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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태반 모사 장기칩에서 

분자 수송 특성에 관한 연구 

이지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바이오엔지니어링 전공 

 

본 연구의 목표는 태반관문(Placental barrier)의 이중세포층 

구조를 미세유체 칩에 구현하여, 기존의 태반 실험모델보다 인체와의 

유사성 및 연구 범위 측면에서 우수한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태반 모사 

장기칩(Placenta-on-a-chip)’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개발된 칩을 

이용하여 태반관문을 구성하는 세포층의 분자 수송 특성을 관찰함으로써 

칩의 구조적 장점과 연구 범위를 확인하고, 칩 내의 세포층과 인체의 

태반 관문의 기능적 유사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태반 모사 장기칩은 유리화된 콜라겐 성분의 막 

구조(Collagen Vitrigel Membrane, 이하 CVM)을 사이에 두고 접착된 

두 개의 PDMS 미세채널에서 두 종류의 세포를 분리 배양하여 

제작되었다. 상부 채널에서는 배꼽정맥내피세포(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를, 하부 채널에서는 영양막세포(Trophoblast)를 각각 

CVM의 윗면과 아랫면에 부착시켜 배양하였다. 세포를 장기적으로 

생존시킴과 동시에 체내 혈관과 유사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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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내에는 시린지 펌프에 의해 일정한 속도로 배양액이 공급되었다.  

각각의 세포층의 분자 수송 특성과 세포층간 상호 작용이 수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중세포층, 영양막세포의 단일세포층, 

배꼽정맥내피세포의 단일세포층, 그리고 배양된 세포가 없는 CVM등 총 

네 가지 형태의 관문(barrier)을 형성한 모델에서 글루코오스와 

인슐린의 세포층별 투과 경향을 관찰하였다. 모체모사부인 하부 채널에 

높은 농도의 글루코오스/인슐린을 함유한 배양액을, 태아모사부인 상부 

채널에는 낮은 농도의 글루코오스/인슐린을 함유한 배양액을 일정한 

속도로 공급하고, 소모된 배양액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 각각의 

글루코오스/인슐린 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CVM 양면에 배양된 두 세포는 모두 채널에 주입된 후 24시간 

이내에 온전한 밀착연접을 형성하였으며 3일 이내에 채널 전체로 

증식하여 이중세포층을 형성하였다. 글루코오스 수송 실험에서는 

영양막세포에 의한 글루코오스 흡수가 관찰되었고 글루코오스와 인슐린 

수송 실험 모두에서 JEG-3가 HUVEC보다 뛰어난 보호적 기능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단일세포층의 특성을 관찰했을 뿐 아니라, 투과상수 

분석으로부터 두 세포의 상호작용이 글루코오스 및 인슐린의 수송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 또한 얻을 수 있었다. 이중세포층 

모델에서의 글루코오스/인슐린 투과 경향 및 대사율은 보고된 

태반관문에서의 행동과 일치하였다. 

태반 모사 장기칩은 기존의 태반 실험 모델에 비하여 제작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이 적고 구조적, 기능적, 환경적 유사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세포의 종류별 특성은 물론 세포층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까지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인체와의 기능적 유사성에 

대해서는 분자생물학적 행동 기전 규명, 동일한 조건의 생체 내 실험 

등을 통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지만, 본 논문에서 얻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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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구 플랫폼으로서 태반 모사 장기칩의 잠재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태반 모사 장기칩, 생체외 태반관문 모델, 태반 분자 수송 

학   번 : 2013-21040 



 

 iv 

목    차 
 

초    록 ............................................................................................................... i 

목    차 ............................................................................................................. iv 

1. 서    론 ......................................................................................................... 1 

1.1. 배경 ........................................................................................................................ 1 

1.2. 연구의 필요성 ................................................................................................... 5 

1.3.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8 

2. 방    법 .......................................................................................................10 

2.1. 미세유체 칩 제작 .......................................................................................... 10 

2.2. CVM 표면의 세포층 형성 ......................................................................... 15 

2.3. 이미지 획득 및 분석 ................................................................................... 19 

2.4. 글루코오스 및 인슐린 수송 실험 ......................................................... 21 

2.5. 데이터 분석 방법 .......................................................................................... 23 

3. 결과 및 분석 ...............................................................................................26 

3.1. CVM 표면에서의 세포 증식 .................................................................... 26 

3.2. 글루코오스 수송 실험 결과 및 분석 ................................................... 28 

3.3. 인슐린 수송 실험 결과 및 분석 ............................................................ 34 

4. 결론 및 고찰 ...............................................................................................38 

4.1. 고찰 ..................................................................................................................... 38 

4.2. 결론 ..................................................................................................................... 39 

참고 문헌 ..........................................................................................................41 

Abstract ............................................................................................................44 

 

  



 

 v 

그림 목차 
 

그림 1. 태반융모와 태반관문의 구조 ......................................................................... 2 

그림 2. 태반 모사 장기칩과 태반관문의 세포층 구조 비교 ........................... 8 

그림 3. 포토리소그래피 .................................................................................................. 11 

그림 4. 소프트리소그래피 ............................................................................................. 12 

그림 5. CVM 형성 과정.................................................................................................. 13 

그림 6. PDMS 미세채널의 접착. ................................................................................ 14 

그림 7. BL 모델 세포층 형성 및 배양 .................................................................... 18 

그림 8. 세포 증식 측정 알고리즘의 데이터 처리 과정.................................. 20 

그림 9. 4가지 모델에서의 글루코오스 및 인슐린 수송 실험....................... 21 

그림 10. 채널 내에서의 세포 증식 및 밀착연접 생성 .................................... 26 

그림 11. 이중세포층의 생존 검사 이미지와 이미지 처리 결과 ................. 27 

그림 12. 채널별 글루코오스 감소량/증가량 ......................................................... 28 

그림 13. 글루코오스 수송률 ........................................................................................ 29 

그림 14. 모델 혹은 세포층별 글루코오스 투과성 계수 ................................. 30 

그림 15. 채널별 인슐린 감소량/증가량. ................................................................. 34 

 

 

 

표 목차 
 

표 1. 태반관문에서의 물질 이동 기작 ....................................................................... 3 

 

file:///F:/0.%20Grad.%20School/3.%20Research%20(in%20progress)/1.%20P-chip/4.%20Paper/졸업논문/이지수_석사졸업논문_final.docx%23_Toc408322011
file:///F:/0.%20Grad.%20School/3.%20Research%20(in%20progress)/1.%20P-chip/4.%20Paper/졸업논문/이지수_석사졸업논문_final.docx%23_Toc408322012
file:///F:/0.%20Grad.%20School/3.%20Research%20(in%20progress)/1.%20P-chip/4.%20Paper/졸업논문/이지수_석사졸업논문_final.docx%23_Toc408322013
file:///F:/0.%20Grad.%20School/3.%20Research%20(in%20progress)/1.%20P-chip/4.%20Paper/졸업논문/이지수_석사졸업논문_final.docx%23_Toc408322014
file:///F:/0.%20Grad.%20School/3.%20Research%20(in%20progress)/1.%20P-chip/4.%20Paper/졸업논문/이지수_석사졸업논문_final.docx%23_Toc408322015
file:///F:/0.%20Grad.%20School/3.%20Research%20(in%20progress)/1.%20P-chip/4.%20Paper/졸업논문/이지수_석사졸업논문_final.docx%23_Toc408322016
file:///F:/0.%20Grad.%20School/3.%20Research%20(in%20progress)/1.%20P-chip/4.%20Paper/졸업논문/이지수_석사졸업논문_final.docx%23_Toc408322017
file:///F:/0.%20Grad.%20School/3.%20Research%20(in%20progress)/1.%20P-chip/4.%20Paper/졸업논문/이지수_석사졸업논문_final.docx%23_Toc408322018
file:///F:/0.%20Grad.%20School/3.%20Research%20(in%20progress)/1.%20P-chip/4.%20Paper/졸업논문/이지수_석사졸업논문_final.docx%23_Toc408322019
file:///F:/0.%20Grad.%20School/3.%20Research%20(in%20progress)/1.%20P-chip/4.%20Paper/졸업논문/이지수_석사졸업논문_final.docx%23_Toc408322020
file:///F:/0.%20Grad.%20School/3.%20Research%20(in%20progress)/1.%20P-chip/4.%20Paper/졸업논문/이지수_석사졸업논문_final.docx%23_Toc408322021
file:///F:/0.%20Grad.%20School/3.%20Research%20(in%20progress)/1.%20P-chip/4.%20Paper/졸업논문/이지수_석사졸업논문_final.docx%23_Toc408322022
file:///F:/0.%20Grad.%20School/3.%20Research%20(in%20progress)/1.%20P-chip/4.%20Paper/졸업논문/이지수_석사졸업논문_final.docx%23_Toc408322023
file:///F:/0.%20Grad.%20School/3.%20Research%20(in%20progress)/1.%20P-chip/4.%20Paper/졸업논문/이지수_석사졸업논문_final.docx%23_Toc408322024
file:///F:/0.%20Grad.%20School/3.%20Research%20(in%20progress)/1.%20P-chip/4.%20Paper/졸업논문/이지수_석사졸업논문_final.docx%23_Toc408322025


 

 1 

1. 서    론 
 

1.1. 배경 
 

1.1.1. 태반 

태반은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후 태아의 초기 영양막세포(임신 

중 태아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중요한 장기로써,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후 태아의 영양막세포(trophoblast)가 모체의 자궁내벽에 

파고들며 생성된 융모가 퇴화되지 않고 남아 기능하는 부분이다. 태반의 

주요 기능으로는 모체와 태아 간의 물질 교환 중재, 주요 호르몬 분비, 

그리고 외생 물질로부터의 태아 보호 등이 있다. 

특히 태반융모(그림 1A) 끝의 세포층 구조인 태반관문(Placental 

barrier)을 통해서 일어나는 물질 교환은 태아에게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제공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으로, 탯줄을 

통해 태반을 순환하는 태아혈이 태반관문을 사이에 두고 모체혈과 

접촉하며 이루어진다. 태반관문(그림 1B)은 모체혈과 직접 닿는 

영양막세포층(Trophoblast), 결합 조직(Connective tissue), 

기저층(Basal lamina), 그리고 태아의 혈관내피세포층(Fetal vascular 

endothelium)으로 이루어져있다. 임신 말기로 갈수록 초기 

영양막세포(cytotrophoblast)가 서로 합쳐져 거대 다핵 세포인 

합포체영양막세포(Syncytiotrophoblast)로 변화하며, 결합 조직의 

두께가 얇아져 태아의 혈관과 모체혈이 보다 가깝게 위치한다. 이 때 두 

세포층이 직접 맞닿아 이중세포층 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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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태반융모와 태반관문의 구조. A. 모체혈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태반 융모의 구조. 태반 융모의 바깥면은 영양막세포층이 감싸고 있다. 

B. 임신 초기(왼쪽)와 말기(오른쪽)의 태반관문의 세포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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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태반 내 물질 이동 기작 

태반에서의 물질 이동 기작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첫 번째는 단순 확산으로, 모체혈과 태아혈의 농도 차이에 의해 

플럭스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농도 차이에 따라 발생하기는 

하지만 세포 표면의 수송 단백질의 동작으로 그 속도가 촉진되는 기능적 

확산이다. 세 번째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능동 수송이며, 나머지 한 

가지는 세포섭취작용(endocytosis)과 유출작용(exocytosis)이다[2-4]. 

 

표 1. 태반관문에서의 물질 이동 기작 

이동 기작 원리 대상 물질 예시 

단순 확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 이동 
호흡가스, 저분자 

무기화합물 

기능적 확산 농도 차이에 따른 수송 단백질 동작 포도당 

능동수송 
에너지를 소모하여 농도와 관계없이 

수송 단백질 동작 
아미노산, 칼슘, 철 

세포 섭취 및 

유출 작용 
다양한 형태의 내포/외포 작용 

고분자의 지방과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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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장기칩(Organ-on-a-chip) 

반도체 공정 기술과 함께 발달한 마이크로공학 기술은 높은 

정확도로 마이크로 단위의 규격을 가진 구조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포토리소그래피와 소프트리소그래피 기술[5]은 반영구적 

몰드를 이용한 스탬핑(Stamping)을 통해 손쉽게 마이크로 구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인체의 혈관이나 장기의 세포층 등 

미세 구조를 생체외에서 모사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6, 7]. 

장기 모사칩의 성공적인 사례로는 Harvard Wyss Institute에서 

개발한 폐 모사 장기칩(Lung-on-a-chip)[8]과 대장 모사 

장기칩(Gut-on-a-chip)[9]을 들 수 있다. 두 연구에서는 

포토리소그래피와 소프트리소그래피 기술로 poly(dimethylsiloxane) 

(PDMS) 미세채널과 다공성 막으로 이루어진 칩을 제작하였고, 칩 

내부에서의 세포 배양을 통해 장기의 세포층 구조를 구현하였으며, 

나아가 시린지 펌프와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실제 장기와 유사한 기계적 

환경을 제공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생체외 장기 모사칩은 모사된 세포층을 기준으로 장기 

내부와 외부의 교류에 관한 연구에 유용한 플랫폼으로써, 인체와 구조적 

유사성이 높고 환경적인 조건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포층의 

기능과 상호 작용에 대한 실험은 물론 약물 전임상 테스팅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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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필요성 

1.2.1. 태반 물질 교환 연구의 중요성 

최근 십여 년 간의 태아 프로그래밍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출생 시 체중은 영·유아 시기의 사망률[10]뿐 아니라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 당뇨, 비만 등 평생의 건강 문제와 높은 

연관성이 있다[11-13]. 출생 시 체중은 태반에 의한 영양소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14, 15], 정상 태반은 물론 임신 질병 하의 

비정상 태반의 물질 교환 기능에 대해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만성 

질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형아 출산과 임산부의 질병 관리 측면에서도 태반을 통한 

물질 이동 연구가 필수적이다. 기형아 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약물 및 

알코올 섭취임에도 임신한 여성의 70%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보고된 바 있으며[16], 현존하는 

대부분의 약물의 태반 투과성이 조사되지 않은 가운데[17] 매년 30여 

종류의 신약이 FDA 산하 CDER(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약물뿐 아니라 오염 

물질 등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물질까지 포함하면 향후 태반 투과성 

검사가 필요한 대상 물질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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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태반 실험 모델의 종류 및 장단점 

태반에 대한 생체내(in vivo) 연구는 재정적, 윤리적 한계와 

태아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해 제약이 많다. 특히 직접적으로 물질을 

투여해야 하는 수송 실험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에 대해 단언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 실험 모델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해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실험 

모델로는 실험 동물 모델, 탈체(ex vivo) 태반분엽 관류 실험 모델, 

생체외(in vitro) 세포 배양 모델 등이 있다. 이들 중 실험 동물 모델은 

윤리적인 논란과 이종 간의 차이점 등의 문제로 가능한 경우 다른 

모델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추세이다[18]. 

탈체 태반분엽 관류 실험 모델의 경우 출산 후 모체 밖으로 나온 

태반의 혈관에 원하는 성분을 가진 용액을 일정 시간 관류시켜 결과를 

얻는다. 현재까지 영양소[19-21], 약물[17, 22, 23], 나노입자[24, 25] 

등 다양한 물질의 태반 통과 여부를 확인하는 일에 활용되었으며, 

현존하는 태반 실험 모델 중 유일하게 사람의 조직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와의 유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과 인력 비용이 크고 실험 과정이 복잡하여 

성공률이 절반에 그칠 뿐 아니라, 분만 후의 태반을 이용하기 때문에 

임신 기간 내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태반의 생리를 다각적으로 

연구하기 어려운 모델이기도 하다. 조직 준비 과정에 대해 공인된 

프로토콜이 없는 것도 커다란 한계점 중 하나이며[18], 해당 모델을 

사용할 경우 세포층 각각의 특성을 관찰할 수 없다. 

생체외 세포 배양 모델은 1차배양세포와 세포주 배양을 모두 

포함한다. 물질 수송 실험에서는 다공성 막 위에서 영양막세포를 

배양하여 막 바깥으로의 분자 이동을 관찰하거나[26-28],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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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 접시 내에서 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단백질을 분석하는 등 

분자수준의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이 모델은 사람의 세포를 이용하여 

비교적 용이한 연구가 가능하지만, 태반관문의 구조적, 환경적 특징 및 

세포 간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험 모델로서의 적합성이 부족하다. 

인체 조직이지만 생산성이 낮고 준비 및 연구 과정에 한계가 있는 

태반분엽 관류 실험 모델과 세포수준의 연구에 유리하나 인체와의 

유사성이 떨어지는 생체외 세포 배양 모델만으로는 1.2.1.에서 언급했던 

연구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생산성과 

인체와의 유사성이 높고 다양한 연구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실험 모델의 

필요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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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3.1. 태반 모사 장기칩 개발 

본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적은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고 인체와 

구조적인 유사성을 지닌 태반 모사 장기칩을 개발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태반관문의 영양막세포층-기저층-배꼽혈관내피세포층 

순서의 밀착된 층 구조를 PDMS 미세유체 칩 내에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PDMS로 만들어진 2개의 미세채널을 유리화(vitrify)한 

콜라겐 막 구조(Collagen Vitrigel Membrane, 이하 CVM)로 분리한 후, 

두 채널에 배꼽혈관내피세포 세포주(HUVEC)와 영양막세포 

세포주(JEG-3)를 각각 주입하여 CVM 양면에 분리 배양하였다(그림 

2). 장기 배양 및 미세유체 환경 구현을 위하여, 시린지 펌프를 

이용하여 채널 내에 신선한 배양액을 일정한 속도로 흘려주었다. 

칩의 주재료로 쓰인 PDMS는 기체 투과율이 높아 내부에서의 

세포 배양에 적합하고 시각적으로 투명하여 현미경을 이용한 관찰이 

용이한 고분자 물질[29]로, 앞서 언급했던 폐 모사 장기칩과 대장 모사 

장기칩에서도 사용되었다. 또한 CVM은 기저층의 주성분인 콜라겐 

성분의 막 구조로서, 기존에 세포가 자랄 지지대로 PDMS 다공성 막을 

사용해왔던 것과 달리 생체와의 유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CVM 표면에서 성공적인 세포 생존 및 증식은 보고된 바 있다[30].  

그림 2. 태반 모사 장기칩과 태반관문의 세포층 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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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세포층별 분자 수송 특성 관찰 

본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은 세포층이 형성된 CVM의 위, 아래로 

서로 다른 성분의 용액을 공급할 수 있다는 칩의 구조적 장점을 

이용하여 태반관문을 구성하는 두 가지 세포층의 분자 수송 특성 및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이다. 교환 대상 물질로 기능적 확산을 통해 

태반관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양소인 글루코오스와 반대로 거의 

태반관문을 지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슐린을 선정하여, 두 분자의 

이동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세포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세포층(Bi-layer, 이하 BL) 모델, 영양막세포 단일세포층(JEG-3 

single layer, 이하 JS) 모델, 배꼽혈관내피세포 단일세포층(HUVEC 

single layer, 이하 HS) 모델, 그리고 음성 대조군인 CVM (CVM only, 

이하 CO) 모델까지 총 4가지 형태의 관문(barrier)을 형성한 모델을 

준비한 후, 각 모델의 상·하부 채널에 글루코오스(혹은 인슐린) 농도가 

다른 배양액을 공급하고 시린지 펌프를 이용하여 일정 속도로 

흘려주었다. 채널을 지나온 배양액은 각 채널의 배출구에서 모아졌으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모인 배양액의 글루코오스(혹은 인슐린) 농도를 

측정하였다. 

 

1.3.3. 개발된 칩의 연구 활용 및 우수성 확인 

본 연구에서는 1.3.2. 항목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를 모델별로 

비교 분석하여 태반 모사 장기칩의 넓은 연구 범위를 확인하고, 

BL모델에서의 글루코오스 및 인슐린 수송 경향성을 해당 분자들의 

태반관문에서의 이동과 비교함으로써 칩과 인체 간의 기능적 유사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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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    법 
 

2.1. 미세유체 칩 제작 

2.1.1. 포토리소그래피를 이용한 몰드 제작 

PDMS 미세채널 패턴을 제작하기 위한 몰드는 반도체 공정실에서 

미세제조기술 중 하나인 포토리소그래피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제작 

과정은 그림 2A에 간략하게 소개되었으며, 목표 높이인 200μm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포토레지스트의 Datasheet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① 실리콘 웨이퍼 클렌징 

실리콘 웨이퍼(Taewon Scientific)는 황산과 과산화수소수를 

3:1 부피비로 섞은 용액인 PIRANHA에 30분 이상 담가 먼지를 

제거하고, 3차 증류수, 아세톤, 메탄올 순서로 표면을 3회 씻어내었다. 

마지막으로 에어건과 핫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②  포토레지스트 도포와 Soft bake 

음성 포토레지스트(Microchem)인 SU-8 2075 4ml를 클렌징이 

끝난 웨이퍼 위에 올린 후, Spin coater를 이용하여 웨이퍼를 

500rpm에서 7초, 6000rpm에서 30초 회전시켜 포토레지스트가 

일정한 높이로 도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웨이퍼를 65℃ 

핫플레이트에서 7분, 95℃ 핫플레이트에서 40분 soft bake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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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외선 노출 및 PEB(Post-Exposure Bake) 

Autocad(Autodesk)를 이용하여 디자인한 채널 패턴(그림 

2B)이 새겨진 마스크를 도포된 포토레지스트 위에 위치시킨 후 

웨이퍼를 33mW 자외선에 18.5초 노출시켰다. 노출이 끝난 웨이퍼는 

65℃ 핫플레이트에서 5분, 95℃ 핫플레이트에서 18분 bake하였다. 

 

④ Development 및 Hard bake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의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PEB까지 완료한 웨이퍼를 developer 용액에 담가 17분 처리하였다. 

그 후 IPA 용액을 사용하여 남아있는 포토레지스트가 없음을 확인한 

몰드를 DI water로 세척하고 30분 이상 150℃ 핫플레이트에서 hard 

bake하였다. 

  

그림 3. 포토리소그래피. A. 몰드 제작 과정. B. Photomask의 채널 패턴 

및 규격(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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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PDMS 미세채널 제작 

완성된 몰드를 바탕으로 소프트리소그래피(Soft lithography)를 

이용하여 상·하부 PDMS 미세채널이 제작되었다(그림 3A). 먼저 PDMS 

base(Dow corning)와 curing agent(Dow corning)를 10:1의 중량비로 

혼합하고 거품기로 균일하게 섞은 후, dessicator(SciLab)를 이용하여 

거품을 제거하였다. 거품이 제거된 PDMS prepolymer는 몰드에 부어 

65℃ 건조 오븐에서 4시간 이상 경화하였다. 그 후 경화된 PDMS를 

몰드에서 떼어내어, 직경 2mm의 원형 바이옵시로 각 채널의 주입구와 

배출구가 되어줄 구멍을 뚫어주었다. 만들어진 PDMS 미세채널에서 

세포가 배양될 중앙부의 규격은 폭 약 500μm, 높이 약 200μm, 길이 

1cm였다(그림 3B). 

그림 4. 소프트리소그래피. A. PDMS 미세 채널 제작. B. 채널 단면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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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CVM 형성 

제작된 PDMS 하부채널 위에 콜라겐 막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제1형 콜라겐 용액(BD Biosciences)과 10x DMEM(Sigma Aldrich), 

3차 증류수를 섞은 후 산성도 중화를 위해 1N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첨가하여 콜라겐 농도 2.4mg mL-1, pH 7.4의 용액을 제조하였다. 

볼텍싱(Voltexing) 및 스핀 다운(Spin down)을 통해 균일하게 섞은 

용액을 pH Test strip(Sigma Aldrich)을 이용하여 산성도 중화 정도를 

확인하였다. 완성된 용액 50μl를 파이펫을 이용하여 PDMS 하부 

패널(panel)의 채널 중앙부 위로 채널 바닥에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도포하였다. PDMS 패널 위에 올려진 콜라겐 용액은 5% CO2 환경 하의 

37℃ 인큐베이터에서 40분 간 젤화된 후, 실온에서 24시간 이상 

건조되어 CVM을 형성하였다(그림 4). 

  

그림 5. CVM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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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상·하부 채널의 접착 

CVM이 형성된 하부 채널과 상부 채널이 있는 PDMS 면은 

접착을 위해 Plasma cleaner(Harrick plasma)에서 각각 30초 동안 

처리되었다. 처리된 면은 두 채널의 중앙부가 일치하도록 현미경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부착되었고(그림 6A, 6B), 65℃ 건조오븐에서 

30분 동안 접착을 강화하였다. 이 단계를 통해 PDMS 미세채널 두 

개가 CVM을 사이에 둔 구조가 완성되었다. CVM이 상부 채널과 하부 

채널을 분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푸른색과 붉은색 잉크를 

이용하여 검사하였다(그림 6C). 

  

그림 6. PDMS 미세채널의 접착. A. 두 채널의 정렬. B. 접착 후 채널 

중앙부의 단면 구조. C. CVM에 의한 상부 채널(푸른색)과 하부 

채널(붉은색)의 분리. 



 

 15 

2.2. CVM 표면의 세포층 형성 

2.2.1. 세포 배양 

영양막세포의 세포주로 임신 말기 합포체영양막세포(Syncytio-

trophoblast)과 생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세포주인 JEG-3(ATCC)를 

사용하였다. JEG-3 세포는 10%(부피비) FBS와 1%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이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Gibco) 배지를 이용하여 배양되었으며, 모든 

실험에는 passage 15 이하의 건강한 세포들만 사용되었다. 

배꼽혈관내피세포는 세포의 생존을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렌티 

바이러스 형광 단백질 벡터를 이용하여 녹색 형광 단백질 리포터 

유전자가 형질 주입된 세포주 GFP expressing HUVEC(Angio-

proteomie)을 사용하였다. 이 세포는 EGMTM-2 MV BulletKit(Lonza) 

구성품이 첨가된 EBMTM-2 배지를 이용하여 배양되었으며, passage 10 

이하의 건강한 세포들만 실험에 사용되었다. 

 

2.2.2. BL 모델 세포층 형성 

세포를 채널에 주입하기에 앞서, 세포의 부착 및 증식을 돕기 

위하여 CVM의 양면을 세포외 기질로 코팅하였다. 채널의 주입구와 

배출구에 용액 주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짧은 길이의 tube(Tygon, 

내부 직경 1/16인치, 외부 직경 1/8인치)를 연결하고, 하부 채널에는 

40μg mL-1 파이브로넥틴(BD Biosciences) 용액을, 상부 채널에는 

1.5%(부피비) 젤라틴(Sigma Aldrich) 용액을 각각 1mL 시린지(BD 

Falcon)를 이용하여 주입하였다. 앞서 PDMS 접착 시 플라즈마 처리로 

인해 일시적으로 친수성화된 표면이 코팅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세포외 

기질 주입은 접착 후 6시간 이내에 이루어졌다. 용액을 주입한 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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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5% CO2 존재 하의 37℃ 인큐베이터에 두어 CVM 표면이 

코팅되도록 하였다. 

JEG-3와 HUVEC이 CVM의 양면에 잘 부착될 수 있도록 각 

세포의 주입은 다음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그림 7A). 

 

①  하부 채널을 통한 JEG-3 주입 

배양접시에서 면적비 80~100%로 배양된 JEG-3 세포를 1x 

Trypsin-EDTA(Gibco) 용액으로 처리한 후, 접시에서 떨어진 

세포를 포함한 용액을 15mL cornical tube(BD Falcon)에 모아 

1000rpm에서 5분 동안 원심 분리하였다. 응집된 JEG-3 세포들을 

배양액에 5.0x106 cells mL-1 농도로 현탁한 결과 용액은 1mL 

시린지(BD science)를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하부 채널의 주입구로 

주입되었다. 

 

② CVM 아랫면에 JEG-3 부착 

주입 직후 채널 내의 세포 분포 정도를 현미경(Olympus)으로 

확인한 후, CVM 아랫면에 세포가 부착하도록 칩의 위, 아래 방향을 

뒤집어 2시간 이상 37℃, 5% CO2 환경의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였다. 

 

③ 상부 채널을 통한 HUVEC 주입 

HUVEC 세포를 상부 채널에 주입하기 위하여 JEG-3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5.0x105 cells mL-1의 현탁액을 얻었다. 현탁액은 

역시 1mL 시린지를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상부 채널에 주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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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CVM 윗면에 HUVEC 부착 

채널 내 세포가 고르게 퍼진 것이 확인된 칩은 정상 방향으로 

2시간 이상 37℃, 5% CO2 환경의 인큐베이터 내에서 배양하였다. 

 

⑤ 세포 배양 

세포층 형성이 완료된 칩의 주입구는 배양액 공급을 위한 

레조보(reservoir)에, 배출구는 배양액을 일정한 속도로 빨아들이는 

시린지 펌프(Braintree scientific)에 튜브를 이용하여 

연결되었다(그림 7B). 상부 채널에는 EBMTM-2 배지를, 하부 

채널에는 DMEM 배지를 30μl hr-1 체적 유량(0.02 dyne cm-2 

전단응력 발생)으로 흘려주었다. 

 

2.2.3. JS, HS 모델 세포층 형성 

JS 모델의 경우 2.2.2. 항목의 프로토콜 중 ③, ④번 단계를, HS 

모델은 ①, ②번 단계를 제외하고 동일하게 진행하여 CVM 위에 

단일세포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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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L 모델 세포층 형성 및 배양. A. CVM 양면의 세포 부착 과정. 

B. 레조보와 시린지 펌프에 연결된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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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미지 획득 및 분석 

2.3.1. 단일세포층 이미지 획득 

CV 층 위에서의 세포 증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JS 모델과 

HS 모델의 phase 영상을 세포 주입 24시간 후, 3일 배양 후에 각각 

CKX41 연구용 도립 현미경(Olympus)을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2.3.2. 이중세포층 생존 검사 이미지 획득 

이중세포층이 형성된 BL 모델의 경우 일반 phase 영상으로는 

세포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 생존과 증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CellTrackerTM Red CMTPX dye(Invitrogen)를 이용하여 채널에 

주입된 후 3일 간 배양된 JEG-3 세포를 염색하였다. HUVEC 세포는 

GFP 발현 세포주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염색을 거치지 않았다. 

두 세포의 형광현미경 이미지는 공초점 현미경(Carl Zeiss)를 이용하여 

전체 채널에 걸쳐 획득되었고, ZEN 2011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재조합되었다. 

 

2.3.3. 세포 증식 측정 알고리즘 

이중세포층 형성 시 세포 증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에서 

얻은 형광이미지를 MATLAB R2013a(Mathworks)에서 개발한 간단한 

알고리즘(그림 8)을 개발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히스토그램 평준화를 

통하여 이미지의 대조를 강화한 후 세포를 분리해내어 넓이를 구하였다. 

그리고 감지된 세포의 넓이 대 수동으로 설정된 채널의 넓이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어 배양 접시에 3일 간 배양한 동일한 세포의 

형광이미지를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여 감지된 세포의 넓이 대 

이미지 전체의 크기 비율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채널에서의 세포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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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배양 접시에서의 세포 면적 비율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그림 8. 세포 증식 측정 알고리즘의 데이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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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글루코오스 및 인슐린 수송 실험 

2.4.1. 글루코오스 수송 실험 

태반을 구성하고 있는 각 세포층과 CVM의 글루코오스 투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BL 모델, JS 모델, HS 모델, 그리고 세포가 없는 CO 

모델 등 4가지 모델에 대해 모체모사부인 하부 채널에는 글루코오스 

농도 4.5mg mL-1의 DMEM 배지를, 태아모사부인 상부 채널에는 

글루코오스 농도 1.1.mg mL-1의 EBMTM-2 배지를 공급하였다. 각 

배지는 시린지 펌프를 이용하여 30μl hr-1의 체적 유량으로 채널을 

통과하도록 하였다(그림 9). 68시간 동안 채널을 통과하며 소모된 

배지를 모아 글루코오스 분석기 YSI 2300(YSI)을 이용하여 글루코오스 

농도를 측정하였다. 해당 실험은 같은 방법으로 각 모델마다 6번씩 

수행되었으며, 모든 시료의 농도는 두 번씩 측정되어 그 평균값이 결과 

데이터로 기록되었다. 

 

  

그림 9. 4가지 모델에서의 글루코오스 및 인슐린 교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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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인슐린 수송 실험 

태반을 구성하고 있는 각 세포층과 CVM의 인슐린 투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글루코오스 교환 실험에서와 같이 4가지 모델에 

대하여 모체모사부인 하부 채널에는 인슐린 농도 100μIU mL-1의 

DMEM 배지를, 태아모사부인 상부 채널에는 인슐린을 추가하지 않은 

EBMTM-2 배지를 공급하였다. 각 배지는 시린지 펌프를 이용하여 

30μl hr-1의 체적 유량으로 채널을 통과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채널을 통과하며 소모된 배지를 68시간 동안 모아, Human Insulin 

ELISA Kit(Raybiotech)을 이용하여 인슐린 농도를 측정하였다. 해당 

실험은 같은 방법으로 각 모델마다 6번씩 수행되었으며, 모든 시료의 

농도는 두 번씩 측정되어 그 평균값이 결과 데이터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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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데이터 분석 방법 

2.5.1. 그래프 생성 

본 논문에서 제시된 그래프 자료는 MATLAB R2013a를 

사용하여 생성되었다. 박스플롯에서 중앙값은 붉은 선으로, 25 백분위와 

75 백분위가 박스 모서리로 표시되었으며, 아웃라이어는 ‘+’ 기호를 

이용하여 따로 표시되었다.  

인슐린의 경우, ELISA 검사에서 감지 가능한 농도 범위보다 낮은 

일부 농도는 ELISA intensity와 농도 간의 관계를 선형 

회귀분석(r>0.98)하여 얻은 standard curve를 이용하여 추정한 농도 

값(음수값)을 사용하여 그래프를 생성하였다. 

 

2.5.2. 각 모델별 투과성 계수 계산 

글루코오스/인슐린 투과 상수는 계산이 가능한 모델의 경우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P =  
∆𝑄

∆𝑡
×

1

𝐴 ∙ 𝐶𝐿
 (1) 

 

이 식에서 P 는 투과성 계수(Permeability coefficient), ∆𝑄 는 

투과한 글루코오스/인슐린의 양, ∆𝑡는 실험 시간, 𝐴는 투과한 CVM의 

면적, 그리고 𝐶𝐿 은 글루코오스/인슐린 공급 채널인 하부 채널의 

농도이다. 𝐶𝐿은 실험 내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2.5.3. 세포층별 투과성 계수 유도 

2.5.2.에서 계산한 JS 모델과 HS 모델의 투과성 계수는 CVM과 

세포층을 합친 막의 투과성 계수이기 때문에, Utoguchi et al.[3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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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다음 식을 이용하여 CVM을 제외한 세포층(cell monolayer)만의 

투과성 계수(PCM)를 유도하였다. 

 PCM = (
1

𝑃𝐶𝑀+𝐶𝑉𝑀
−

1

𝑃𝐶𝑉𝑀
)

−1

 (2) 

 

PCM+CVM, PCVM 은 각각 세포층과 CVM을 합친 막의 투과성 계수, 

CVM의 투과성 계수이다. PCVM 으로는 CO 모델 수송 실험으로부터 

계산된 결과값들의 중앙값이 사용되었다. 

 

2.5.4. 이중세포층 투과 상수 유도 

2.5.3. 항목에서 사용한 식을 다시 한 번 응용하여, 두 세포층과 

CVM이 합쳐진 막의 투과성 계수(PJM+CVM+HM)를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2.5.2. 항목에서 이중세포층 모델의 실험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과 비교하였다. 

 PJM+CVM+HM = (
1

𝑃𝐽𝑀
+

1

𝑃𝐶𝑉𝑀
+

1

𝑃𝐻𝑀
)

−1

 (3) 

 

𝑃𝐽𝑀 , 𝑃𝐻𝑀 에는 2.5.3. 항목에서 계산된 JEG-3 세포층 투과성 

계수의 중앙값과 HUVEC 세포층 투과성 계수의 중앙값을, 𝑃𝐶𝑉𝑀 에는 

CO 모델 투과성 계수의 중앙값을 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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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수송률과 대사율 계산 

글루코오스/인슐린의 수송률(Transfer rate, TR)은 계산이 가능한 

모델의 경우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TR (%) =  
∆𝑄𝑈

∆𝑄𝐿
× 100 (4) 

 

∆𝑄𝐿 는 하부 채널의 글루코오스/인슐린 감소량, ∆𝑄𝑈 는 상부 

채널의 글루코오스/인슐린 증가량을 가리킨다. 

글루코오스의 경우 세포의 대사에 사용되기 때문에, 하부 채널의 

감소량과 상부 채널의 증가량 사이의 차이를 세포 대사에 사용된 양으로 

보고 다음을 대사율(Metabolism rate, MR)로 정의하였다. 

 

 MR (%) =  100 − TR (%) (5) 

 

2.5.6. 통계 분석 

 모델별 글루코오스/인슐린 증감량과 글루코오스 수송률은 SPSS 

21를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하고 Tukey 

HSD 방법을 통해 사후 검증(post hoc analysis)하였다. 분석 결과는 

얻어진 p 값에 따라 그래프에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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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분석 

 

3.1. CVM 표면에서의 세포 증식 

3.1.1. 단일세포층 

하부 채널에 JEG-3만을 배양한 JS 모델의 phase 이미지(그림 

9A)과 상부 채널에 HUVEC만을 배양한 HS 모델의 phase 이미지(그림 

9B)를 분석하였다. 세포를 주입한 후 24시간 후 획득한 이미지에서는 

하얗게 밀착연접이 생성된 것은 관찰되었으나, 세포의 증식 정도가 

부족하여 드문드문 비어있는 면적이 눈에 띄었다. 반면 3일 배양 후 

획득한 이미지에서는 세포가 빈 공간 없이 증식하여 온전한 하나의 

세포층을 형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세포 모두 CVM 표면에서 3일 

내로 채널에 가득하게 증식하였고 밀착연접 또한 정상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림 10. 채널 내에서의 세포 증식 및 밀착연접 생성. A. JEG-3 배양 

1일째, 3일째 이미지. B. HUVEC 배양 1일째, 3일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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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이중세포층 

이중세포층의 형광이미지(그림 10)를 통해 채널 전체에 세포가 

고르게 자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에서 

앞서 언급된 대로 계산된 비율은 JEG-3가 99.37%, HUVEC이 

99.44%로, 채널 내 세포 증식 정도가 배양 접시의 세포와 거의 유사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그림 11. 이중세포층의 생존 검사 이미지와 이미지 처리 결과. A. JEG-3 

생존 검사. B. 이미지 처리 결과 감지된 JEG-3 세포(초록색 테두리)와 

수동 설정된 채널(노란색). C. HUVEC 생존 검사. D. 이미지 처리 결과 

감지된 HUVEC 세포(붉은색 테두리)와 수동 설정된 채널(노란색). E. 

A와 C 이미지의 오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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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글루코오스 수송 실험 결과 및 분석 

3.2.1. 채널별 글루코오스 증감 

모체모사부인 하부 채널에서의 글루코오스 감소량(그림 12A)은 

JEG-3가 존재하는 BL모델과 JS모델에서 단순확산모델인 CO모델에 비

해 비슷하거나 유의미한 차이로 크게 나타났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보았

을 때 글루코오스의 감소량은 JS>BL>CO>HS 순서로 컸다. 

태아모사부인 상부채널에서의 글루코오스 증가량(그림 12B)에서

는 세포가 존재하는 세 가지 모델 모두 CO 모델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냈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나열하였을 경우 CO>HS>JS>BL 로, 감소량 

크기 순서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12. 채널별 글루코오스 감소량/증가량. A. 모체모사부(하부 채널)의 

글루코오스 감소량. B. 태아모사부(상부 채널)의 글루코오스 증가량. 각 

그래프에서 *는 p<0.05, **는 p<0.01인 사후 검증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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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글루코오스 수송률 

 각 모델의 글루코오스 수송률은 CO 모델이 67.8~99.8%로 가장 

높았고, HS 모델이 45.5~93.0%, JS 모델이 17.3~39.1%, 마지막으로 

BL 모델이 22.6~38.9%의 범위를 보였다. 해당 값을 이용한 수송률 통

계 분석 결과, BL모델과 JS모델 간의 비교를 제외한 모든 모델 간의 쌍

별 비교(pairwise comparison)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

다. 

 

 

  

그림 13. 글루코오스 수송률. *는 p<0.05, **는 p<0.01인 사후 

검증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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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투과성 계수 

각 모델과 세포층의 투과성 계수는 그림 13에 정리되었다. 

모델별 투과성 계수는 태아모사부의 증가량에 비례하도록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와 경향성이 일치하였고, 식 (2)를 통해 얻어진 CVM을 

제외한 세포층의 투과성 계수를 비교한 결과 HUVEC 

monolayer(HM)이 JEG-3 monolayer(JM)보다 글루코오스 투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포층별 투과성 계수와 식 (3)을 이용하여 계산된 이중세포층의 

투과성 계수 값(그림 14에 푸른색 ‘X’로 표시)은 실험 결과값으로부터 

얻은 BL 모델의 투과성 계수 값의 범위에 속하였다.  

  

그림 14. 모델 혹은 세포층별 글루코오스 투과성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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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분석 

각 모델에서의 글루코오스 수송 실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① 세포 존재 여부에 따른 결과 비교 

세포가 존재하는 BL, JS, HS 모델은 CO모델보다 태아모사부의 

증가량과 수송률이 유의미한 차이로 낮았다. 모체모사부의 감소량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HS 모델만 CO 모델보다 낮았는데, 

이는 밀착연접의 형성으로 인한 글루코오스 수송 방해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 결과이다. 반면, JS 모델과 BL 모델에서의 감소량은 

밀착 연접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단순 확산 모델인 CO 모델보다 높아, 

JEG-3에 의해 추가적인 글루코오스 흡수(uptake)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영양막세포의 동작과 일치한다[1]. 

 

② JEG-3 존재 여부에 따른 결과 비교 

HS 모델과 BL 모델은 HUVEC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JEG-

3의 존재 여부에 차이가 있는 모델로, 수송 실험 결과 전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영양막세포층은 태반관문을 

통과하는 글루코오스의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HS 모델은 글루코오스 감소량은 적지만 수송률이 높은 반면, BL 

모델은 글루코오스 감소량이 높았으나 수송률이 낮았다. 따라서 

모체모사부에서 JEG-3에 의한 글루코오스 흡수가 높은 가장 큰 

원인은 기능적 확산을 돕기 위한 수송 단백질의 동작보다는 세포 

자체의 높은 대사율로 인한 글루코오스 소모로 분석된다. 

 



 

 32 

③  HUVEC 존재 여부에 따른 결과 비교 

JS 모델과 BL 모델은 JEG-3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HUVEC의 

존재 여부에 차이가 있는 모델로, 수송 실험 결과 전체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로부터 배꼽내피세포층이 태반관문을 통한 글루코오스의 

이동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④ JS 모델과 HS 모델의 결과 비교 

두 모델에서 모체모사부의 감소량을 비교했을 때, JEG-3 세포에 

의한 글루코오스 흡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태아모사부의 

비교에서는 JEG-3의 글루코오스 수송 기능에도 불구하고 HS 

모델의 증가량이 더 높았기 때문에, JEG-3 밀착연접의 글루코오스 

수송 방해 기능이 HUVEC에 비해 매우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⑤ 투과성 계수 분석 

JS, HS, CO 모델의 실험 결과로부터 유도된 CVM을 제외한 

세포층의 투과성 계수(JM, HM)를 보았을 때, 두 세포층의 

글루코오스 투과성은 CVM보다도 좋았으며 그 중에서도 HUVEC의 

세포층이 가장 좋았다. 

JM과 HM을 식 (3)에 대입하여 얻은 이중세포층의 투과성 

계수가 BL 모델의 실험 결과로부터 계산된 결과의 범위 내에 속했기 

때문에 글루코오스의 태반을 통한 이동 과정은 두 세포층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크게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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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BL 모델의 대사율 

식 (5)를 통해 얻은 BL 모델 내 이중세포층의 대사율은 

61.1~77.4%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양의 태반에서의 대사율 

범위인 50~80%와 일치[32]하였다. 

 

⑦ 편차 

실험 결과에 있어서 편차는 모체모사부의 감소량에서는 BL이, 

태아모사부의 증가량에서는 JS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이는 칩마다 

CVM에 초기 부착된 세포의 개수와 이후 증식 정도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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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슐린 수송 실험 결과 및 분석 

3.3.1. 채널별 인슐린 증감 

모체모사부의 인슐린은 모든 모델에서 감소하였다. 세포가 존재하

는 모델인 BL, JS, HS 모델에서는 감소 정도가 유사한 수준인 반면, CO 

모델에서는 감소 정도가 덜하였다.(그림 15). 

태아모사부의 인슐린 증가량은 CO 모델과 HS 모델에서만 감지 

가능한 범위 내였으며, CO 모델이 HS보다 약간 더 높은 농도를 나타내

었다. 감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인슐린 농도를 나타낸 시료에 대해서는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농도를 이용하여 증갸량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BL모델과 JS 모델이 HS 모델 및 CO 모델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림 15. 채널별 인슐린 감소량/증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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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투과성 계수 

CO모델과 HS 모델의 경우에만 중앙값을 이용하여 투과성 계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CO 모델의 투과성 계수는 1.38x10-4 cm s-1, HS 

모델의 투과성 계수는 6.64x10-5 cm s-1이었다. 

 

3.3.3. 분석 

각 모델의 인슐린 농도 증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① 모체모사부의 인슐린 농도 감소 

모체모사부에서 세포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인슐린 

농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세포 표면의 인슐린 결합 수

용체의 영향만으로 볼 수는 없었다. 현재 CO 모델의 인슐린 농도 감

소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인큐베이터 내의 높은 온도로 인한 인슐

린 분해(degradation)이다. 

그러나 뜻밖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모체모사부의 인슐린 농도는 

혈중 평균 인슐린 농도인 5~25μIU mL-1 보다 높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상·하부 채널의 농도 차이는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② 세포 존재 여부에 따른 결과 비교 

세포가 존재하는 BL, JS, HS 모델은 모체모사부와 태아모사부의태아

인슐린 농도가 CO 모델보다 낮았다. 따라서 두 세포 모두 인슐린과 

결합하는(binding) 수용체를 가지고 있으며, 인슐린 투과성 역시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6 

③ JEG-3 존재 여부에 따른 결과 비교 

HS 모델과 BL 모델은 HUVEC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JEG-3

의 존재 여부에 차이가 있는 모델로, 모체모사부의 인슐린 농도는 중

앙값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두 모델이 유사했으나 태아모사부의 경우 

차이를 보였다. 이로부터 JEG-3 세포층이 인슐린 수송 방해에 큰 역

할을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④ HUVEC 존재 여부에 따른 결과 비교 

JS 모델과 BL 모델은 JEG-3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HUVEC의 

존재 여부에 차이가 있는 모델로, 양 채널에서의 결과가 거의 유사하

였다. 따라서 HUVEC의 영향력은 인슐린 투과에 있어서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⑤ JS 모델과 HS 모델의 결과 비교 

모체모사부에서 중앙값 기준으로 JS 모델에서 약간 더 높은 인슐

린 농도가 측정되었으나, 편차가 매우 커 경향성에 대해 확언하기 힘

든 결과였다. 다만 태아모사부에서는 HS 모델에서만 측정 가능한 수

준의 인슐린이 존재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JEG-3의 밀착연접이 

HUVEC보다 촘촘한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⑥ 투과성 계수 

JS와 BL 모델은 투과성 계수 산출이 불가능하였고, 가능하였던 

HS, CO 모델의 인슐린 투과성 계수는 같은 모델의 글루코오스 투과

성 계수의 
1

3
~

1

5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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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편차 

모체모사부의 경우 JEG-3가 존재하는 모델에서 특히 큰 편차가 

나타났다. JS 모델의 아웃라이어는 파이펫팅 에러 등 실험적인 절차 

상의 오류로 추정되고, 그 외의 편차 원인은 글루코오스 실험과 동일

하게 세포의 개수 및 증식 정도의 차이로 추정된다. 

 

⑧ BL 모델의 인슐린 불투과성 

BL 모델에서 인슐린은 거의 이중세포층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실제 태반관문의 인슐린 불투과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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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고찰 

 

4.1. 고찰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태반 모사 장기칩은 실험실에서 적은 비용으

로 구할 수 있는 재료와 일정한 조건에서 배양된 세포주를 이용하여 체

내 세포층의 구조를 구현한 모델이다. 번거로운 절차와 프로토콜을 거쳐 

통제되지 않은 조직을 얻어야 했던 태반분엽 관류 모델이나 한 종류의 

세포만 배양 가능했던 세포 배양 모델 등 기존의 태반 실험 모델의 단점

을 동시에 보완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글루코오스 및 인슐린 

수송 실험에서 나타난 모델별 수송 경향성은 태반과 각 세포층에 대해 

알려져 있는 지식과 일관성이 있었다. 이는 태반 모사 장기칩의 기능적 

유사성을 일부나마 증명함과 동시에 향후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활용 가

능성에도 빛을 밝히는 하나의 연구 사례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가장 큰 한계점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의 정량적인 비교

의 결여로, 그 동안 보고되어왔던 결과들이 무게나 표면적 등 실험에 사

용한 조직의 특징을 이용하여 산출되었거나 실험 조건 자체가 크게 다르

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징을 정확히 알

고 있는 조직에 대해 최대한 태반 모사 장기칩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

험하여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델 자체의 문제점으로는 태아

모사부의 미세유체배양환경을 들 수 있다. 완전히 정적인 배양접시 위에

서의 배양보다는 개선되었지만, 모세혈관의 단면적과 혈류 속도를 고려

하면 실제 세포가 느끼는 전단응력이 현재 모델의 구조와 체적 유량으로

부터 계산된 값인 0.02 dyne cm-2보다 10배 이상 클 것으로 추측된다. 

배꼽혈관내피세포가 높은 전단 응력 하에서 방향성을 가지며 생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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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다는 연구 결과[33]도 존재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환경적 유사성 획득과 세

포의 행동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규명을 목표로 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체내 실험도 병행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태반 모사 장기칩이 새로운 실험 모델로 사용

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이 기존에 알려진 지식을 바탕에 둔 검증과 

개선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 단계를 무사히 통과한다면, 태반 모

사 장기칩에서 가능한 연구는 실로 다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포의 종

류나 세포층의 형태를 조절할 수 있고 상·하부 채널에 서로 다른 화학

적, 물리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 하에서 연구가 

가능할 것이며, 관련 주제는 분자수준의 세포 특성 연구부터 약물 전임

상 연구까지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4.2.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태반 실험 모델의 단점을 보완한 태반 모사 

장기칩을 개발하고, 글루코오스 및 인슐린 수송 실험을 통하여 태반 모

사 장기칩의 장점을 확인하고 태반관문을 구성하는 두 세포층의 수송 특

성을 관찰하였다. 

PDMS 미세채널을 이용해 제작된 칩 내부의 CVM 위에서 배양된 

세포들은 두 종류 모두 정상적으로 밀착연접을 형성하고 증식하여 태반

관문의 이중세포층 구조가 잘 모사되었다. 글루코오스 및 인슐린 수송 

실험에서는 영양막세포층의 글루코오스 흡수 기능과 배꼽혈관내피세포보

다 높은 보호 기능을 확인하고, 세포 간 상호작용이 수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중세포층(BL) 모델의 

대사율과 글루코오스 투과성, 인슐린 불투과성 등의 경향성 역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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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특성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목표했던 태반 모사 장기칩 개발, 세포층

별 분자 수송 특성 확인, 그리고 개발된 칩의 연구 활용 및 우수성 검토

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이로부터 향후 태반 모사 장기칩을 새로운 연구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능성 및 검증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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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olecular 

Transport Characteristics 

in a Placenta-on-a-chip 
 

Ji Soo, Lee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Bio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Placenta-on-a-

chip”, a novel in vitro experimental model which has improved 

similarity to human and larger research applicability when compared 

to previous ones, by forming cell bi-layer structure of placental 

barrier in a microfluidic device. Also, the superiority and human-like 

functioning of the chip will be examined through quantitative 

observation on glucose and insulin transport characteristics of cell 

layers composing placental barrier that was carried in our device. 

The placenta-on-a-chip is composed of two PDMS 

microchannels and a collagen vitrigel membrane(CVM) on which cells 

attach and grow placed between the channels.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HUVECs) and trophoblasts(JEG-3 cell line) were 

injected into the upper channel and the lower channel respectively, 

to be cultured on CVM. For both long-term survival of cel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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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of similar environmental conditions with in vivo blood 

vessels, the culture media were flowed through the channels by 

gentle and constant withdrawal of syringe pump. 

To observe the molecular transport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s of cell-cell interactions, glucose transport and insulin 

permeability were tested in four models with different types of 

barriers; Bi-layer(BL) model with both JEG-3 and HUVECs, JEG-

3 single layer(JS) model, HUVEC single layer(HS) model and CVM 

only(CO) model as a negative control. JEG-3 culture medium with 

higher glucose(or insulin) concentration was provided to the lower 

channel while HUVEC culture medium with lower glucose(or insulin) 

was provided to the upper channel. Both media were flowed through 

the channels and the consumed media were collected separately at 

the outlets to be analyzed for their glucose(or insulin) concentrations. 

Both cells formed tight junctions within 24 hours after seeding, 

and were grown to confluency within 3 days forming intact cell layers. 

Results from glucose exchange experiment confirmed glucose uptake 

of JEG-3 cells. Both glucose and insulin experiments showed that 

protective function of JEG-3 layer is greater than that of HUVEC 

layer. Also, other than observation of characteristics of one kind of 

cell, we concluded that the effect of interactions between the cell 

layers on glucose/insulin transport is negligible through analysis on 

the permeability coefficients. The glucose and insulin transfer 

tendency and the metabolism rate measured in BL model were in 

agree with previously reported behaviors of placenta. 

Our device has lower fabrication cost, better 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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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and environmental similarity to human and larger research 

area which covers not only cell behaviors by kind but interactions 

between different cell layers than previous in vitro placenta models. 

Although it needs further verifications regarding its functional 

similarity to human placenta, our results lighted up the potential of 

the placenta-on-a-chip as a new research platform. 

 

Keywords : placenta-on-a-chip, placental barrier in vitro model, 

material exchange, placenta 

Student Number : 2013-2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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