 이용하여 -

85°C까지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춘 후 액화 질소 탱크에 냉동 

보존하였다.  

 

1) 총 유핵 세포 수 

자동혈구분석기 XE-2100 (Sysmex, Kobe, Japan)을 

이용하여 백혈구 수와 함께 호중구, 림프구, 단구의 감별계수를 

확인하여, 총 유핵 세포 수를 계산하였다. 

 

2) CD34 양성 세포 수 

냉동 보존 전 CD34 양성 세포 수 측정을 위해 이용한 

장비와 방법은 냉동 보존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1~2년 

동안 냉동 보존한 제대혈은 FC-500 (Beckman Coulter, 

Fullerton, CA, USA)을 이용하여 single platform 

International Society of Hematotherapy and Graft 

Engineering (ISHAGE)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3~5년 동안 

냉동 보존한 제대혈의 경우에는 FACSAria (BD Bio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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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Jose, CA, USA)를 이용하여 dual platform ISHAGE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검사는 ISHAGE 방법에 따라, 7-aminoactinomycin D (7-

AAD) (BD Biosciences) 양성인 죽은 세포를 제외한 후, 

fluorescein isothiocyanate (FITC)-CD45 단클론항체(BD 

Biosciences)로 백혈구 분획을 gating하고 phycoerythrin 

(PE)-CD34 단클론항체(BD Biosciences)를 이용하여 CD34 

양성 세포 수를 산정하였다 (26). Single platform ISHAGE 

방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Stem-Kit (Beckman Coulter)를 

이용하였다.  

 

3) 세포 생존도 검사  

0.4% trypan blue 염색법으로 검푸르게 염색되는 세포를 

제외하여 유핵 세포 중 생존 세포의 비율을 산정하였다. 

 

4. 저장 제대혈 해동 및 해동 후 검사 

선정된 저장 제대혈 혈액백을 37°C 온수조에 담궈 해동한 후, 

혈액백 본체와 분절의 제대혈 각각에서 총 유핵 세포 수와 CD34 

양성 세포 수를 측정하였으며, 세포 생존도 검사, ALDH 분석, 

세포 자멸사 검사, CFU 분석을 시행하였다.  

 

1) 총 유핵 세포 수와 총 유핵 세포 수 회수율 

자동혈구분석기 XE-2100 (Sysmex, Kobe, Japan)을 

이용하여 백혈구 수와 함께 호중구, 림프구, 단구의 감별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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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총 유핵 세포 수를 계산하였다.  

냉동 보존 후 총 유핵 세포 수의 회수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총 유핵 세포 수 회수율 (%) =  해동 후 총 유핵 세포 수
냉동 보존 전 총 유핵 세포 수  x 100 

 

2) CD34 양성 세포 수와 CD34 양성 세포 수 

회수율 

해동 후 CD34 양성 세포 수는 FC-500 (Beckman 

Coulter)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검사는 Stem-Kit (Beckman 

Coulter)를 이용하여 dual platform ISHAGE 방법에 따라 

(26), 7-ADD (BD Biosciences)로 죽은 세포를 제외한 후, 

FITC-CD45 단클론항체(BD Biosciences)로 백혈구 분획을 

gating하고 PE-CD34 단클론항체(BD Biosciences)를 

이용하여 CD34 양성 세포 수를 산정하였다.  

냉동 보존 후 CD34 양성 세포 수의 회수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CD34 양성 세포 수 회수율 (%)
=  해동 후 CD34 양성 세포 수

냉동 보존 전 CD34 양성 세포 수  x 100 

 

3) ALDH 양성 세포 

ALDH 양성 세포는 ALDH에 대한 형광 기질인 BODIPY-

aminoacetaldehyde (BAAA) (ALDEFLUOR; Aldagen, 



9 

 

Durham, NC, USA)를 이용하여 염색한 후 유세포 분석기 FC-

500 (Beckman Coulter)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제대혈 내 적혈구를 ammonium chloride (NH4Cl)를 

이용하여 용해 시킨 후, ALDEFLUOR assay buffer 

(Aldagen)를 이용하여 세포를 1 x 106/mL의 농도로 

부유하였다. 세포 부유액을 test tube와 control tube에 각각 1 

mL씩 분주한 후, test tube에는 BAAA를 5 μL 분주하였다. 

control tube에는 BAAA 5 μL와 함께 ALDH 억제제인 

dimethylaminobenzaldehyde (DEAB) 5 μL를 분주하여 

DEAB에 의해 억제되는 ALDH 양성 세포의 분획을 

확인함으로써, test tube 내 세포에서 ALDH 양성 세포 분획을 

구분하는데 이용하였다. 37°C에서 40분 동안 반응시킨 후, 

각각의 tube에 phycoerythrin cyanin 7 (PC7)-CD45 

단클론항체(BD Biosciences) 5 μL와 PE-CD34 

단클론항체(BD Biosciences) 10 μL를 분주하여 냉장 온도에서 

20분 동안 반응시켰다. 4°C에서 250 g로 5분 동안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제거한 후 0.5 mL ALDEFLUOR assay buffer 

(Aldagen)를 이용하여 세포를 재부유 시킨 후, 분석 전까지 

tube는 뚜껑을 씌워 냉장 온도에서 보관하였다.  

유세포 분석기 FC-500 (Beckman Coulter)을 이용하여 

각각의 검체에서 50,000개의 세포를 분석하였다. 세포 중 

PC7-CD45 단클론항체(BD Biosciences) 염색을 통해 백혈구 

분획을 확인하고, control tube의 세포 분석을 통해 BAAA와 

함께 첨가된 DEAB에 의해 억제된 ALDH 양성 세포 부분의 

background fluorescence를 확인하였다. Control tub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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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B에 의해 억제된 부분을 참고하여 test tube의 세포 

분석을 통해 ALDH 양성 세포 부분을 구분하였다. 이 세포 중 

PE-CD34 단클론항체 양성 세포를 구분하여 ALDH 양성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 분획을 산정하였다(Figure 1). 동시에 

CD34 양성 세포 중 ALDH 양성 세포 분획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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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dentification of CD34+ cells among ALDHbr cells 

(ALDHbrCD34+ cells) in cord blood using flowcytometry. (A) 

Background fluorescence was established in the presence of 

DEAB with BAAA. (B) SSClowALDHbr cell fractions (ALDHbr 

cells) were defined. (C) CD34+ cells among ALDHbr cells 

(ALDHbrCD34+ cells) were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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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포 생존도 검사  

0.4% trypan blue 염색법으로 검푸르게 염색되는 세포를 

제외하여 유핵 세포 중 생존 세포의 비율을 산정하였다. 또한, 

CD34 양성 세포 수 측정 시 죽은 세포를 제외하기 위해 

첨가한 7-ADD (BD Biosciences)로 유핵 세포 중에서 생존한 

유핵 세포의 비율과 CD34 양성 세포 중에서 생존한 CD34 

양성 세포의 비율을 각각 확인하였다.  

 

5) 세포 자멸사 분석 

(1) Caspase-3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을 이용하여 세포를 10 

x 103/μL의 농도로 부유하였다. 100 μL의 세포 부유액에 

FITC-CD45 단클론항체(BD Biosciences) 20 μL 를 분주한 

후 실온, 암소에서 15분 동안 반응시켰다. Ammonium 

chloride (NH4Cl)를 이용하여 적혈구를 용해 시키고,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제거한 후 PBS를 이용하여 세포를 

세척하였다. 500 μL의 Cytofix/Cytoperm solution (BD 

Biosciences) 내 세포 수가 1 x 106이 되도록 맞춘 후 얼음 

내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원심 분리 후 상층액을 제거한 후 

500 μL의 Perm/Wash buffer solution (BD Biosciences)을 

이용하여 세포를 2회 세척하였고, 100 μL의 Perm/Wash 

buffer solution (BD Biosciences)을 이용하여 세포를 재부유 

시킨 후, 20 μL의 PE-caspase-3 를 분주하여 실온, 

암소에서 20분 동안 반응시켰다. 세척 후 500 μ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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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Wash buffer solution (BD Biosciences)을 이용하여 

세포를 재부유 시킨 후, 유세포 분석기 FC-500 (Beckman 

Coulter)을 이용하여 각각의 검체에서 50,000개의 세포를 

분석하여 전체 유핵 세포 중 caspase-3 양성 세포 분획을 

산정하였다.  

 

(2) Annexin-V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을 이용하여 세포를 10 

x 103/μL의 농도로 부유하였다. 100 μL의 세포 부유액에 

PC7-CD45 단클론항체(BD Biosciences) 5 μL와 PE-CD34 

단클론항체(BD Biosciences) 10 μL를 분주한 후 실온, 

암소에서 15분 동안 반응시켰다. Ammonium chloride 

(NH4Cl)를 이용하여 적혈구를 용해 시키고,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제거한 후 PBS를 이용하여 세포를 세척하였다. 100 

μL의 Annexin-V binding buffer (Beckman Coulter) 내 

세포 수가 1 x 106이 되도록 맞춘 후 10 μL FITC-

Annexin-V (Beckman Coulter)를 분주하고 암소, 얼음 

내에서 15분간 반응시켰다. Peridinin-chlorophyll-protein 

complex (PerCP)-7-AAD 10 μL와 Anneixn-V binding 

buffer 380 μL를 분주한 후 유세포 분석기 FC-500 

(Beckman Coulte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시 7-

AAD로 죽은 세포를 제외한 후, 각각의 검체에서 50,000개의 

세포를 분석하여 CD34 양성 세포 중 Annexin-V 양성 세포 

분획을 산정하였다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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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dentification of Annexin-V+ cells among CD34+ 

cells in cord blood using flowcytometry. Histogram (A)-(E) 

were done according to the ISHAGE method for gating of 

CD34+ cells. (A) Live cells (R1) were gated using 7-AAD. (B) 

All CD45+ events (R2) were gated among the live cells (R1). 

(C) All dim and bright CD34+ events (R3) were gated among 

all CD45+ cells (R2). (D) The CD34+ cells with dim 

expression of CD45 (R4) were gated among cells in R3. (E) 

The true CD34+ cells (R5) were gated from R4 on the basis of 

light scatter. (F) Annexin-V+ cells (R6) were gated among the 

true CD34+ cells (R5). 

  



17 

 

6) CFU 분석 

CFU 분석을 위해 상품화된 methylcellulose medium 

(MethoCult H4435 Enriched; Stemcell Technologies, 

Vancouver, BC, Canada)을 이용하였다.  

해동 후 혈액백의 본체와 분절에 있는 제대혈을 이용하여 

각각 두 개의 35 mm Petri 접시에 각각 1 x 104개의 세포를 

놓고, 37°C, 5% CO2 배양기에서 14일 동안 배양하였다. 역상 

현미경을 이용하여 형성된 colony의 모양, 크기, 색깔에 따라 

CFU-GM (granulocyte/macrophage), CFU-GEMM 

(granulocyte/erythrocyte/macrophage/megakaryocyte), 

CFU-G (granulocyte), CFU-E (erythroid), BFU-E (burst-

forming unit-erythroid), CFU-M (macrophage)으로 

분류하여 계수하였다. 두 개의 Petri 접시에 생성된 각각의 

CFU를 계수하여 평균을 산정한 후, 저장 제대혈 한 단위, 즉 

25 mL의 제대혈 내에 존재하는 개수로 환산하였다.  

 

5. 통계처리 

냉동 보존 전 검사 결과와 해동 후 혈액백 본체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비교 분석과 해동 후 혈액백 본체와 분절 사이의 검사 

결과 비교 분석을 위해 대응 표본 T 검정(paired T test)을 

이용하였다. 냉동 보존 기간에 따른 그룹간 비교 분석을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법(analysis of variances, ANOVA)을 

이용하였으며,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인 그룹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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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다. 결과 사이의 상관성 분석을 위해 단순상관분석을 

통해 이변량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를 

확인하였다. 두 변수간의 회귀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단순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P < 0.05 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ety Sciences 

(SPSS) v. 12.0 systems (version 12.0; IBM Corp.,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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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냉동 보존 후 총 유핵 세포 수, CD34 양성 세포 

수, 세포 생존도 변화 

냉동 보존 기간에 따라 제대혈의 총 유핵 세포 수와 CD34 

양성 세포 수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동 후 총 유핵 

세포 수와 CD34 양성 세포 수의 회수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동 후 세포 생존도를 냉동 보존 전 측정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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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냉동 보존 후 총 유핵 세포 수의 변화와 회수율 

제대혈 한 단위 내 존재하는 총 유핵 세포 수의 회수율은 

냉동 보존 기간에 따른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사후 분석 결과, 냉동 보존 기간이 1년과 

2년인 제대혈 그룹들과 냉동 보존 기간이 3년, 4년, 5년인 

제대혈 그룹들 사이에서 총 유핵 세포 수의 회수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냉동 보존 기간이 1년과 2년인 제대혈에서의 

총 유핵 세포 수의 회수율이 냉동 보존 기간이 3년, 4년, 5년인 

제대혈에서의 총 유핵 세포 수의 회수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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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number of total nucleated cells (TNC) before and 

after cryopreservation and TNC recovery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cryopreservation 

 

Duration n 

Number (x108/unit) 

Recovery (%)* Before 

freezing 

After  

thawing 

1 yr 40 10.2 ± 3.9 10.7 ± 4.0 99.7 ± 0.9 (96.1-100.0) 

2 yr 41  7.1 ± 2.6  7.5 ± 2.6 99.6 ± 1.1 (95.2-100.0) 

3 yr 39  7.0 ± 1.8  7.0 ± 1.9 98.0 ± 3.3 (88.0-100.0) 

4 yr 41  8.4 ± 3.3  8.5 ± 3.4 97.4 ± 3.3 (89.7-100.0) 

5 yr 39  8.1 ± 3.1  7.9 ± 3.0 96.7 ± 3.9 (87.9-100.0) 

        P < 0.001 

Plus-minus values (±) are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While recovery after thawing was sometimes greater than 100%, we chose to 

use an upper limit of recovery of 10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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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냉동 보존 후 CD34 양성 세포 수의 변화와 회수율 

냉동 보존 기간이 1~2년인 제대혈은 CD34 양성 세포 수 

측정 방법이 냉동 보존 전과 해동 후 모두 single platform 

ISHAGE 방법으로 동일하였고 측정 장비 또한 FC-500 

(Beckman Coulter)으로 동일하였다. 하지만, 냉동 보존 기간이 

3년~5년인 제대혈의 CD34 양성 세포 수는 냉동 보존 전에는 

FACSAria (BD Biosciences)를 이용하여 dual platform 

ISHAGE 방법으로, 해동 후에는 FC-500 (Beckman 

Coulter)을 이용하여 single platform ISHAGE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D34 양성 세포 수 측정 장비와 

방법이 냉동 보존 전과 해동 후에 동일한 제대혈 그룹, 즉 냉동 

보존 기간이 1년과 2년인 제대혈 그룹에 대해서만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2). 냉동 보존 기간이 1년인 제대혈 그룹과 

2년인 제대혈 그룹 사이에서는 CD34 양성 세포 수 회수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동일한 측정 

방법과 장비를 이용하여 CD34 양성 세포 수를 측정할 경우, 

CD34 양성 세포 수의 회수율은 68%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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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number of CD34+ cells before and after 

cryopreservation and CD34+ cells recovery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cryopreservation 

 

Duration n 

Number (x106/unit) 

Recovery (%) Before 

freezing 

After  

thawing 

1 yr 40 3.3 ± 1.6 2.2 ± 1.1 67.8 ± 12.8 (50.0-96.0) 

2 yr 41 2.3 ± 1.2 1.5 ± 0.8 68.6 ± 12.1 (42.3-98.4) 

        P = 0.789 

Plus-minus values (±) are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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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냉동 보존 후 세포 생존도 변화 

냉동 보존 전 제대혈의 세포 생존도는 trypan blue 염색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냉동 보존 후 세포 생존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해동 후 trypan blue 염색으로 혈액백 본체의 제대혈 

세포의 생존도를 확인하였다.  

냉동 보존 전 전체 제대혈을 대상으로 확인한 세포 생존도는 

평균 89.3%이었으나, 해동 후에는 평균 86.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냉동 보존 기간에 따른 세포 생존도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냉동 보존 기간에 따른 제대혈 그룹간 냉동 

보존 전과 후 세포 생존도의 차이, 즉 세포 생존도의 변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포 생존도 변화 정도는 

냉동 보존 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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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ell viability before and after cryopreservation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cryopreservation 

 

Duration n 
Before  

freezing 

After  

thawing 
△Viability 

1 yr 40 88.8 ± 1.9 87.0 ± 1.6 2.4 ± 1.7 

2 yr 41 89.2 ± 1.9 86.0 ± 3.0 3.4 ± 3.0 

3 yr 39 89.8 ± 1.6 86.7 ± 3.4 3.4 ± 3.5 

4 yr 41 89.8 ± 2.0 86.4 ± 1.9 3.7 ± 2.3 

5 yr 39 88.8 ± 1.9 85.0 ± 2.8 3.9 ± 3.1 

 
      P = 0.139 

Plus-minus values (±) are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Viability mean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viability before freezing and 

the viability after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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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동 보존 기간에 따른 저장 제대혈의 품질 변화  

냉동 보존 기간에 따른 저장 제대혈의 조혈모세포로서의 품질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CD34 양성 세포 비율, ALDH 분석(CD34 

양성 세포 중 ALDH 양성 세포, ALDH 양성 세포, ALDH 양성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의 비율), 세포 생존도 검사, 세포 

자멸사 검사, CFU 분석 결과를 냉동 보존 기간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해동 후 혈액백 본체의 제대혈에서 측정,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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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D34 양성 세포, CD34 양성 세포 중 ALDH 양성 세포, 

ALDH 양성 세포, ALDH 양성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의 비율 비교  

냉동 보존 기간에 따라 해동 후 CD34 양성 세포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CD34 양성 세포 

중 ALDH 양성 세포의 비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사후 분석 결과, 5년 동안 냉동 보존한 

제대혈의 CD34 양성 세포 중 ALDH 양성 세포의 비율이 1년 

냉동 보존한 제대혈과 3년 냉동 보존한 제대혈에서의 비율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냉동 보존 기간에 

따라 경향성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냉동 보존 기간에 따라 해동 후 ALDH 양성 세포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ALDH 양성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의 비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사후 분석 결과, 3년 동안 냉동 보존한 제대혈에서의 

ALDH 양성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의 비율이 1년 냉동 

보존한 제대혈에서의 ALDH 양성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의 

비율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냉동 보존 

기간에 따라 경향성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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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oportion of CD34+ cells, CD34+ALDHbr cells, 

ALDHbr cells, and ALDHbrCD34+ cells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cryopreservation 

 

Duration n 
CD34+ 

cells (%) 

CD34+ALDHbr 

cells* (%) 

ALDHbr 

cells† (%) 

ALDHbrCD34+ 

cells‡ (%) 

1 yr 40 0.11 ± 0.06 78.0 ± 13.0 0.15 ± 0.08 65.2 ± 12.3 

2 yr 41 0.14 ± 0.11 75.5 ± 14.8 0.17 ± 0.11 68.1 ± 15.7 

3 yr 39 0.15 ± 0.11 77.6 ± 11.2 0.17 ± 0.11 75.6 ± 12.9 

4 yr 41 0.16 ± 0.12 74.4 ± 13.1 0.17 ± 0.12 69.2 ± 15.9 

5 yr 39 0.13 ± 0.10 67.9 ± 14.0 0.14 ± 0.10 66.7 ± 15.9 

P   0.340 0.007 0.501 0.027 

Plus-minus values (±) are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Abbreviations: ALDH, aldehyde dehydrogenase 

*cells with high ALDH activity among CD34+ cells  

†cells with high ALDH activity 

‡CD34+ cells among cells with high ALDH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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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포 생존도 비교 

해동 후 전체 제대혈을 대상으로 trypan blue 염색법을 

이용하여 확인한 유핵 세포의 생존도는 평균 86.2%이었으며, 

유세포 분석에서 7-AAD를 이용하여 확인한 유핵 세포의 

생존도는 평균 54.1%이었다. 

냉동 보존 기간에 따라 해동 후 유핵 세포의 생존도는 

trypan blue 염색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5). 사후 분석 결과, 5년 동안 

냉동 보존한 제대혈의 세포 생존도가 1년 동안 냉동 보존한 

제대혈의 세포 생존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냉동 보존 기간에 따라 경향성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유세포 분석에서 7-AAD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냉동 보존 기간에 따라 해동 후 CD34 양성 세포의 생존도는 

유세포 분석에서 7-AA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5). 사후 분석 결과, 5년 동안 

냉동 보존한 제대혈의 세포 생존도가 1년 동안 냉동 보존한 

제대혈과 2년 동안 냉동 보존한 제대혈의 세포 생존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냉동 보존 기간에 따라 

경향성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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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ell viability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cryopreservation 

 

Duration n 
 TNC  CD34+ cells 

 
Trypan blue (%) 7-AAD (%) 

 
7-AAD (%) 

1 yr 40 
 

87.0 ± 1.6 55.5 ± 6.7 
 

96.2 ± 2.8 

2 yr 41 
 

85.9 ± 3.0 54.8 ± 7.8 
 

96.6 ± 3.0 

3 yr 39 
 

86.7 ± 3.4 55.7 ± 7.8 
 

95.8 ± 3.4 

4 yr 41 
 

86.4 ± 1.9 53.7 ± 7.6 
 

95.6 ± 3.9 

5 yr 39 
 

85.0 ± 2.8 51.0 ± 9.5 
 

93.9 ± 5.1 

P   0.009   0.057  0.018 

Plus-minus values (±) are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Abbreviations: TNC, total nucleated cells; 7-AAD, 7-aminoactinomyci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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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포 자멸사를 일으킨 세포 비율 비교 

냉동 보존 기간에 따라 해동 후 전체 유핵 세포 중 

caspase-3 양성인 세포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6).  

냉동 보존 기간에 따라 해동 후 CD34 양성 세포 중 

Annexin-V 양성 세포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6). 사후 분석 결과, 5년 동안 

냉동 보존한 제대혈 내 CD34 양성 세포 중 세포 자멸사를 

일으킨 세포의 비율이 나머지 다른 그룹의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냉동 보존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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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oportion of apoptotic cells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cryopreservation 

 

Duration n Caspase-3* (%) Annexin-V† (%) 

1 yr 40 4.3 ± 1.9 3.9 ± 4.0 

2 yr 41 5.0 ± 2.6 4.2 ± 3.0 

3 yr 39 5.5 ± 2.7 4.9 ± 3.3 

4 yr 41 5.0 ± 1.8 3.8 ± 2.7 

5 yr 39 4.5 ± 1.8 7.9 ± 5.5 

P 0.163 <0.001 

Plus-minus values (±) are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Caspase-3 staining cells (apoptotic cells) among total nucleated cells 

†Annexin-V staining cells (apoptotic cells) among CD34+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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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FU 수 비교 

냉동 보존 기간에 따라 해동 후 CFU-GEMM 수와 CFU-

GM 수는 냉동 보존 기간에 따른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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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number of CFU-GEMM and CFU-GM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cryopreservation 

 

Duration n 
CFU-GEMM 

(x105/unit) 

CFU-GM 

(x105/unit) 

1 yr 40 0.36 ± 0.77 2.48 ± 3.59 

2 yr 41 0.11 ± 0.30 2.27 ± 2.74 

3 yr 39 0.15 ± 0.82 2.00 ± 2.17 

4 yr 41 0.03 ± 0.15 1.22 ± 1.47 

5 yr 39 0.11 ± 0.30 1.02 ± 1.44 

P 0.165 0.076 

Plus-minus values (±) are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Abbreviations: CFU, colony-forming unit;  

CFU-GEMM, CFU-granulocyte/erythrocyte/macrophage/megakaryocyte; 

CFU-GM, CFU-granulocyte/macroph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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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대혈의 조혈모세포로서의 기능을 나타내는 세포 

수와 CFU 사이의 상관성 분석  

냉동 보존 전과 해동 후 측정한 총 유핵 세포 수와 CD34 양성 

세포 수, 해동 후 측정한 CD34 양성 세포 중 ALDH 양성 세포 

수, ALDH 양성 세포 수, ALDH 양성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 

수와 CFU-GEMM과 CFU-GM 수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Table 8).  

CFU-GEMM 수는 상관성 여부를 분석한 모든 세포 수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며, 냉동 보존 전 CD34 양성 세포 수와의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CFU-GM 수는 냉동 보존 전과 

해동 후 총 유핵 세포 수와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으나, ALDH 

양성 세포 수, CD34 양성 세포 중 ALDH 양성 세포 수, 그리고 

ALDH 양성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 수와의 상관성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CD34 양성 세포 중 세포 자멸사를 일으킨 세포 비율, 즉 

Annexin-V 양성 세포의 비율과 CFU-GEMM과 CFU-GM 수 

사이의 상관성도 분석하였으나, CD34 양성 세포 중 세포 

자멸사를 일으킨 세포 비율과 CFU-GEMM과 CFU-GM 수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각각 P = 0.979, 

P = 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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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number of cells 

reflecting hematopoietic stem cell activity of cord blood and the 

number of CFU-GEMM and CFU-GM  

 

    CFU-GEMM  CFU-GM 

  
r P 

 
r P 

Pre-TNC* (x108/unit) 0.259 <0.001 
 

0.082  0.312 

Post-TNC† (x108/unit) 0.262 <0.001 
 

0.094  0.245 

Pre-CD34‡ (x106/unit) 0.367 <0.001 
 

0.413 <0.001 

Post-CD34§ (x106/unit) 0.308 <0.001 
 

0.343 <0.001 

CD34+ALDHbr cells (x106/unit) 0.295 <0.001 
 

0.415 <0.001 

ALDHbr cells (x106/unit) 0.293 <0.001 
 

0.428 <0.001 

ALDHbrCD34+ cells (x106/unit) 0.233  0.004  0.416 <0.001 

r :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bbreviations: See Table 4, Table 5, and Table 7. 

*the number of TNC before cryopreservation 

†the number of TNC after thawing 

‡the number of CD34+ cells before cryopreservation 

§the number of CD34+ cells after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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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동 후 혈액백 본체와 분절의 제대혈을 이용한 

검사 결과 비교 분석  

혈액백 분절에 냉동 보존된 제대혈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동 후 혈액백 본체와 분절의 제대혈에서 검사한 총 유핵 세포 

수, CD34 양성 세포 수, CD34 양성 세포 중 ALDH 양성 세포 

수, ALDH 양성 세포 수, ALDH 양성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 

수, 세포 생존도, 세포 자멸사를 일으킨 세포의 비율, CFU-GM 

수, CFU-GEMM 수를 비교 분석하였다(Table 9).  

CD34 양성 세포 수를 제외하고, 총 유핵 세포, CD34 양성 

세포 중 ALDH 양성 세포, ALDH 양성 세포, ALDH 양성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 수는 혈액백 본체의 제대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 CD34 양성 세포 수는 혈액백 분절의 

제대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혈액백 본체에서 측정한 CD34 양성 세포 수(Y)와 분절의 

제대혈에서 측정한 CD34 양성 세포 수(X) 사이의 회귀방정식, 

Y=0.898X+1.612을 구하였다(Figure 3).  

총 유핵 세포에서 확인한 세포 생존도는 trypan blue 염색법을 

이용한 경우(분절 86.8%; 본체 86.2%)와 유세포 분석에서 7-

AAD를 이용한 경우(분절 58.9%; 본체 54.1%) 모두에서 혈액백 

분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D34 양성 세포만을 대상으로 유세포 분석에서 7-AAD를 

이용하여 확인한 세포 생존도 역시 혈액백 분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분절 96.5%; 본체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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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유핵 세포 중에서 세포 자멸사를 일으킨 세포 비율을 

확인한 caspase-3 검사에서는 혈액백 분절의 제대혈에 세포 

자멸사를 일으킨 세포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분절 5.3%; 본체 4.8%). CD34 양성 세포 중 세포 

자멸사를 일으킨 세포 비율과 수를 확인한 Annexin-V 

검사에서는 혈액백 본체와 분절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분절 4.7%; 본체 4.9%).  

배양된 CFU-GEMM 수는 혈액백 본체의 제대혈을 배양한 

경우와 분절의 제대혈을 배양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CFU-GM 수는 혈액백 분절의 

제대혈을 배양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은 수가 

배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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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between results obtained from cord blood 

of bag and those obtained from cord blood of segment 

 

    Bag Segment P 

TNC (x103/μL) 33.3 ± 13.1 32.6 ± 13.3 <0.001 

CD34+ cells (/μL) 71.4 ± 50.2 78.0 ± 52.6 <0.001 

CD34+ALDHbr cells (/μL) 69.3 ± 53.7 54.1 ± 38.7 <0.001 

ALDHbr cells (/μL) 50.9 ± 36.5 44.6 ± 34.8 <0.001 

ALDHbrCD34+ cells (/μL) 36.1 ± 26.1 30.2 ± 24.3 <0.001 

Viability  
    

  TNC 
    

    Trypan blue (%) 86.2 ± 2.7 86.8 ± 2.7 <0.001 

    7-AAD (%) 54.1 ± 8.0 58.9 ± 9.5 <0.001 

  CD34+ cells 
    

    7-AAD (%) 95.6 ± 3.8 96.5 ± 4.6  0.026 

Apoptosis 
    

  TNC 
    

    Caspase-3  (%) 4.8 ± 2.2 5.3 ± 2.5 <0.001 

  CD34+ cells 
    

    Annexin-V (%) 4.9 ± 4.1 4.7 ± 3.5  0.346 

 
(/μL) 3.6 ± 5.1 3.3 ± 3.0 0.218 

CFU-GEMM (x105/unit) 0.16 ± 0.56 0.16 ± 0.49 0.957 

CFU-GM (x105/unit) 1.82 ± 2.51 2.34 ± 3.11 0.018 

Plus-minus values (±) are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Abbreviations: See Table 4, Table 5, and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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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gression equation between the number of CD34+ 

cells of cord blood in the segment and the number of CD34+ 

cells of cord blood in the bag 

 

 

  



41 

 

고     찰 

 

제대혈은 냉동 보존 상태이기 때문에 골수나 말초혈액을 이용한 

조혈모세포 이식과 달리 환자에게 이식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냉동 보존하는 동안 

조혈모세포로서의 기능이 유지되어야만 조혈모세포 이식에서 좋은 

치료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대혈의 총 유핵 세포 수와 CD34 

양성 세포 수는 조직적합성항원과 함께 제대혈을 비롯한 

조혈모세포 이식에서 이식 성적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2, 13-19), 냉동 보존하는 동안 제대혈 내 총 유핵 

세포 수와 CD34 양성 세포 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이식센터에서는 주입되는 제대혈 세포수의 기준으로 총 

유핵 세포 수를 선택하고 있으며, 제대혈 처리 후 냉동 보존 전 

시행한 검사 결과 체중 당 최소 2.0 x 107 이상, 해동 후 시행한 

검사 결과 체중 당 최소 1.5 x 107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17, 27). 

일부 이식센터에서는 총 유핵 세포 수뿐만 아니라 이식에 적합한 

최소 CD34 양성 세포 수를 체중 당 1.7 x 105 이상으로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19). 저장 제대혈의 경우, 제대혈 한 단위 내 

존재하는 세포 수가 적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성인에게 이식이 

적합한 저장 제대혈의 수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8). 실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기증 제대혈 은행에 보관된 제대혈을 

대상으로 이식 가능한 최소 총 유핵 세포 수 기준인 2.0 x 

107/kg을 기준으로 이식이 가능한 환자의 몸무게에 대해서 분류해 

본 결과, 소아 몸무게에 해당하는 30 kg 미만의 환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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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의 저장 제대혈이 이식이 가능했던 반면, 성인 몸무게에 

해당하는 60 kg 이상의 환자에게는 약 12%의 저장 제대혈만이 

이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9). 이와 같이 저장 제대혈 한 

단위 내 존재하는 세포 수가 적기 때문에, 냉동 보존하는 동안 저장 

제대혈의 세포 수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냉동 보존 기간에 따른 저장 제대혈의 품질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Broxmeyer 등은 최대 23.5년까지 다양한 기간 동안 냉동 보존된 

제대혈에서 냉동 보존 전과 해동 후 총 유핵 세포 수의 회수율과 

함께 CFU-GM과 CFU-GEMM의 수를 비교하였고, 냉동 전과 

해동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21-24). 

Yamamoto 등은 제대혈을 1달 동안 냉동 보존한 경우와 비교하여 

10년 동안 냉동 보존했을 때, 해동 후 냉동 전 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총 유핵 세포 수와 CD34 양성 세포 수, 그리고 CFU-

GM 수는 감소하지만, 총 유핵 세포 수, CD34 양성 세포 수, 

그리고 CFU-GM 수의 회수율에서는 냉동 보존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을 보고하였다 (25). 하지만, 

CD34 양성 세포와 CFU-GM 수 사이의 상관성이 1달 동안 냉동 

보존한 제대혈에 비해 10년 동안 냉동 보존한 제대혈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냉동 보존 기간 동안 일부 제대혈은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대혈의 냉동 보존 기간이 최대 5년 동안으로 기존 

연구에 비해 냉동 보존 기간이 짧다 하지만, 국내 제대혈 은행에서 

이식용으로 사용될 저장 제대혈과 동일한 조건에서 냉동 보존된 

제대혈을 이용하여 조혈모세포로서의 품질에 변화가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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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함으로써 냉동 보존 중인 이식용 제대혈에 대한 품질 평가를 

대변한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최대 20 단위 

내외의 저장 제대혈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냉동 보존 

기간에 따른 그룹별로 각각 40 단위 내외의 저장 제대혈을 

선택함으로써 총 200 단위의 저장 제대혈을 이용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제대혈 한 단위 내 존재하는 총 유핵 세포 수의 회수율을 비교한 

결과, 냉동 보존 기간이 1년과 2년인 제대혈에서의 회수율이 냉동 

보존 기간이 3년, 4년, 5년인 제대혈에서의 회수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하지만, 각 년도별 평균이 모두 96.7%를 상회하였으므로 

냉동보존기간에 따라 총 유핵 세포 수의 회수율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냉동 보존 기간에 따른 제대혈 그룹간 

조혈모세포로서의 기능을 반영하는 CFU-GEMM 수와 CFU-GM 

수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최대 5년까지는 냉동 보존 기간에 

따른 품질 변화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CD34 양성 세포 수는 측정 방법 차이 뿐만 아니라 측정 장비 

차이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는데, 가동화한 말초 혈액 내 CD34 

양성 세포 수를 single platform ISHAGE 방법으로 FC-500 

(Beckman Coulter)과 FACSCalibur (BD Bioscience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FC-500 (Beckman Coulter)으로 측정한 수치가 FACSCalibur 

(BD Biosciences)를 이용하여 측정한 수치보다 약 21%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C-500 (Beckman 

Coulter)을 이용하여 single platform ISHAGE 방법과 dual 

platform ISHAGE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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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아니었으나 single platform ISHAGE 방법으로 측정한 

수치가 dual platform ISHAGE 방법으로 측정한 수치보다 약 15%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 본 연구에서는 냉동 

보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냉동 보존 과정 중 세포 수 감소가 

나타날 수 있고,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CD34 양성 세포 

수는 측정 방법과 장비에 따라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측정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년까지의 냉동 보존 

기간 동안의 CD34 양성 세포 수의 변화 정도, 즉 회수율은 명확히 

비교 분석할 수 없었다. 하지만, 냉동 전과 해동 후 CD34 양성 

세포 수 측정 방법과 장비가 동일했던 제대혈 그룹, 즉 냉동 보존 

기간이 1년과 2년인 제대혈에서의 CD34 양성 세포 수 회수율을 

통해, 냉동 보존 후 CD34 양성 세포 수 회수율이 68% 내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장 제대혈의 조혈모세포로서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ALDH를 강하게 발현하는 세포, 즉 ALDH 양성 세포 분석을 

도입하였다. ALDH는 retinoid metabolism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로 (31), 제대혈, 골수, 가동화한 말초 혈액에 존재하는 일부 

조혈모세포에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 Storms 등은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하여 ALDH를 강하게 발현하는 세포를 

구별하기 위해 ALDH에 대한 형광 기질, 즉 BAAA를 합성하였고, 

후에 상품화된 시약이 이용되면서, ALDH가 조혈모세포를 구별하기 

위한 표지자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32, 33). 세포 내로 형광 

기질인 BAAA가 유입되면, ALDH에 의해 BAAA는 BODIPY-

aminoacetate (BAA)로 전환이 되고, 전환된 BAA는 세포 내에 

머무르게 되는데, 조혈모세포는 다른 세포들에 비해 A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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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도가 높아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 시 ALDH에 의해 

많은 양의 BAAA가 BAA로 전환되어 형광이 강하게 발현되는 

원리를 통해 조혈모세포를 구별할 수 있다 (34). ALDH 양성 세포 

분석 시, ALDH 억제제인 DEAB를 사용하여 DEAB에 의해 

억제되는 ALDH 양성 세포, 즉 ALDH를 강하게 발현하는 세포 

분획을 구별하게 된다.  

ALDH 양성 세포들 중 일부는 조혈모세포 표지자인 CD34 또는 

CD133을 함께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 Non-obese 

diabetic 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t (NOD/SCID) 

mouse를 이용한 이식 실험들에서 보면, ALDH를 강하게 

발현하면서 CD34 또는 CD133이 양성인 세포나 CD133 또는 

CD34 양성이면서 ALDH를 강하게 발현하는 세포들을 이식한 

경우에는 long-term reconstituting cells로서 역할을 하여 long-

term xenograft와 multilineage hematopoiesis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반면, CD34 또는 CD133 양성이더라도 ALDH를 

약하게 발현하는 세포들을 이식한 경우에는 short-term 

reconstituting cells로서 역할을 하여 short-term xenograft가 

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ALDH를 강하게 발현하더라도 CD34를 

발현하고 있지 않은 세포들은 조혈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32, 

35, 3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DH도 저장 제대혈의 

조혈모세포로서의 품질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도입하였다.  

본 연구 결과, 냉동 보존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ALDH 양성 

세포, ALDH 양성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 CD34 양성 세포 중 

ALDH 양성 세포 수에 유의한 감소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냉동 

보존 기간과 무관하게 전체 저장 제대혈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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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전체 유핵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의 비율은 0.14% ± 

0.10%이었으며, CD34 양성 세포 중 ALDH 양성 세포의 비율은 

74.5% ± 13.8%이었다. 해동 후 전체 유핵 세포 중 ALDH 양성 

세포의 비율은 0.16% ± 0.10%이었으며, ALDH 양성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의 비율은 69.9% ± 15.5%이었다. Storms 등의 

보고에 따르면, 제대혈 내 전체 유핵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의 

비율은 0.90% ± 0.63% (중앙값: 0.80%)이었으며, CD34 양성 

세포 중 ALDH 양성 세포의 비율은 47.9% ± 14.3%이었다. 해동 

후 전체 유핵 세포 중 ALDH 양성 세포의 비율은 0.96% ± 

0.50% (중앙값: 0.91%)이었으며, ALDH 양성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의 비율은 50.9% ± 18.3%이었다 (36). Gentry 등은 본 

연구와 동일하게 냉동 보존한 제대혈을 이용한 ALDH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냉동 보존한 제대혈 내 전체 유핵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의 비율은 0.15% ± 0.08%, ALDH 양성 세포의 비율은 

0.05% ± 0.02%로 냉동 보존 전 제대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보다 낮았으며, ALDH 양성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의 비율은 

77.8% ± 12.9%이었다 (37).  

CFU는 조혈모세포의 생체 외 분화능과 증식능을 확인하는 

검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유 등은 제대혈 이식을 받은 소아 환자 

53명을 대상으로 이식 후 생착 여부를 추적 조사하였는데, 생착이 

성공한 그룹에 비해 생착이 실패한 그룹에서 이식한 제대혈의 

CD34 양성 세포 수와 CFU-GM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두 명의 환자의 경우 해동 후 시행한 

CFU 검사에서 CFU-GM이 자라지 않았던 제대혈을 이식 

받았는데, 이식에 충분한 양의 총 유핵 세포 수를 가지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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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을 이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 모두 생착이 실패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CFU-GM 수를 제대혈의 조혈모세포로서의 

품질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제안하였다 (3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제대혈을 대상으로 냉동 전과 해동 

후 총 유핵 세포와 CD34 양성 세포 수와 함께, 해동 후 CD34 

양성 세포 중 ALDH 양성 세포, ALDH 양성 세포, ALDH 양성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 수와 CFU-GEMM과 CFU-GM 사이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CFU-GEMM과 CFU-GM 모두 CD34 양성 

세포 중 ALDH 양성 세포, ALDH 양성 세포, ALDH 양성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 수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FU-GM은 CD34 양성 세포 수와의 상관성보다 CD34 양성 세포 

중 ALDH 양성 세포, ALDH 양성 세포, ALDH 양성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 수와의 상관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CFU 검사는 

14일이 걸리는 반면, ALDH는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총 유핵 세포와 CD34 양성 세포 수뿐만 

아니라 ALDH 양성 세포 수도 저장 제대혈의 조혈모세포로서의 

품질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포 생존도 뿐만 아니라 세포 자멸사 평가도 저장 제대혈의 

품질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도입하였다. Trypan blue와 7-AAD는 

세포막이 온전치 못한 죽은 세포만을 염색하는 반면, Annexin-V는 

초기 세포 자멸사 과정 중 내측 세포막에서 외측 세포막으로 

위치가 변화하는 phosphatidylserine에 부착되기 때문에 세포 

자멸사가 일어난 세포를 구별하는데 사용된다 (39, 40). Caspase-

3는 세포 자멸사 과정 중 활성도가 증가한다 (41). 5년 이상 냉동 

보존한 저장 제대혈의 경우, 3년 이내로 냉동 보존한 저장 제대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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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CD34 양성 세포 중 세포 자멸사가 일어난 세포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NOD/SCID를 이용한 이식 실험 결과 세포 자멸사가 

없는 세포가 세포 자멸사가 있는 세포보다 생착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42).  

본 연구 결과, 최대 5년 동안 냉동 보존하는 동안에는 저장 

제대혈의 세포 생존도, 세포 자멸사를 일으킨 세포 비율, CFU 

수에서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냉동 조건에서 보관된 혈액백 분절의 

제대혈이 혈액백 본체에 냉동 보관된 제대혈의 특성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다. Rodríguez 등은 냉동 

보존 기간이 3년 이상인 저장 제대혈 20 단위를 이용하여 해동 후 

혈액백 본체와 분절의 제대혈에서 측정한 총 유핵 세포 수, CD34 

양성 세포 수, 총 CFU 수, 세포 생존도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하였다 (43). 반면, Goodwin 등은 

냉동 보존 기간이 1달에서 5년 사이인 저장 제대혈 30 단위를 

이용하여 해동 후 혈액백 본체와 분절의 제대혈에서 총 CFU 수와 

세포 생존도를 측정하였는데, 총 CFU 수는 본체와 분절의 제대혈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포 

생존도는 분절의 제대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을 

보고하였다 (44). 본 연구 결과, 전체 유핵 세포를 대상으로 

trypan blue 염색과 7-AAD를 통해 확인한 세포 생존도는 모두 

혈액백 분절의 제대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아 Goodwin 

등의 보고와 일치하였으며, CD34 양성 세포만을 대상으로 7-

AAD를 이용하여 확인한 세포 생존도도 혈액백 분절의 제대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D34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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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중 세포 자멸사를 일으킨 세포 수는 혈액백 본체와 분절의 

제대혈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혈모세포로서의 기능을 나타내는 세포들의 수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세포들은 혈액백 본체의 제대혈에서 유의하게 더 높게 

측정되었지만, CD34 양성 세포는 혈액백 분절의 제대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CD34 양성 세포 

수와 상관성을 보였던 CFU-GM도 혈액백 분절의 제대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은 수가 배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저장 제대혈이 제대혈 은행에서 이식 기관으로 

출고될 때, 제대혈 은행에서는 혈액백 분절의 제대혈을 이용하여 총 

유핵 세포 수와 CD34 양성 세포 수를 측정하여 냉동 전 결과와 

비교하여 회수율을 확인한다. 제대혈의 조혈모세포로서의 기능을 

반영하는 세포들 중 CD34 양성 세포 수는 다른 세포들과 달리 

혈액백 본체의 제대혈에서 보다 혈액백 분절의 제대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 이식 기관에서는 이식 전에 

혈액백 본체의 제대혈을 소량 채취하여 CD34 양성 세포 수를 

재확인하고 있는데, 혈액백 분절의 제대혈과 본체의 제대혈에서 

측정한 CD34 양성 세포 수가 차이를 보이게 되면, 결국 제대혈 

은행과 이식 기관의 검사 결과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개의 제대혈의 혈액백 본체와 분절을 대상으로 

하여, 혈액백 본체에서 측정한 CD34 양성 세포 수와 분절에서 

측정한 CD34 양성 세포 수 사이의 회귀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으며, 향후 혈액백 분절의 제대혈에서 측정한 CD34 양성 세포 

수를 통해 혈액백 본체의 제대혈에서 측정한 CD34 양성 세포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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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는데 이 회귀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대혈 은행에서는 이식 기관에 CD34 

양성 세포 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최대 5년까지의 냉동 보존 기간 

동안에는 저장 제대혈의 품질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장 제대혈 품질 평가 항목으로서 ALDH 양성 

세포 수의 유용성을 확인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조혈모세포 기능을 

반영하는 표지자인 총 유핵 세포와 CD34 양성 세포와 함께 ALDH 

양성 세포도 저장 제대혈의 조혈모세포로서의 품질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제대혈 은행에서는 저장에 적합한 제대혈 선정 기준으로 총 유핵 

세포 수의 최소 기준만 정하고 있지만, 저장 제대혈의 수가 늘어 

다양한 조직적합성항원을 가진 제대혈이 확보된 이후에는 총 유핵 

세포 수뿐만 아니라 CD34 양성 세포 수에 대한 저장 기준을 

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장에 적합한 CD34 양성 

세포 수의 기준 설정 시, 저장 제대혈의 CD34 양성 세포 수 

회수율이 현재 제대혈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CD34 양성 세포 수 

측정 방법과 측정 장비 기준으로 냉동 보존 이후 68% 내외인 것을 

감안하여 기준을 설정한다면 보다 좋은 품질의 제대혈을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적으로는 이식 제대혈제재의 해동 후 총 유핵 세포 수의 

회수율이 평균 96.7% 이상이며, 총 유핵 세포의 세포 생존도는 

평균 86.2%라는 점; 7-AAD 로 측정한 총 유핵 세포의 세포 

생존도는 평균 54.1%에 불과하지만, CD34 양성 세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평균 95.6%의 세포가 살아있다는 점; 조혈모세포의 



51 

 

기능을 실험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실험기간이 2주가 소요되고 

검사자에 따른 표준화가 어려운 CFU-GM이, 유세포 분석기로 

측정 가능한 ALDH 양성 세포 중 CD34 양성 세포 

수(ALDHbrCD34+ cells)와 좋은 상관 관계를 보인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 강조할 점들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혈액백 본체와 

분절의 제대혈을 이용한 검사 결과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향후 

제대혈 은행에서는 이식을 위해 출고 또는 출고 예정인 제대혈의 

이식 전 검사 결과 해석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장 

제대혈에 대한 품질 평가 및 품질 관리를 통해 국내 제대혈 은행에 

냉동 보존 중인 제대혈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에서 제대혈이 보다 활발히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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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Cord blood (CB) units have been cryopreserved before 

hematopoietic stem cells transplantation (HSCT), therefore, quality of CB 

units as a source of HSCT should be maintained during cryopreservation 

perio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quality of cryopreserved CB 

units according to the cryopreservation period. Also, through the analysis on 

whether the results of CB from segment reflect the results of CB from 

freezing bag used in HSCT, we evaluated the representativeness of CB from 

segment. 

Methods: We used the CB units rejected fro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ublic Cord Blood Bank inventory due to inappropriate test 

results after conventional processing. Total 200 CB unit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cryopreservation period from 1 year to 5 years. After thawing 

of cryopreserved CB units, the numbers of total nucleated cells (TNC), 

CD34+ cells, and aldehyde dehydrogenase (ALDH) analysis, cell viability 

test, apoptosis test, and colony-forming unit (CFU) analysis were examined in 

both CB from freezing bag and CB from segment, respectively. We conducted 

the comparative analysis for identifying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numbers of TNC and CD34+ cells, and cell viability obtained 

before cryopreservation and those obtained after thawing. Also, we conducted 

the analysis for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covery rates of 

TNC and CD34+ cells, and the results of ALDH analysis, cell vi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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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ptosis test, and CFU analysis according to the cryopreservation period. In 

the same CB units, we conduct the comparative analysis for identifying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sults between the CB from freezing 

bag and the CB from segment after thawing. 

Results: The number of CD34+ cells decreased after thawing.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covery rates of TNC and CD34+ 

cells, and the results of ALDH analysis, cell viability test, apoptosis test, and 

CFU analysis according to the cryopreservation period, therefore, no change 

of quality were observed during cryopreservation. The number of cells with 

high ALDH activity (ALDHbr cells), cells with high ALDH activity among 

CD34+ cells (CD34+ALDHbr cells), and CD34+ cells among cells with high 

ALDH activity (ALDHbrCD34+ cell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CFU-granulocyte/erythrocyte/macrophage/ 

megakaryocyte and CFU-granulocyte/macrophage (GM). In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ults between the CB from freezing bag and the CB from 

segment, the number of TNC, ALDHbr cells, CD34+ALDHbr cells, and 

ALDHbrCD34+ cells of CB from freezing bag were significantly higher. The 

numbers of CD34+ cells and CFU-GM of CB from segment were 

significantly higher. Cell viability of CB from segment was higher, however, 

the proportion of apoptotic cells among TNC was also high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roportion of apoptotic cells among CD34+ cells between 

the CB from freezing bag and the CB from segment. 

Conclusion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ryopreservation up to 5 years does 

not affect the quality of cryopreserved CB units. Also, the resul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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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CB from freezing bag and the CB from 

segment provide evidence that the CB from segment represents the quality of 

the main CB unit before transplantation. 

 

 

-------------------------------------------------- 

Keywords: cord blood units, cryopreservation, quality control 

Student number: 2009 - 30537                  

  



63 

 

감 사 문 

 

박사 과정 동안 지도해 주신 윤종현 교수님과 실험 진행과 논문 

작성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신수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실험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기증 

제대혈 은행 선생님들께 감사 드리며, 완성도가 높은 논문을 위해 

심사 중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영배 교수님, 

한규섭 교수님, 윤강섭 교수님,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태규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으로 아기의 제대혈을 기증해 주신 모든 

산모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서론 
	실험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참고문헌 
	초록 (영문) 
	감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