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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artis
줄기세포 연구용
제품 가이드

기초연구에서 신약개발 스크리닝ㆍ재생의학 응용으로
• 줄기세포 배양용 배지(Human, Mouse, Rat)
• 신경분화용 배지ㆍ신경줄기세포
• 인간 iPS세포주, 인간 ES세포 유래 간엽계 전구세포
• 인간 iPS/ES세포 유래 분화세포 (간세포, 심근세포)
• 항체 (iPS세포용, 신경계 세포용)

Cellartis®는 줄기세포의 기초연구부터 응용까지 지원하는
다카라의 브랜드입니다.

다카라에는 줄기세포에 대한 기초연구부터 분화세포의 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알맞은 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줄기세포 기초연구를 위하여
인간 iPS/ES세포를 feeder-free 조건에서 높은 미분화능을 유지한 상태로 배양할 수 있는 배지인 [Cellartis® DEF-CS™ 500
Culture System]과 마우스 ES세포용 배지 [iSTEM™], Rat ES세포용 배지 [GS1-R®]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화유도 연구를 위하여
마우스 ES세포용 신경세포 분화 배지 [NDiff® 227], 신경줄기세포의 유지 및 신경분화에 적합한 배지 [RHB-A®] 등 모든 성분을
알고 있는 무혈청 배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생의료 및 질환 연구, 신약개발 스크리닝을 위하여
Lot 간 차이가 적은 고품질의 인간 iPS/ES세포 유래의 간세포(Hepatocyte), 심장세포(Cardiomyocyt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PS세포 유도부터 분화세포 응용까지의 실험 과정

인간 iPS세포주 : 10페이지

줄기세포 배양배지

신경세포 분화용배지

인간 ES세포 유래

: 2~5페이지

인간 iPS/ES세포 유래

: 6~7페이지

분화세포

중간엽 전구세포 : 10페이지

신경줄기세포

간
• 세포 : 11~20페이지

항체 : 9페이지

&배지키트 : 8페이지

심
• 근세포 : 21~22페이지

배지 첨가제 : 8페이지

항체 :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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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iPS/ES 배양 시스템

Cellartis DEF-CS™ 500 Culture System
•배지와 배지첨가제, 플레이트 코팅용액을 포함한 All-in-One 시스템
••Feeder-free 조건에서 single-cell로 분산한 상태로 계대 가능
⇒ 콜로니를 형성하지 않고 단층으로 균일하게 배양할 수 있으므로 취급이 용이하다.

••장기간 미분화 유지 배양 가능
⇒ 배양 후 미분화 세포의 selection이 불필요

•본 제품으로 배양한 세포는 feeder 세포와 함께 배양한 세포와 유사한 형질을 나타낸다.

Code

내용

제품명

용량

DEF-CS Basal medium 500 ml
Y30010

Cellartis DEF-CS 500 Culture System
™

DEF-CS COAT-1

4 ml

플레이트 코팅용액

DEF-CS GF-1

750 ul x 2

DEF-CS GF-2

500 ul

DEF-CS GF-3

200 ul

1 kit
배지첨가제(supplement)

안정화 후 배양세포의 형태 비교
① On feeder

② DEF-CS (본 제품)

③ A사 배지

④ B사 배지

그림1.
각 배지의 배양조건으로 인간 iPS세포주(253G1)를 배양하였다. 배양조건ㆍ코팅제는 각 배지의 권장 프로토콜에 따랐다.
안정화 후에 계대하여 5일째에 촬영한 배양세포 사진이다.
Cellartis DEF-CS™ 500 Culture System을 이용한 배양에서는 단층으로 균일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single-cell로 분산한 상태로 계대할 수 있고,
재현성이 높은 유지배양이 가능해진다.
(자사 비교데이터)

미분화 마커의 발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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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그림1의 배양조건(①~④)으로 인간 iPS세포주(253G1)를 5주간 배양한 후, 세포를 회수하여 미분화 마커 TRA1-60의 발현을 Flow Cytometry로 분석하였다.
Cellartis DEF-CS™ 500 Culture System으로 배양한 세포는 높은 양성(陽性)비율과 발현강도를 나타냈다.
(자사 비교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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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iPS/ES 배양 시스템

배양 5주 후 세포의 형질 비교
② DEF-CS (본 제품)

③ A사 배지

④ B사 배지

SS C

① On feeder

FS C
그림3.
각 배지ㆍ배양조건 (①~④)으로 인간 iPS세포주 (253G1)를 5주간 배양 후, 세포를 Flow Cytometry로 분석하였다. (FSC vs SSC)
배양조건ㆍ코팅 방법은 각 배지의 권장 프로토콜에 따랐다.
(자사 비교데이터)

높은 SSC값은 미분화 마커 발현율과 단일세포로 계대하였을 때의 콜로니 형성효율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아래 참고문헌 참조)
[참고문헌]
Ramirez JM, et al, Side scatter intensity is highly heterogeneous in undifferentiated pluripotent stem cells and predicts clonogenic
self-renewal. Stem Cells Dev. 2013 Jun 15; 22(12):1851-1860.

Q &A
Q1 : Cellartis DEF-CS™ 500 Culture System의 구성품은?
A1 : 본 제품은 인간 iPS세포를 배양하기 위한 Basal medium과 3종의 배지첨가제 및 플레이트 코팅용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대용
시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TrypLE Select Enzyme(Life Technologies, Cat #. 12563029)을 권장합니다.

Q2 : 인간 iPS세포가 콜로니를 형성하지 않는 것에 문제는 없나요? 어떻게 계대를 실시하나요?
본 제품으로 배양한 인간 iPS세포는 콜로니를 형성하지 않고, 단층으로 균일한 상태를 유지하나, 기존의 iPS세포의 성질은 유지됩니다.
Confluent한 iPS세포를 TrypLE Select Enzyme을 사용하여 떼어내고, single-cell로 만든 후, 세포수를 카운트하여, 4~5×104 cells/㎠
로 파종 (seeding)하여 계대합니다.

Q3 : 세포를 계대하는 주기는?
A3 : 인간 iPS세포의 계대는 3~4일 간격으로 실시합니다. Confluent시 세포 밀도는 1.5~3×105 cells/㎠입니다.
세포 계대 스케줄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계대를 실시하고, 월요일에는 다소 높은 세포 밀도로 계대할 것을 권장합니다.
계대시에는, 세포를 4~5×104 cells/㎠로 파종 (seeding) 합니다 (배지량은 0.15~0.2 ml/㎠). 배지 교환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
일에하며, 배지 교환시 배지량은 0.2~0.4ml/㎠를 권장합니다.

Q4 : Cellartis DEF-CS™ 500 Culture System 하나의 Kit로 어느 정도의 세포를 배양할 수 있나요?
A4 : 약 600 ㎠ (세포밀도: 1.5~3.0×105 cells/㎠)의 세포를 배양할 수 있습니다. T25 플라스크 24개, T75 플라스크 8개, T150 플라스크 4개
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Q&A는 다카라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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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se ES Cell 배지

마우스 ES Cell 배지

iSTEM™

Code

용량

Y40010

100 ml

•무혈청, feeder-free, 사이토카인 무첨가 조건에서 “Ground State”를 유지한 상태로 배양이 가능한, 모든 성분을 알고 있는 배지
(completely defined medium) (참고문헌1)
•분화유도 시그널을 억제하고, 자극성 사이토카인 없이 다능성을 유지하면서 증식시키는 기능을 가진 3 종류의 저분자 저해제 함유
••iSTEM™ 배지에서 배양한 마우스 ES세포는 LIF(Leukemia Inhibitory Factor), BMP(Bone Morphogenetic Protein)를 첨가하여
배양한 세포와 유사한 정도의 배가시간(doubling time)으로 증식하며, 보다 높은 다능성 클론형성능을 나타냄

C57BL/6N 마우스에서의 키메라 비율 비교
iSTEM™ 배지

C사 배지

일본 이화학연구소 생명시스템연구센터 세포 디자인 코어합성 생물학연구그룹 우카이 히데키
선생님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림4.
Gene targeting을 목적으로, iSTEM 배지 및 C사 배지
에서 10세대 배양한 마우스 ES세포(C57BL/6N 마우스
유래)를 8 세포기 배아 (CD1(ICR))로 injection하고, 익
일 이식하여 태어난 마우스 개체의 털색으로 키메라 비율
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iSTEM 배지를 사용한 경우, 마우
스는 모두 C57BL/6N 유래의 검은 털색으로, 키메라 비
율이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사 비교데이터)

미분화 상태 확인
배양세포형
iSTEM 배지
™

D사 배지

Alkaline Phosphatase 염색
iSTEM 배지
™

Application

D사 배지

그림5.
iSTEM 배지와 D사 배지로 배양한 마우스 ES세포 세포주 E14Tg2A(위)와
Alkaline phosphatase 염색 이미지(아래)
iSTEM 배지로 배양한 세포는 얼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균일한 미분화 세포
임을 알 수 있다.
(자사 비교데이터)

•C57BL/6N 마우스에서 Germ-line transmission 효율이 양호함을 확인함 (참고문헌 2)
•유도가 어려운 마우스종의 ES세포주의 유도시에도 사용 가능함 (참고문헌 3)

[참고문헌]
1. Ying QL, et al, The ground state of embryonic stem cell self-renewal. Nature. 2008; 453:519-523.
2. Kiyonari H, et al, Three Inhibitors of FGF receptor, ERK, and GSK3 establishes germline-competent embryonic stem cells of C57BL/6N
mouse strain with high efficiency and stability. Genesis. 2010; 48:317-327.
3. Iijima S, et al, Effect of different culture conditions on establishment of embryonic stem cells from BALB/cAJ and NZB/BINJ mice. Cell
Reprogram. 2010; 12(6):67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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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se, Rat ES/iPS Cell 배지

마우스ㆍ인간 ES / iPS 세포용 배지

GS2-M

Code

용량

Y40030

100 ml

•2 종류의 저분자 저해제(CHIR99021, PD0325901=‘2i’) 존재 하에서 마우스 ES세포주, iPS세포주
배양을 위한 화학적 성분을 알고 있는 무혈청 배지
•2 종류의 저분자 저해제는 각각 GSK3β 또는 ERK/MEK로부터 분화유도 시그널을 억제하는 효
과를 가지며, 세포 생존을 촉진시킨다.
(위)

GS2-M 배지로 배양한 마우스
ES세포 세포주 E14Tg2A
(아래) Alkaline phosphatase 염색

Application

•LIF첨가 배양으로 마우스의 partial iPS세포나 pre-iPS세포를 완전한 다능성 iPS세포로 분화 가능 (참고문헌 1, 2)
•Native한 ground state의 마우스 다능성 줄기세포 장기간의 유지는 GS2-M 배지만으로도 가능
•2i 저해제는 생식계열로 분화 가능한 ES세포 확보가 어려웠던 마우스종으로부터의 유도와 na ve한 인간 및 가축
iPS세포를 제작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음 (참고문헌 3, 4, 5)

[참고문헌]
1. Silva J, et al, Promotion of reprogramming to ground state pluripotency by signal Inhibition. PLoS Biol. 2008; 6:e253.
2. Silva J, et al, Nanog is the gateway to the pluripotent ground state. Cell. 2009; 138(4):722-737.
3. Nichols J, et al, Validated germline-competent embryonic stem cell lines from non-obese diabetic mice.Nat Med. 2009; 15:814-818.
4. Wang W, et al, Rapid and efficient reprogramming of somatic cells to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by retinoic acid receptor gamma
and liver receptor homolog. PNAS (USA). 2011; 108(45):18283-18288.
5. Malaver-Ortega LF, et al, Reviewed in: Theriogenology. 2012; 78(8):1749-1762.

Rat ES 세포, EG 세포 유도 / 유지에 최적

GS1-R

Code

용량

Y40020

100 ml

•Ground State에서 rat ES세포, EG세포를 유도, 유지, 증식시키기 위한 화학적 성분을 알고 있는 무혈청 배지 (참고문헌 1 ,2, 3)
•본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2i supplement는 2종류의 저분자 저해제(CHIR99021, PD0325901=‘2i’)를 포함한다.

Application

본 제품을 사용하여 배양한 rat ES세포는 생식계열로의 분화가 가능하고, 상동염색체 재조합이나 게놈 편집기술을 이용
하여 transgenic rat이나 knock-out rat을 제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4, 5)

[참고문헌]
1. Li P, et al, Germline competent embryonic stem cells derived from rat blastocysts. Cell. 2008; 135(7):1299-1310.
2. Buehr M, et al, Capture of authentic embryonic stem cells from rat blastocysts. Cell. 2008; 135(7):1287-1298.
3. Leitch H, et al, Naive pluripotency is associated with global DNA hypomethylation. Nat Struct Mol Biol. 2013; 20:311-316.
4. Blair K, et al, Culture parameters for stable expansion, genetic modification and germline transmission of rat pluripotent stem cells.
Biol Open. 2012; 1(1):58-65.
5. Tong C, et al, Rapid and cost_effective gene targeting in rat embryonic stem cells by TALENs.J Genet Genomics. 2012; 39(6): 27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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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se 신경분화배지

마우스 신경분화배지

NDiff 227

Code

용량

Y40002

500 ml

•접착단층배양 조건에서 마우스 ES세포의 신경분화에 적합한 모든 성분을 알고 있는 무혈청 배지
•적절한 인자의 첨가로 마우스 ES세포 배양도 가능

신경세포로의 분화
2일째

4일째

7일째

그림6.
마우스 ES세포 세포주 E14Tg2A를 NDiff 227 배지에서 배양하여 신경세포로 분화시킨 모습을 나타내었다.

Application

•NDiff 227 배지만으로 마우스 ES세포를 신경세포로 분화가능함 (참고문헌 1)
•첨가인자를 가함으로써 무혈청, feeder free 조건 하에서 마우스 ES세포 배양에도 사용할 수 있음 (참고문헌 2)
•
• 증식인자를 첨가한 인간 ES세포의 배양 (참고문헌 3, 4)이나 ground state에서의 인간 iPS세포 배양 (참고문헌 6)
에도 이용가능
•FGF를 첨가한 NDiff 227 배지는 마우스 ES세포로부터 간이나 췌장으로 분화할 수 있는 ADE (Anterior Definitive
Endoderm) 전구체를 발생시킬 수도 있음 (참고문헌 5)

[참고문헌]
1. Ying QL, et al, Conversion of embryonic stem cells into neuroectodermal precursors in adherent monoculture. Nature Biotechnology.
2003; 21:183-186.
2. Ying QL, et al, BMP induction of Id proteins suppresses differentiation and sustains embryonic stem cell self-renewal in collaboration
with STAT3. Cell. 2003; 115:281-292.
3. Li Y, et al, Expansion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in Defined Serum_Free Medium Devoid of Animal_Derived Products.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2005; 91:688-698.
4. Yao S, et al, Long_term self_renewal and directed differentiation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in chemically defined conditions.
PNAS. 2006; 103(18):6907-6912.
5. Morrison G, et al, Anterior Definitive Endoderm from ESCs reveals a role for FGF signaling. Cell Stem Cell. 2008; 3:402-415.
6. Takashima Y, et al, Resetting transcription factor control circuitry toward ground-state pluripotency in human. Cell. 2014 Sep; 158(6):1254-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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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세포분화배지

RHB-A / RHB-Basal

Code

제품명

용량

Y40001

RHB-A

500 ml

Y40000

RHB-Basal

500 ml

•RHB-A 는 마우스ㆍ인간의 신경줄기(NS)세포의 유지 및 신경세포 분화에 적합한 모든 성분이 규명된 무혈청 배지
•RHB-Basal 은 증식인자나 신경세포용 첨가인자를 함유하지 않은 기본 배지

신경세포로의 분화

그림7.
마우스 ES 세포주 E14Tg2A를 RHB-A 배지에서 배양하여 신경세포로 분화시킨 9일째의 세포 사진
뉴런의 성숙을 확인할 수 있다.

Application
(RHB-A )

•상피증식인자(EGF)나 섬유아세포 증식인자-2(FGF-2)를 첨가하여, 무혈청 접착배양상태인 신경줄기세포의 유지 및 확대
배양에 사용가능 (참고문헌 1~5, 9)
•증식인자를 포함한 본 배지로 신경줄기세포를 배양하면, 2배체의 핵형을 유지한 상태로, 100세대를 넘어 신경원성능을 유
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EGF나 FGF-2를 가하여 클론원성의 신경줄기세포의 유도에도 사용 가능
•EGF나 FGF-2를 가하여 글리오마 신경줄기세포주의 증식에 사용 가능 (참고문헌 6)
•마우스 ES세포의 신경세포로의 분화에는 증식인자를 가하지 않고 RHB-A 를 사용. NDiff 227(Code Y40002)보다도
효과적으로 분화 촉진 (참고문헌 7, 8)
•증식인자를 가하지 않고 본 배지에서 신경줄기세포를 접착 배양하면, 신경세포로 기능적인 분화 가능 (참고문헌 1)
•in vitro에서 인간 뇌 기관 초대배양(first passage)에서, 방사상 글리어(radial glia) 유래 신경줄기세포의 확대 배양 및
분화에도 사용 가능 (참고문헌 9)

[참고문헌]
1. Sun Y, et al, Long-term tripotent differentiation capacity of human neural stem (NS) cells in adherent culture. Molecular and Cellular.
Neuroscience. 2008; 38:245-258.
2. Conti L, et al, Niche-Independent symmetrical selfrenewal of a mammalian tissue stem cell.PLoS Biology. 2005; 3(9): e283.
3. Pollard SM, et al, Adherent Neural Stem (NS) cells from fetal and adult forebrain. Cerebral Cortex. 2006; 16:112-120.
4. Ying QL, et al, Conversion of embryonic stem cells into neuroectodermal precursors in adherent monoculture.Nature Biotechnology.
2003; 21:183-186.
5. Pollard SM, et al, Fibroblast growth factor induces a neural stem cell phenotype in foetal forebrain progenitors and during embryonic
stem cell differentiation. Mol Cell Neurosci. 2008; 38(3):393-403.
6. Pollard SM, et al, Glioma stem cell lines expanded in adherent culture have tumor_specific phenotypes and are suitable for chemical
and genetic screens. Cell Stem Cell. 2009; 4:568-580.
7. Diogo MM, et al, Optimization and integration of expansion and neural commitment of mouse embryonic stem cells.Biotechnology
and Applied Biochemistry. 2008; 49:105-112.
8. Abranches E, et al, Neural differentiation of embryonic stem cells in vitro: A road map to neurogenesis in the embryo. PLoS ONE
2009; 4 (7): e6286.
9. Hansen DV, et al, Neurogenic radial glia in the outer subventricular zone of human neocortex.Nature. 2010; 464(7288):55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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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줄기세포, 배지 Kit

신경줄기세포 Kit
- 인간 태아 뇌조직 유래의 신경줄기세포와 RHB-A 배지(Y40001)로 구성된 제품
Code

유래

제품명

용량

Y40050

Human Neural Cortex Stem Cell Line Kit

Cortex (피질)

1 kit

Y40060

Human Neural Hindbrain Stem Cell Line Kit

Hindbarin (후뇌)

1 kit

Y40070

Human Neural Mid Forebrain Stem Cell Line Kit

Mid Forebrain (중, 전뇌)

1 kit

Y40080

Human Neural Spinal Cord Stem Cell Line Kit

Spinal Cord (척수)

1 kit

Y40090

Human Neural Temporal Lobe Stem Cell Line Kit

Temporal Lobe (측두엽)

1 kit

분화유도 전후의 모습
Neural Hindbrain Stem Cell

Neural Spinal Cord Stem Cell

분
화
유
도
전

분
화
유
도
후

그림8.
(위) EGF와 FGF를 함유하는 RHB-A 배지로 배양한 인간 신경줄기세포
(아래) 매뉴얼에 기재된 분화 배지 1, 2, 3으로 배양한 28일째의 세포 이미지

•접착 단층에서의 확대 배양

Application

•생물학적, 기능적 신경분화 특성 연구
•접착 단층배양에서의 신경분화 (참고문헌 1)
•
• 화합물의 라이브러리 스크리닝 (참고문헌 2)

[참고문헌]
1. Hook L, et al, Non-immortalized human neural stem (NS) cells as a scalable platform for cellular assays.Neurochem Int. 2011; 59(3):432-444.
2. McLaren D, et al, Automated large-scale culture and medium-throughput chemical screen for modulators of proliferation and viability of
human induced plurip otent stem cell-derived neuroepithelial-like stem cells. J Biomol Screen. 2013; 18(3):258-268.
3. Conti L, et al, Niche-independent symmetrical self-renewal of a mammalian tissue stem cell. PLoS Biol. 2005; 3(9):e283.

인간ㆍ마우스 ES세포 및 신경줄기세포의 배양에 적합한 배지첨가제

NDiff N2 / NDiff N2-AF
•Bottenstein et al의 조성에 기초한다.

Code

제품명

용량

Y40100

NDiff N2

5 ml

Y40110

NDiff N2-AF

5 ml

•마우스 ES세포가 단층배양조건 하에서 신경세포로의 분화유도에 최적화
•무혈청, feeder-free 조건에서 마우스, 인간 신경줄기(NS)세포 및 마우스 ES세포의 유도, 유지, 배양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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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세포항체

iPS 세포 관련 항체
•Re-programming hiPS 세포 클론 조기 검출
••면역염색, flow cytometry, 자기세포분리 (Magnetic-activated cell sorting, MACS)에 이용 가능
•세포 고정, 막투과 처리 불필요
•세포표면 마커 항체이므로 세포장해성이 낮다.
•SSEA 항체 및 TRA 항체와 비교하여 인간 체세포와의 교차성이 낮다.

Code

제품명

Y20010

hES-Cellect

미분화 인간 ES세포를 항원으로 한 마우스 단클론 항체. 인간 줄기세포에 이용 가능

150 μg

Y20011

ES-Cellect™

미분화 인간 ES세포를 항원으로 한 마우스 단클론 항체. 인간 및 마우스의 줄기세포에 이용 가능

150 μg

Y20012

hFF-Cellect™

인간 포피 섬유아세포를 항원으로 한 마우스 단클론 항체. 인간 feeder 세포 유무의 확인이나 인
간 iPS세포 유도시에 리프로그래밍되지 않은 섬유아세포의 동정(identification)에 이용 가능

150 μg

특이성
™

용량

게놈 DNA / RNA / 단백질
•마우스 ES세포, ES세포 유래의 신경줄기세포, MF1 마우스 태아 뇌 유래 신경줄기세포로부터 조제한 게놈 DNA, RNA, 단백질 용액
•게놈 DNA는 PCR, Real Time PCR, Southern blotting, CGH 분석, SNP 분석, Epigenetics 등에 이용 가능
•RNA는 RT-PCR, RT-qPCR, cDNA 합성, Northern blotting, Microarray 분석 등에 이용 가능
•단백질 용액은 SDS-PAGE 분석이나 2D 전기영동, Western blotting 등에 이용 가능
Code

제품명

특이성

Y40500

STEMmES-D

Y40501

STEMmES-R™

Y40502

STEMmES-P™

Y40503

STEMmENS-D™

Y40504

STEMmENS-R

Y40505

STEMmENS-P™

Y40506

STEMmFNS-D™

Y40507

STEMmFNS-R™

Y40508

STEMmFNS-P™

™

마우스 ES세포주 E14Tg2A의 동일한 배양에서 조제.
배양에는 GS2-M® 배지(Code Y40030) 사용

™

마우스 ES세포 유래의 신경줄기세포(NS)주의 동일한 배양에서 조제.
배양에는 EGF와 bFGF를 첨가한 RHB-A® 배지 (Code Y40001) 사용
MF1 마우스 태아 뇌 유래 신경줄기세포주(Hind NS)의 동일배양에서 조제.
배양에는 EGF와 bFGF를 첨가한 RHB-A® 배지(Code Y40001) 사용

종류

용량

게놈DNA

5 μg

RNA

10 μg

단백질

20 μg

게놈DNA

5 μg

RNA

10 μg

단백질

20 μg

게놈DNA

5 μg

RNA

10 μg

단백질

20 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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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iPS세포주, 인간 ES세포 유래 중간엽 전구세포

인간 iPS세포주
•다양한 donor 유래의 세포주 구비
•Cellartis DEF-CS™ Culture System으로 배양ㆍ동결
ChiPSC 세포 이미지
제품명

Code

리프로그래밍

용량

Y00185

Cellartis human iPS cell line P11025 Kit

Episomal vectors

1 Kit

Y00225

Cellartis human iPS cell line P11032 Kit

Episomal vectors

1 Kit

Y00265

Cellartis human iPS cell line 4 (ChiPSC4) Kit

Lentiviral vectors

1 Kit

Y00275

Cellartis human iPS cell line 7 (ChiPSC7) Kit

Retroviral vectors

1 Kit

Y00285

Cellartis human iPS cell line 12 (ChiPSC12) Kit

Retroviral vectors

1 Kit

Y00295

Cellartis human iPS cell line 14 (ChiPSC14)

Retroviral vectors

1 Kit

Y00305

Cellartis human iPS cell line 18 (ChiPSC18) Kit

Retroviral vectors

1 Kit

Y00315

Cellartis human iPS cell line 21 (ChiPSC21) Kit

Retroviral vectors

1 Kit

Y00325

Cellartis human iPS cell line 22 (ChiPSC22) Kit

Retroviral vectors

1 Kit

※ iPS세포주와 Cellartis DEF-CS™ 100 Culture System으로 구성

인간 ES세포 유래 중간엽 전구세포 (Mesenchymal progenitor cells)

Cellartis hES-MP 002.5
•증식능이 높고, 중배엽으로의 분화능을 가진다

Code

용량

Y10090

1 vial

인간 중간엽 줄기세포 마커 유전자의 발현 분석

Relative Expression

3.5E-02
3.0E-02

CD34

2.5E-02

CD45

2.0E-02

CD44

1.5E-02

CD73

1.0E-02

Cellartis hES-MP 002.5 세포

CD105

5.0E-03
0.0E+00

CD166

hMSC

hES-MP

그림9.
Cellartis hES-MP 002.5에서 인간 중간엽 줄기세포 마커의 mRNA 발현을 RT-qPCR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CD34 및 CD45가 음성, CD44, CD73, CD105 및 CD166이 양성
이었다. CD44, CD73, CD105 및 CD166은 초기(first passage) 중간엽 줄기세포와 동등 이상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housekeeping 유전자에 대한 상대치로 표시)

[참고문헌]
1. Ou Li, et al, Human embryonic stem cell-derived mesenchymal stroma cells (hES-MSCs) engraft in vivo and support hematopoiesis
without suppressing immune function: implications for off-the shelf ES-MSC therapies. PLOS ONE. 2013; 8(1): e55319.
2. de Peppo GM, et al. Free-form-fabricated commercially pure Ti and Ti6Al4V Porous Scaffolds support the growth of human embryonic stem cell-derived mesodermal progenitors. ScientificWorldJournal. 2012;2012:646417. Epub 2012 Jan 4.
3. Both SK, et al, Differential bone-forming capacity of osteogenic cells from either embryonic stem cells or bone marrow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J Tissue Eng Regen Med. 2011 Mar; 5(3):180-190.
4. de Peppo GM, et al, Osteogenic potential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and human embryonic stem cell-derived mesodermal
progenitors: a tissue engineering perspective. Tissue Eng Part A. 2010 Nov; 16(11):3413-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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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iPS세포 유래 간세포

인간 iPS세포 유래 간세포 (Hepatocyte) Kit

Cellartis Enhanced hiPS-HEP (from ChiPS18)
•안정된 CYP활성을 가지며, 독성검사, 간독성, 물질수송 등의 in vitro 평가에 최적
•간특이적 마커 발현
•Lot간 차이가 적은 고품질 세포로 안정적인 공급 가능
•바이러스 감염연구나 백신 개발등의 연구에도 이용 가능
내용

제품명

Code

용량

•Cellartis Enhanced hiPS-HEP
1 vial ≧12×106 viable cells
•Cellartis HEP Supplement（※1）
Y10050

Cellartis Enhanced hiPS-HEP(from ChiPS18)

1 ml/vial ×2 vials

1 kit

•Cellartis HEP Coat
3 ml/vial ×2 vials
Y10053

•1 ml

Cellartis HEP Supplement（※1）

1 ea

* 본 제품은 인간 iPS세포 유래 간세포(동결품), 간세포 배양에 적합한 supplement, 플레이트 코팅용액으로 구성. Cellartis HEP Supplement(※1)는 단품으로 구매 가능.

간세포 마커 발현 확인
A1AT

Alb

CK18

GSTA1

그림10.
Cellartis Enhanced hiPS-HEP를 융해 후, 각종 간세포 마커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A1AT : α-1 anti-trypsion(green)
Alb : Albumin(green)
CK18 : Cytokeratin 18(red)
GSTA1 : Glutathion-S-Transferase A1(red)
Counter staining : 핵염색(DAPI)

pmol metabolite /min /mg protein

Cellartis Enhanced hiPS-HEP와 Primary hepatocyte CYP 활성 비교

Enhanced hiPS-HEP (융해~배양 9일 후)
cryo hphep, 20hr after plating
(Primary hepatocyte)

12.0
10.0
8.0
6.0
4.0
2.0
0.0

Paracetamol
CYP1A

1-OH-Midazolam
CYP3A

4-OH-Diclofenac
CYP2C9

OH-Bupropion
CYP2B6

1-OH-Bufuralol
CYP2D6

4-OH-Mephenytoin
CYP2C1 9

6-OH-Chlorzoxazone
CYP2E1

그림11.
Primary hepatocyte (파종 (seeding) 후 20시간)와 Enhanced hiPS-HEP(융해~배양 9일 후)의 CYP활성을 측정한 결과, Enhanced hiPS-HEP에서 CYP1A, CYP3A, CYP2C9, CYP2E1의 활성이 강하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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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iPS세포 유래 간세포

Cellartis Enhanced hiPS-HEP의 바이러스 수용체(receptor) 발현 확인

Enhanced hiPS-hep (융해~배양 11일 후)
Primary hepatocyte
1.0E+02
Relative Expression

（n=3）
1.0E+01
1.0E+00
1.0E-01

CD
81

LN
1
OC

DN
1
CL

B1
AR
SC

NT
C

P

1.0E-02

그림12.
융해 직후(0시간)의 human primary hepatocyte와 융해~배양 11일 후
Enhanced hiPS-HEP의 바이러스 수용체의 mRNA 발현을 확인하였다.
HBV 감염 수용체인 NTCP, HCV 감염 수용체인 SCARB1, CLDN1,
OCLN1, CD81을 타겟으로 하여, primary hepatocyte의 mRNA 발현량
에 대한 Enhanced hiPS-HEP의 발현량을 상대 비교하였다(n=3).
그 결과, Enhanced hiPS-HEP에서 각 바이러스 수용체 발현량이
primary hepatocyte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Cellartis Enhanced hiPS-HEP의 다양한 분석 결과]
표1. 분석결과 정리
Assay
CYP activity
Protein markers

Gene expression

Capability to store

Target

Enhanced hips-HEP

CYP1A, CYP2B6, CYP2C9, CYP2C19, CYP2D6, CYP2E1, CYP3A

+

α1-Antitrypsin, Albumin, HNF4α, CK18, GSTA1-1

+

Oct4

-

Phase I, e.g., CYP1A1, 1A2, 2B6, 2C9, 2C19, 2D6, 3A4, 3A5, low 3A7

+

Phase II, e.g., UTGT1A1, 2B7, GSTA1.1

+

Transporters, e.g., BSEP, BCRP, MDR-1 (P-gp), MRP2, NTCP, OATP1B1, OCT-1

+

Albumin, α1-Antitrypsin, low AFP

+

Glycogen

+

[참고문헌]
1. Ulvestad M, et al, Drug metabolizing enzyme and transporter protein profiles of hepatocytes derived from humanembryonic and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Bio chem Pharmacol. 2013 Sep 1; 86(5):691-702.
2. Yildirimman R, et al, Human embryonic stem cell derived hepatocyte-like cells as a tool for in vitro hazard assessment of chemical
carcinogenicity. Toxicol Sci. 2011 Dec; 124(2): 278-290.
3. Mantel N, et al, Potential markers of attenuation of YF virus after infection of stem cell-derived human hepatocytes with wild-type
Asibi or live-attenuated YF17D virus. Supplement to the American Journal of Tropical Medicine and Hygiene, Volume 83, November
2010, Number 5, abstract 12.
4. Heins N, et al. Derivation, characterization, and differentiation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Stem Cells. 2004; 22:36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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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iPS세포 유래 간세포

Application Note 1

Cellartis® Enhanced hiPS-HEP에서의 CYP효소 발현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hiPSC) 유래의 간세포는 적정한 레벨의 간기능 수치를 나타내며, 신약개발의 초기연구단계에서 human cellbased assay에 유용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CYP 등 복수의 약물대사효소의 고발현이 필요한 실험에 적용하기에는 기존의 hiPSC
유래 간세포의 능력은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Cellartis® Enhanced hiPS-HEP는 hiPSC(ChiPS18) 유래의 간세포로, 성인 간세포의 특징을 유사하게 나타내며, 기존 hiPSC 유래 간세
포에 비해 대사에 있어서 제1상 반응 효소군의 발현이 매우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Application Note 1에서는 Cellartis® Enhanced hiPS-HEP의 약물대사효소 발현에 관한 데이터를 설명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세포배양

RT-qPCR

매뉴얼에 따라 Cellartis® Enhanced hiPS-HEP(from ChiPS18)를 녹

파종 (seeding) 7일 후와 11일 후의 Cellartis® Enhanced hiPS-HEP에서

여 파종 (seeding), 배양하였다.

MagMAX-96 Total RNA Isolation Kit(Life Technologies)을 사용하여
total RNA를 추출하였다.
cDNA를 합성하여 TaqMan® Gene Expression Assay 및 Applied Bio-

CYP 활성측정
®

Cellartis Enhanced hiPS-HEP를 융해하여, 배양 6일, 11일 후에 CYP

systems 7500 Real-Time PCR System(이상, Life Technologies)을 사

활성을 측정하였다.

용하여 RT-qPCR 반응을 실시하고, CYP3A4(Hs00604506_m1),

0.1 % PEST, 25 mM HEPES 및 2 mM L-glutamin을 함유하는 Wil-

CYP3A5(Hs00241417_m1) 및 CYP3A7(Hs00426361_m1) 유전자의 발

liams Medium E(WME)로 희석한 타겟 기질의 혼합물(표2)과 각 세포를

현을 분석하였다(n=2).

2시간 반응시켰다.
LC/MS(Pharmacelsus GmbH)를 사용하여 각 CYP효소에 의한 대사산

Western blotting

물의 생성을 측정하였다.

Cellartis® Enhanced hiPS-HEP를 융해하여 T75 플라스크에 파종

•CYP1A

(seeding)한 후, western blotting을 위한 세포 pellet을 회수하였다.

：Paracetamol（Acetaminophen）

•CYP2B6 ：OH-Bupropion

CYP450 효소와 P450 환원효소 (reductase)의 검출을 위하여 아래의

•CYP2C9 ：OH-Diclofenac

항체를 사용하였다.

•CYP2C19 ：OH-Mephenytoin

•Rabbit anti-CYP3A4 항체 (1,000 배, Cypex : PAP 011)

•CYP2D6 ：OH-Bufuralol

••Rabbit anti-CYP2C 항체 (anti-human CYP2C C-peptide,

•CYP3A ：OH-Midazolam
LC/MS로 측정한 대사산물 농도는 well별로 단백질량을 측정하고(Pierce

•Rabbit anti-CYP2C19 항체(1,000 배, Sigma-Aldrich : HPA015066)

BCA Protein Assay Kit 사용), 반응시간은 120분으로 하여 보정하였다.

•
• Rabbit anti-P450 reductase 항체(1,000 배, Sigma-Aldrich
: ab13513, Abcam)
Western blotting 분석은 Cellartis® Enhanced hiPS-HEP의 서로 다

표2. CYP활성 측정을 위한 기질과 농도
CYP

Substrate

1,000 배, R. Edwards 박사로부터 제공받음)

Assay concentration

른 2 batch를 이용하여 각 세포 용해물의 상층액(800×g으로 원심분리)
을 lane당 15 ㎍씩 loading하였다.

1A

Phenacetin

10 μM

2B6

Bupropion

10 μM

2C19

Mephenytoin

50 μM

2C9

Diclofenac

10 μM

면역세포화학염색(ICC)

2D6

Bufuralol

10 μM

Cellartis® Enhanced hiPS-HEP를 파종 (seeding)하여 7일간 배양한

3A

Midazolam

5 μM

대조군으로 human liver microsome을 사용하여 비교 정량하였다.

후 고정하고, 이하의 1차 및 2차 항체로 면역 염색하였다.
•Rabbit anti-CYP1A2 항체(100 배, Enzo : BML-CR3130)
•Rabbit anti-CYP2C9 항체(2,500 배, Cypex : PAP 091)
•Rabbit anti-CYP3A4 항체(200 배, Cypex : PAP 011)
•Donkey anti-rabbit IgG, Alexa Fluor594 (1,000배, Invitro gen
: A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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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또한, CYP3A4, CYP3A5, CYP3A7 발현을 RT-qPCR에 의해 조사한 결과,

동결제품인 Cellartis Enhanced hiPS-HEP를 융해하여 6일 또는 11
일간 배양 후에 측정한 CYP1A, CYP2C9의 활성은 20시간 배양한 hu-

Cellartis Enhanced hiPS-HEP에서는 성인형 효소인 CYP3A4와 CY-

man primary hepatocyte(cryo hphep)에서 검출된 활성과 가까운

P3A5가 동결 보존된 human primary hepatocyte와 동등한 레벨로 발

값을 나타냈고, CYP3A는 매우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그림13]

현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태아형 효소인 CYP3A7은 human primary he-

Cellartis Enhanced hiPS-HEP의 CYP활성은 배양 6일 부터 11일까

patocyte보다 낮은 발현 레벨을 나타냈다. [그림14]

지6일간 매우 안정하였으며, 또한, CYP활성 레벨은 5개의 다른 batch
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림18]

Enhanced hiPS-HEP d6

14

8

0.8

7

0.7

Cryo hphep, 20hr after plating

pmol metabolite /mg protein /min

pmol metabolite /mg protein /min

12
10
8
6
4
2
0

Paracetamol

OH-Midazolam

OH-Diclofenac

CYP1A

CYP3A

CYP2C9

pmol metabolite /mg protein /min

Enhanced hiPS-HEP d11

6
5
4
3
2
1
0

OH-Bufuralol

OH-Mephenytoin

CYP2D6

CYP2C19

0.6
0.5
0.4
0.3
0.2
0.1
0

OH-Bupropion

CYP2B6

그림13.
Cellartis Enhanced hiPS-HEP(융해~배양 6일, 11일 후)와 human primary hepatocyte (cryo hphep)의 CYP 활성 비교
Cellartis Enhanced hiPS-HEP(n=5 batch), cryo hphep(n-다른 donor 4명). 각 활성측정값은 평균치±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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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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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RT-qPCR을 이용한 CYP3A4, CYP3A5, CYP3A7 발현량 비교
융해 직후(0시간)의 human primary hepatocyte (cryo hphep)와 Cellartis Enhanced hiPS-HEP(배양 7일, 11일 후)의 CYP3A4, CYP3A5, CYP3A7 mRNA
의 발현량을 비교하였다. Cellartis Enhanced hiPS-HEP(n=3 batch), Cryo hphep(n=다른 donor 5명).
* : hphep(0시간, 융해 직후)의 발현량에 대한 상대적인 발현량을 %로 나타내었다.

Western blotting 분석 결과, Cellartis Enhanced hiPS-HEP에서의 CYP1A,
CYP3A4, CYP2C, CYP2C19 및 P450 reductase의 발현은 human liver microsome의 발현량과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15]
면역세포화학염색에서는 Cellartis

Enhanced hiPS-HEP 내에서 CYP1A,

CYP2C9 및 CYP3A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16]

그림15. Western blotting을 이용한 Cellartis Enhanced hiPS-HEP와 human liver microsome
의 CYP 발현 분석
Enhanced hiPS-HEP의 다른 2 batch를 분석하였다. Western blotting 분석은 캐롤린스카 연구소
(스웨덴)에서 실시하였다.

Human liver

Enhanced hiPS-HEP
Batch 4
Batch 5

CYP1A
CYP3A4
CYP2C
CYP2C19
P450
Reduc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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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bar = 50 ㎛
그림16. Cellartis Enhanced hiPS-HEP의 CYP1A, CYP2C9, CYP3A의 면역세포화학염색 사진 (융해 후 ~배양 7일)
대비염색 : 핵염색(D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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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Cellartis Enhanced hiPS-HEP 5 batch의 세포형태 관찰 (융해~배양 6일 후)

day11

CYP2C19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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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Cellartis Enhanced hiPS-HEP 5개의 batch CYP활성 측정(융해~배양 6일, 11일 후)
각 batch에 대하여 n=3으로 분석하였다. 각 CYP 활성은 평균치±표준오차로 표기하였다.

[결론]
Cellartis Enhanced hiPS-HEP를 이용하여 효소 활성 측정, Western blotting, 면역세포화학염색 및 RT-qPCR 등의 분
석을 실시하여 대사에 관련하는 기능적인 CYP효소의 발현을 검출하였다.
CYP활성 레벨과 세포의 균질성은 각 batch 사이에서 차이가 없었으며(간세포의 순도는 90% 이상),
Cellartis Enhanced hiPS-HEP는 인간 간세포의 source로서 무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 대사관련효소의 CYP 활성이나 재
현성이 있는 분석 플랫폼, 동일한 유전적 배경을 가지는 재료의 안정공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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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te 2

Cellartis Enhanced hiPS-HEP를 이용한 간독성 체계 연구
- Imaging에 의한 High Content Analysis (HCA)
Cellartis Enhanced hiPS-HEP는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 유래의 간세포로, 동결 보존된 인간 간세포와 동등한 기능적인 약물대사효소의 발현
기능을 나타낸다. Application Note 2에서는 Cellartis Enhanced hiPS-HEP가 간세포의 특징을 가지는 유용한 세포원으로서 imaging에 의한
High Content Analysis (HCA) 적용에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방법]

독성시험과 HCA

세포배양
매뉴얼에 따라 동결상태의 Cellartis Enhanced hiPS-HEP (from ChiPS

Cellartis Enhanced hiPS-HEP에 임상적 의의가 있는 간독성 화합물

18)를 융해하고, 96 well imaging plate (Nunc 165305)에 파종 (seeding)

(Amiodarone, Disulfiram, Nefazodone 및 Perhexiline), 비간독성 화

하였다.

합물 (Bosentan, Metformin 및 Pioglitazone) 처리하였다. DMSO 1 %

세포를 단층으로 배양하기 위하여 각 well에 90,000~95,000개씩 파종

용액을 이용하여 각 화합물의 농도를 0.3, 0.5, 1, 3, 5, 10, 30, 50, 100,

(seeding)하고, 배지를 교환하면서 5일간 배양한 후, 독성시험을 시작하였다.

300 μM로 점차 늘려나갔다. 처리 24시간 후, 세포를 형광 프로브로 염색
(표3)하고 고정하였다.

표3. 형광 프로브 & 검출대상
Probe

ThermoFisher ArrayScan VTI high content imager를 이용하여 각 형
광 프로브에 의한 표식결과를 도출하여 ThermoFisher BioApplication

Read-out

V4 통합 소프트웨어로 분석하였다. 각 well에서 6개의 이미지를 도출하

Hoechst

Nuclei counts

LysoTracker Green

Lysosomal activity

고, 화합물과 노출량이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용매

MitoTracker Orange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대조군을 100%로 하여 비율로 나타내었다 (평균치±표준오차, n=6).

TOTO-3

Plasma membrane integrity

[결과]

Hoechst

TOTO-3

Mito Tracker

Lyso Tracker

(nuclear staining)

(plasma membrane integrity)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lysosomal activity)

그림19. 파종 (seeding) 5일 후 Cellartis Enhanced hiPS-HEP 컨트롤 세포의 HCA 모니터 이미지
Cellartis Enhanced hiPS-HEP가 단층으로 배양되므로 HCA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었다.

Merged images

Data analysis
of merged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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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echst

TOTO-3

Mito Tracker

(nuclear staining)

(plasma
membrane integrity)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Lyso Tracker
(lysosomal activity)

Merged images

3 μM

30 μM

300 μM

그림20. Amiodarone 3, 30, 300 μM 처리 24시간 후의 Cellartis Enhanced hiPS-HEP HCA 모니터 이미지
Amiodarone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를 유발하여 30 μM에서 미토콘드리아 막전위의 과분극을 발생시킨 것을 확인하였다. 최대 노출량(300μM)에서는 세포
독성에 의해 well에서 세포가 탈락되었다.

Membrane integrety

Relative nuclei count/field

Relative membrane integrity(%)

Nuclei Counts /Field

μM compound

Disulfiram
Amiodarone
Bosentan
Nefazodone
Metformin
Pioglitazone
Perhexilin e
DMSO
Mean±3SD

μM compound
Lysosomal activity

Relative MMP(%)

Relative lysosomal activity(%)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μM compound

μM compound

그림21. 간독성이 없거나 (비간독성) 혹은 간독성이 알려져 있는 화합물 7종에 대하여, 처리 24시간 후의 Cellartis Enhanced hiPS-HEP의 HCA 결과
간독성이 없다고 알려진 화합물인 Metformin, Pioglitazone, Bosentan은 Cellartis Enhanced hiPS-HEP에서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간독성인
Amiodarone, Nefazodone 및 Perhexiline은 예측대로 미토콘드리아 막전위에 변화를 주었다. Perhexiline은 농도 의존적으로 리소좀 활성의 증대를 유도했다.
Nefazodone은 50 μM 이상에서 침전입자가 나타났는데, 농도를 더 증가시키면 다시 농도 의존적인 경향이 관찰되었다. Disulfiram은 human primary hepatocyte(PHH)에서 저독성, HepG2 세포주에서는 고독성을 나타내는 약물인데, Cellartis Enhanced hiPS-HEP에 대하여는 PHH와 마찬가지로 저독성을 나타냈다.

[결론]
Cellartis Enhanced hiPS-HEP은 imaging을 바탕으로 한 HCA법이나, 독성화합물에 대한 반응성 확인, 신약개발 초기 in vitro에서의
세포 독성 스크리닝에서 자주 사용되는 endpoint 측정법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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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te 3

Cellartis Enhanced hiPS-HEP : 독성평가를 위한 새로운 세포모델
신약개발에는 평균적으로 15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약품 개발의 후반부에 예기치 못한 독성이 검출되어 신약 후보 물질의 개발이
중지되면 매우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간독성은 개발 후반기에 후보물질이 탈락하게 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이다.
간독성에 대한 현재의 모델 시스템과 안전성 평가가 완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약물시험을 위해 보다 발전된 새로운 세포모델에 대한 요구
가 높아지고 있다.
Cellartis Enhanced hiPS-HEP는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hiPSC) 유래의 간세포로, 동결 보존된 인간 간세포와 같은 약물대사기능 효소를 가
지고 있어 간독성 평가의 새로운 모델로 이용할 수 있다.
Application Note 3에서는 Cellartis Enhanced hiPS-HEP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간독성이 있다고 알려진 약물을 처리하고, WST-1 assay를
이용하여 세포활성을 측정한 결과를 설명하였다.

세포배양

처리 24시간 후, Premix WST-1 Cell Proliferation Assay System(Code

매뉴얼에 따라 동결상태의 Cellartis Enhanced hiPS-HEP(from

MK400)을 이용하여 각각의 세포활성을 측정하였다. 음성대조군(각 화합

ChiPS18)를 녹이고, 96 well plate에 파종 (Seeding) 하였다. 매일 배

물의 용매만)을 이용하여 기준이 되는 세포생존율을 측정하고, 용량 반응

지를 교환하면서 11일간 배양한 후, 독성시험을 하였다.

곡선 및 TC50 (세포의 50%가 사멸하는 독성농도)을 산출하였다. 화합

독성시험

물 및 용량별로 4개 well의 평균값(n=4)을 그래프로 나타냈다(평균치±

임상적으로 간독성이 있다고 알려진 화합물 또는 간독성이 없다고 확인

표준오차).

된 화합물(19페이지 표4 참조)을 최대농도 500 μM에서 2배씩 희석하여

또한, Cellartis Enhanced hiPS-HEP의 3개 batch를 이용하여 독성시

6 가지 용량을 설정하고, Cellartis Enhanced hiPS-HEP에 처리하였다.

험을 실시하고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결과]

Structural Analog

Structural Analog
Levofloxacin

Trovafloxacin

Viability (%)

Troglitazone

Viability (%)

Pioglitazone

conc.(μM)

conc.(μM)

그림22. 구조가 유사한 화합물간(Pioglitazone/Troglitazone, Levofloxacin/Trovafloxacin)의 용량반응곡선
각 유사구조 화합물 중 한쪽은 간독성(Troglitazone 및 Trovafloxacin), 다른 쪽은 간독성이 없는(Pioglitazone 및 Levofloxacin)화합물이다.
Cellartis Enhanced hiPS-HEP는 간독성 화합물인 Troglitazone 및 Trovafloxacin에 대하여 감수성을 나타냈으나, 간독성이 없는 구조유사체인 Pioglitazone 및
Levofloxacin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n=4, 평균치±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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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odar one
Viability (%)

Viability (%)

Benzbr omarone

conc.(μM)

conc.(μM)

Flutamide
Viability (%)

Viability (%)

Tolcapone

conc.(μM)

conc.(μM)

Viability (%)

Imipramine

그림23. Cellartis Enhanced hiPS-HEP에 24시간 처리한
간독성 화합물 5종의 용량반응곡선
n=4, 평균치±표준오차

conc.(μM)

표4. 분석 결과 정리
Status Label
(FDA)

Severity
(FDA)

Clinical DILI
(Xu et al. 2008)

Sandwich PHH=
Gold standard
(Xu et al. 2008)

Cellartis Enhanced
hiPS-HEP

TC50
(μM)

Troglitazone

WD

NA

Positive

Positive

Positive

73

Pioglitazone

-

-

Negative

Negative

Negative

-

Trovafloxacin

WD

NA

Positive

Positive

Positive

118

Levofloxacin

-

-

Negative

Negative

Negative

-

Benzbromarone

WD

NA

Positive

Positive

Positive

90

Amiodarone

BW

8

Positive

Positive

Positive

48

Tolcapone

BW

8

Positive

nt

Positive

113

Flutamide

BW

8

Positive

Negative

Positive

-

Imipramine

AR

3

Positive

Negative

Positive

Comp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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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125

250

120
100
80
60
40
20
0

62.5

conc.(μM)

125

Viability (%)

250

250

120
100
80
60
40
20
0

120
100
80
60
40
20
0

62.5

125

250

conc.(μM)

hiPS-HEP batch

Troglitazone
Viability (%)

62.5

125
conc.(μM)

Tolcapone
120
100
80
60
40
20
0

Pioglitazone

Viability (%)

120
100
80
60
40
20
0

Imipramine

Viability (%)

Viability (%)

Benzbr omarone

fHEPMF10
fHEPMF17
fHEPMF24

62.5

125

250

conc.(μM)

그림24. Cellartis Enhanced hiPS-HEP 3개의 다른 batch의 비교
3개의 다른 batch 사이에서 간독성 화합물 및 간독성이 없는 화합물에 대한 반응에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fHEPMF10, fHEPMF17, fHEPMF24 각 batch의 데이터는 n=3, 평균치±표준오차를 나타낸다.

[결론]
Cellartis Enhanced hiPS-HEP는 약물대사효소를 발현하고 있으므로, 간독성 화합물과 간독성이 없는 화합물인 구조유사
체(예, Pioglitazone Troglitazone, Levofloxacin Trovafloxacin 등)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
Cellartis Enhanced hiPS-HEP는 임상에서 간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화합물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uman primary hepatocyte를 이용한 샌드위치 배양에서는 Imipramine 및 Flutamide에 대해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
나, ‘Xu et. al’의 연구(2008년)에서 발표된 바와 동일하게 Cellartis Enhanced hiPS-HEP에서는 임상상 예측되는 간독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4 참조). 또한, Cellartis Enhanced hiPS-HEP를 이용하면 간독성 화합물과 간독성이 없는 화합물에
대한 반응이 일관되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Xu J, et al, Cellular imaging predictions of clinical drugi–nduced liver injury.
Toxicol Sci. 2008; 105 (1):9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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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ES / iPS세포 유래 심근세포 Kit

Cellartis Pure Cardiomyocytes (from SA121)
/Cellartis Cardiomyocytes (from P11012)
•대표적인 심장독성 유전자 및 단백질 마커 발현
•심장독성시험ㆍ안전성 평가시험ㆍ신규약제 스크리닝에 최적
•다양한 이온통로(ion channel) 발현
•Lot 간 차이가 적은 안정된 세포공급
Cellartis Pure Cardiomyocytes (from SA121)은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된 인간 ES 세포주(SA121-cTnT) 유래의 심근세포로, 고순도(약
90%) 유지 배양이 가능하고, 최소 2주 정도 안정적으로 배양할 수 있다.
Cellartis Cardiomyocytes (from P11012)은 인간 iPS 세포로부터 유도된 심근세포로, 고순도(약 80%) 유지 배양이 가능하다.

제품명

Code

내용

용량

•Cellartis Pure Cardiomyocytes （동결세포）
Y10060

Cellartis Pure Cardiomyocytes (from SA121)

1 vial ≧3×106 viable cells

•Cellartis CM Thawing Base（32 ml）

1 kit

•Cellartis CM Culture Base（90 ml）（※1）
•Cellartis Pure Cardiomyocytes （동결세포）
Y10070

Cellartis Cardiomyocytes (from P11012)

1 vial 3
≧ ×106 viable cells

•Cellartis CM Thawing Base（32 ml）

1 kit

••Cellartis CM Culture Base（90 ml）（※1）
Y10063

Cellartis CM Culture Base（※1）

•90 ml

1 ea

•위의 각 kit은 인간 ES세포 또는 인간 iPS세포 유래 심근세포(동결제품)와 세포융해용 배지 및 배양 배지로 구성되어 있다.
•Cellartis CM Culture Base(※1)는 단품 구매가능
•그 밖의 단품 구입에 관해서는 별도 문의

[참고]
위 제품은 제품명이 변경되었습니다. Cellartis Pure Cardiomyocytes(from SA121)는 Cellartis Pure hES-CM, Cellartis Cardiomyocytes(from P11012)는 Cellartis hiPS-CM과 같은 제품입니다.

Cellartis Cardiomyocytes(from P11012) 융해 후 면역세포 염색

그림25. Cellartis Cardiomyocytes (from P11012) 염색 이미지
좌 : 심근 Troponin(red) 우 : F-actin(yellow green, 확대)

www.takara.co.kr

22

인간 ES / iPS세포 유래 심근세포

Cellartis Pure Cardiomyocytes (from SA121)의 활동 전위
Nodal-like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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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A : Cellartis Pure Cardiomyocytes의 동결절(좌), 심방(중), 심실(우)의 각 활동전위
B : Cellartis Pure Cardiomyocytes의 항부정맥약 (E-4031 : K+ channel blocker) 처리 전(좌)과 처리 후(우)의 활동전위

E-4031처리한 Cellartis Pure Cardiomyocytes (from SA121)

%Change from comtrol

FPDcF

50.0
30.0
10.0
－10.0
0.01

0.1

1

E-4031의 농도

10

100

그림27.
융해~배양 4일째의 Cellartis Pure Cardiomyocytes를 프로브에 파종 (seeding) 후,
IKr channel 저해제인 E-4031을 첨가하고, 세포외전위 측정장치 (MED64, Alphamed)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E-4031의 첨가용량 의존적인 반응을 보이고, 세포외전위 (FPD : Field potential duration)의 연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Yamazaki K, et al, Beat-to-beat variability in field potential duration in human embryonic stem cell-derived cardiomyocyte clusters for
assessment of arrhyth mogenic risk, and a case study of its application. Pharmacol & Pharm. 2014; 5:117-128.
2. Jahnke HG, et al, A novel 3D label-free monitoring system of hES-derived cardiomyocyte clusters: a step forward to in vitro cardiotoxicity testing. PLoS One. 2013 Jul; 8(7):e68971.
3. Jonsson MK, et al, Application of human stem cell-derived cardiomyocytes in safety pharmacology requires caution beyond hERG. J
Mol Cell Cardiol. 2012 May; 52(5):998-1008.
4. Yamazaki K, et al, A novel method of selecting human embryonic stem cell-derived cardiomyocyte clusters for assessment of potential to influence QT interval. Toxi col In Vitro. 2012 Mar; 26(2):335-342.
5. Synnergren J, et al, Global transcriptional profiling reveal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human stem cell-derived cardiomyocyte clusters and heart tissue. Physiol Genomics. 2012 Feb 27; 44(4):245-258.
6. Nalos L, et al, Comparison of the IKr blockers moxifloxacin, dofetilide and E-4031 in five screening models of pro-arrhythmia reveals
lack of specificity of isolated cardiomyocytes. Br J Pharmacol. 2012 Jan; 165(2):46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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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세포 관련 항체

신경세포관련 항체
•면역조직염색, 면역형광염색에 이용 가능
•이식 후 human cell 검출에 유용
Code

제품명

Y40400

STEM101™

용도

서브클래스

용량

IHC, IF

IgG1

50 μg

IHC, IF

IgG1

50 μg

IHC, IF

IgG1

50 μg

특이성
인간 Ku80 (세포핵 마커)와 반응하는 마우스 단
클론 항체. 뇌를 포함한 다양한 인체조직의 세포
에 반응
인간 세포의 세포질내 단백질(※)과 반응하는 마우스

Y40410

STEM121™

단클론 항체.
(※) 인간의 뇌, 간, 췌장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의 세
포에 존재. 특히 중추신경계 세포에서 가장 잘 발현
인간 GFAP(※)와 반응하는 마우스 단클론 항체

Y40420

STEM123™

(※) 글리어세포 섬유성 산성단백질 : astrocyte나
astroglia계 세포에서 고발현된다.

Application

STEM121™, STEM101™은 마우스나 rat에 이식된 인간세포의 생착, 이동 및 분화 검출에 사용 가능
STEM123™은 마우스나 rat에 이식된 인간 신경줄기세포에서 유래하는 astrocyte의 검출에 사용 가능

STEM121™을 사용한 검출 사례
1a

1b

1c

1d

2a

2b
<정상 사람 조직>

2c

2d

3a

1a : 해마/측두피질
1b : 연수
1c : 대뇌, 백질
1d : 소뇌, 백질
2a : 뇌교
2b : 소뇌, 백질
2c : 소뇌, 피질
2d : 대뇌기저핵/내포
3a : 뇌교

그림28.
정상 사람 조직 array-Tissue Microarray Human Normal Tissue(Normal Adult Brain) (OLI, Code TM0003)를 이용하여 STEM121에 의한 면역조직염색을 실시하였다.
2차 항체로는 TaKaRa POD Conjugate Anti Mouse, For Tissue(Code MK204), TaKaRa DAB Substrate(Code MK210)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뇌조직의 많은 부위에서 세포질 단백질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해마에서는 발현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품 상세정보 및 참고문헌 등에 대해서는 다카라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연구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간, 동물의 의료, 임상진단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식품,
화장품, 가정용품 등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승인없이 제품의 재판매ㆍ양도, 재판매ㆍ양도를 위한 변형, 판매용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사명 및 제품명은 특별한 표시가 없어도 각 사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고
객 (제품문의) 02-2081-2510
지원센터 support@takara.co.kr

대 전 지 사 042-828-6525
(대전충
• 청지역 제품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