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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solic acid (UA) a bio-active ingredient found in a variety of fruits and vegetables, and it has potent
antioxidant activity. However, the role of UA in mouse embryonic stem (ES) cells is poorly
understoo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unctional role of UA in regulating the development of mouse
ES cells under hypoxia. Hypoxia did not exert a significant effect on the undifferentiated state of
mouse ES cells. However, it induced reactive oxygen species (ROS) generation and increased the level
of lactate dehydrogenase (LDH) production at 48 h of hypoxic exposure. Conversely, oxidative stress
induced by hypoxia was significantly inhibited by UA (30 μM) pretreatment. Hypoxia significantly de-
creased cell survival and the level of [3H] thymidine incorporation, both of which recovered following
pretreatment of UA. In addition, UA decreased the apoptotic effect of hypoxia by attenuating cas-
pase-3 cleavage or by recovering cellular inhibition of the apoptotic protein (cIAP)-2 and Bcl-2
expression. We further found that UA decreased senescence-associated beta-galactosidase activity. We
suggest that UA is a natural antioxidant and one of the functional modulators of hypoxia-induced sur-
vival, apoptosis, proliferation, and aging in mouse ES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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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s)는 수정난 착상 이전의

발달 단계인 배반포(blastocyst)의 내세포괴(inner cell mass)

에서 회수되는 세포로, 끊임없이 자가재생(self-renewal)이 가

능하며 특정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능성(pluripotency)의

특징이 있다[18]. 흥미롭게도 착상전 배아는 3~5% 저산소 상

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저산소 환경은 배반포 발달 및

배아세포의 증식에 영향을 끼쳐 배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7]. 최근에 인간배아줄기세포의 경우, 2%

정도의 생리학적 저산소 환경은 세포의 활성을 유도하고, 염

색체 이상을 감소시킴으로써 세포의 생존(survival)을 촉진시

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었다[8]. 그러나 산모의 고혈압,

감염, 영양실조, 약물중독 등의 다양한 상황은 태아의 지속적

인 저산소증 및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저산소 및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은 태아 사망의 주요

한 원인중의 하나이며 경미한 뇌손상에서부터 뇌성마비까지

다양한 신경학적 불능을 초래하고 있다[21]. 따라서 이와 같은

종합적인 결과는 세포내 전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배아줄기세

포의 행동은 산소의 농도에 아주 민감하게 작동하며, 지속적

인 산화적 스트레스는 배아의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이러한 산화

적 세포손상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물질로 작용하며, 여러 생

리학적 필수과정 및 질환 발생 기전에서 양면적인 특성을 가

진 잠재적 신호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다[6]. 특히 배아줄기세

포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종은 배아세포의 증식 및 배아의

발달 등 다양한 생리학적 조건에 영향을 주지만, 지속적인 저

산소 상태에서 발생되는 높은 농도의 활성산소종은 오히려

세포의 증식을 억제시키거나 세포자살을 유도하고, 이와 더불

어 세포의 노화를 급속히 유도하므로 배아발달에 심각한 타격

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6, 14]. 따라서 지속적인 저산소

상태가 배아줄기세포에 미치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을 알아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활성산소종을 제어하는 방

법을 연구 하는 것은 배아줄기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그 전

능성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르솔산(Ursolic acid)은 로즈마리(Rosemarinus officinalis),

비파나무(Eriobotrya japonica), 히더(Calluna vulgaris), 베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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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s used for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Gene Identification Primer sequence, 5’-3’ Annealing Tm. (°C)

Oct-4

SOX-2

FOXD3

β-actin

Sense

Antisense

Sense

Antisense

Sense

Antisense

Sense

Antisense

CGTGAGACTTTGCAGCCTGA

GGGATGTAAGTGATCTGCTG

GTGGAAACTTTTGTCCGAGAC

TGGAGTGGGAGGAAGAGGTAAC

TCTTACATCGCGCTCATCAC

TCTTGACGAAGCAGTCGTTG

AGCCATGTACGTAGCCATCC

CTCTCAGCTGTGGTGGTGAA

50

50

55

55

Abbreviations: octamer-binding transcription factor 4, Oct4; sex determining region Y box 2, SOX-2;Forkhead box protein D3, FOXD3.

(Ocimum sanctum) 등의 약재 식물들의 꽃과 잎, 그리고 열매

등으부터 분리되는 pentacyclic triterpenoid로서 항염증 및 항

암 화 작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8]. 특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바탕으로 암세포의 성장과 침습, 전이

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9, 10, 11]. 따라서 이러한 우르솔

산의 탁월한 약리적인 효과는 저산소상태에서 배아줄기세포

로부터 발생되는 활성산소종 및 노화 신호를 억제하는 기능성

물질로써 응용될 수 있음을 암시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산소환경이 배아줄기세포의 생존

과 증식 그리고 세포의 자살과 노화기전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지를 알아보고, 이때 우루솔산이 저산소에 의해 유도되는 배

아줄기세포의 행동기작을 조절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 중,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은 GIBCO-BRL (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였

으며, Cleaved caspase-3, cIAP-2, Bcl-2, β-actin에 대한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Paso Robles, CA)에서 구입하였

다. 이외의 모든 시약은 Sigma사(St. Louis, MO, USA)의 제품

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그 외 사용된 시약은 순도가 높은(순

도 99% 이상) 등급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배아줄기세포 배양

마우스 배아줄기세포(ES-E14TG2a)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에서 구입하였으며, 고포도당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배지에 15%

FBS, 1.7 mM L-glutamine, 0.1 mM β-mercaptoethanol, 5

ng/ml LIF, 100 U/ml penicilline, 100 μg/ml streptomycin를

혼합한 후, 37°C의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실험에

앞서 FBS가 들어 있지 않은 배지로 교환하여 24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저산소 상태 환경을 만들어 주기위해, 공기의 밀봉이

용이하고 빠른 gas 교환기능을 가진 저산소 챔버(MIC-101,

Billups-Rotheberg, Del Mar, CA)를 이용하였고 이곳에 마우

스 배아줄기세포를 넣고, 저산소 상태 가스(2.2% O2, 5.5%

CO2, 92.3% N2)를 20 l/min으로 30분 동안 흘려 준 후, 챔버를

밀봉하여 비유동적 저산소환경(non-fluctuating hypoxic en-

vironment)을 만든 후, 37°C의 세포 배양기에 넣어 지정된 시

간동안 배양하였다.

Alkaline phosphatase 염색

배아줄기세포를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로 두 번

세척한 후 4% formaldehyde로 15분간 상온에서 고정한다. 고

정 후 PBS로 다시 두 번 세척한 후, alkaline phosphatase 혼합

용액(200 μg/ml naphthol AS-MX phosphate, 2% N,N-dime-

thylformamide, 0.1 M Tris, pH 8.2, 1 mg/ml Fast Red TR

salt)을 상온에서 10-15분간 처리하였다. PBS로 세척 한 후 공

초점 레이저 현미경(Olympus FluoView 300 confocal micro-

scope, Tokyo, Japan)을 이용해 400배 배율로 세포를 관찰하

였다

RNA 추출 및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분석

Trizol (Invitrogen, Carlsbad, CA)을 이용하여 총 R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RNA는 Maxime RT PreMix Kit (iNtRON

Biotechnology, Sungnam, Kyungki, Korea)을 사용하여 cDNA

로 합성하였다. 합성된 cDNA를 Table 1에 제시한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증폭시켰으며, 증폭된 RT-PCR 산물은 1% 아가로스

겔을 사용하여 전기영동으로 확인하였다.

세포 내 활성산소양 측정

배아줄기세포를 우르솔산과 함께 저산소에 노출시킨 후, 10

mM의 2',7'-dichlorofluorescein (DCFH-DA)를 30분 동안 어

두운 곳에서 배양시키고,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Olympus

FluoView 300 confocal microscope, Tokyo, Japan)을 이용해

488 nm (excitation)과 515-540 nm (emission)의 파장에서 400

배 배율로 세포를 관찰하였다. 활성산소양을 정량하기위해,

세포를 차가운 PBS에서 수확하고, 100 μl씩 96-well flat bot-

tom plates 분주한 후, fluorescent plate reader (Victor3;



Journal of Life Science 2013, Vol. 23. No. 10 1225

Perkin-Elmer,Waltham, MA)를 이용해 485 nm (excitation)과

535 nm (emission)의 파장에서 그 정량값을 얻었다.

Lactate dehydrogenase 방출 분석

배아줄기세포를 우르솔산과 함께 저산소에 노출시킨 후,

lactate dehydrogenase (LDH) kit (Iatron Lab, Tokyo, Japan)

를 이용하여 활성산소종에의해 발생되는 세포막 손상의 정도

[20]를 측정하였다. 약 25 μl 세포 배양액을 75 μl LDH 기질

혼합물에 넣고,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570 nm에서

그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LDH 측정값은 대조군에 대한 %로

계산하였다.

[3H]-thymidine 결합 측정

[
3
H]-thymidine 결합 측정은 Brett (1993)가 발표한 방법[4]

을 이용하였다. 배아줄기세포를 우르솔산과 함께 저산소에 노

출시킨 후, 1 μCi의 [methyl-
3
H]-thymidine (Amersham

Biosciences, Buckinghamshire, UK)를 처리하여 37°C에서 1시

간 동안 배양 시켰다. 용출물속의 방사선 활성도를 liquid scin-

tillation counter (Wallac, Turku, Finland)로 측정하였고, 실험

결과는 대조군에 대한 %로 계산하였다.

MTT 분석

배아줄기세포를 우르솔산과 함께 저산소에 노출시킨 후,

3-(4,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를 처리하고 2시간 동안 CO2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하였

다. 배양 후 형성된 자색의 formazen 결정을 육안 및 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하고 세포를 PBS를 이용하여 2번 세척하였다. 500

μl의 Dimethyl sulfoxide (DMSO)를 2시간 동안 배양하여 for-

mazen을 완전히 용해시킨 후, 200 μl씩 96-well flat bottom

plates 분주하여 570 nm에서 그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Western blot 분석

Western blot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배아줄기세포에 지

정된 농도와 시간에 따라 우르솔산을 처리하고, PBS로 잘 세

척한 후, whole 세포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Whole 세포 단백

질은 protease inhibitor cocktail (Boehringer, Mannheim)이

포함된 lysis buffer (20 mM HEPES, pH 7.9, 400 mM NaCl,

0.2 mM EDTA, 1 mM DTT, 1 mM PMSF in isopropanol,

1.5 mM MgCl2, 25% glycerol, 0.5% NP-40)에서 추출되었고,

Bradford 방법[3]을 이용하여 단백질의 농도를 확인하였다. 정

량된 단백질들을 10% polyacrylamide gel에 100 V, 30 mA에

서 2.5 h 동안 전기영동 하였고, PVDF membrane에 transfer시

킨 후, 5% 탈지분유가 함유된 TBS-Tween 용액(25 mM Tris

base, 137 mM NaCl, 2.68 mM KCl, 0.05% Tween-20, pH 7.5)

으로 25°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3,000배 희석된 pri-

mary antibody (cleaved caspase-3, cIAP-2, Bcl-2, β-actin)와

10,000배 희석된 secondary antibody를 적당한 시간 동안 순차

적으로 처리하고, chemiluminescence 기계(Amersham Phar-

macia Biotech, Buckinghamshire, UK)를 이용해 cleaved cas-

pase-3, cIAP-2, Bcl-2, β-actin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β-galactosidase 활성 측정

노화된 세포에서 특징적으로 발현되는 β-galactosidase의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senecence-associated β-galactosidase

kit (SA-β-gal, Sigma, St Louis, MO, USA)을 이용하였다. 배아

줄기세포를 PBS로 두 번 세척한 후 4% formaldehyde로 15분

간 상온에서 고정한 다음, β-galactosidase 활성 측정 혼합물을

넣어 12시간까지 배양하였다. 광학현미경으로 β-galactosidase

양성인 푸르게 염색된 노화된 세포수와 전체 세포수를 세어서

노화된 세포의 정도를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하였으며, 실험결과는 means±

SE로 표현 하였다. 유의적 차이는 Student's test 및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이용하여 결정하였으며,

p-values < 0.05의 값들을 유의적인 결과로 고려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저산소가 배아줄기세포 미분화에 미치는 영향

저산소 환경이 배아줄기세포의 미분화 상태 및 전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48시간 동안 배아줄기세포를

저산소에 노출시킨 후, 미분화 마커인 alkaline phosphatase

(AP)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흥미롭게도 배아줄기세포의

AP 활성을 나타내는 적자색의 콜로니들이 48시간 동안의 저

산소 환경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찰됨을 알 수 있었다

(Fig. 1A). AP는 phosphate monoester를 가수분해하는 특성

을 가진 세포막 결합 효소로서 DNA가 합성되는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주로 자가 재생과 분화를 조절하는 전사인자인

Oct4, SOX-2, Klf4, c-Myc 등의 발현 조절에 영향을 주어 배아

줄기세포의 전능성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마커로 알려져 있다

[15, 23]. 저산소 환경이 배아 줄기세포의 자가재생과 분화를

조절하는 전사인자인 Oct4 (octamer-binding transcription

factor 4), SOX-2 (sex determining region Y box-2), 그리고

FOXD3 (forkhead box family member) 유전자발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러한 전사인자들은 일

반적으로 외부의 자극이 있는 경우, 유전자 발현을 On/Off

할 수 있는 ‘스위치’ 역할, 즉 자가 재생에 관련된 유전자를

활성화 시키고 분화 유전자는 억제 시킴으로써 배아줄기세포

로 하여금 전능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Fig.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아줄기세포를 48시간 동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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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Effect of hypoxia on mouse ES cells characteristics. (A)

AP enzyme activity was assessed in mouse ES cells un-

der hypoxic condition for either 24 or 48 h. Magnifica-

tion, 400X. AP, Alkaline phosphatase; Cont, Control.

Representative images from 3 separate experiments are

shown (n=3). (B) mouse ES cells were exposed to hypo-

xia for 48 h. Total RNA from mouse ES cells was reverse

transcribed, and Oct-4, SOX-2, FOXD3, and β-actin

cDNA were amplified by real-time PCR. n=3.

A B

C

Fig. 2. Ursolic acid has inhibitory effect on hypoxia-in-

duced ROS generation and LDH production

in mouse ES cells. Mouse ES cells were pre-

treated with UA (30 μM) or NAC (10 μM) for

30 min and exposed to the hypoxic condition

for 48 h. (A) Dichlorofluorescein- sensitive cel-

lular ROS (green) were observed by using im-

munofluorescence confocal microscopy. Mag-

nification, 400X. n=3. (B) Dichlorofluorescein-

sensitive cellular ROS were observed by

luminometry. Error bars represent the means

± SE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in-

volving triplicates. *, p<0.01 versus normoxia.
#
, p< 0.01 versus hypoxia. (C) LDH released

into cell culture media was determined as de-

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section.

Error bars represent the means + SE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involving

triplicates. *, p<0.05 versus normoxia. #, p<

0.05 versus hypoxia

산소에 노출한 후에도 이들 미분화 유전자들의 mRNA의 발현

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48시간 동안

의 저산소 환경은 배아줄기세포의 미분화상태 및 전능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유의적 영향을 미치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저 산소가 세포 활성산소 생성 및 세포 손상에 미치는 영향

및 우르솔산 효과

한편 일반적으로 대부분 생물체의 정상적인 대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활성 산소종(O2·
-, H2O2, ·OH, NO-,

ONOO
-
)은 생체 내에 존재하는 여러 항산화 효소에 의해 소멸

되거나 제거되기 때문에 생명현상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만, 저산소환경을 포함한 여러 유해 인자로 인해 비이상적으

로 과잉 생성된 활성 산소종은 세포막 지방의 산화, 단백질의

산화 및 변성, DNA 변성 등을 일으킴으로써 세포의 노화를

유도하거나, 세포의 증식을 억제시키거나 세포자살을 유도하

여 배아발달 심각한 타격을 주는것으로 알려져 있다[1, 6, 14].

Fig. 2의 형광염색사진(Fig. 2A)과 이를 정량한 결과(Fig. 2B)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배아줄기세포를 저산소 환경에 48시간 동

안 노출시켰을때, 대조군에 비해 활성 산소종의 농도가 70%

이상 증가한 반면, 30 μM의 우르솔산의 처리는 항산화제인

N-acetyl-cysteine (NAC) 전 처리 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산소에 의한 활성 산소종 증가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항산화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예비연구결과 낮은 농도(1과 10

μM)의 우르솔산은 저산소에의해 발생된 활성 산소종을 억제

하지 못했다. 특히 활성 산소종에의해 발생되는 세포막 손상

의 마커인 lactate dehydrogenase (LDH) 방출은 대조군에 비

해 저산소 처리군에서 40% 이상 증가한 반면, 30 μM의 우르솔

산의 처리는 LDH방출을 정상수준으로 유의적으로 감소시켰

다. 따라서 생리활성 물질로서 우루솔산은 지속적인 저산소환

경에서 발생된 배아줄기세포의 활성 산소종 발생을 막고, 이

와 더불어 세포막 손상을 포함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항산화제로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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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Ursolic acid has inhibitory effect on hypoxia-in-

duced apoptosis in mouse ES cells. Mouse ES

cells were pretreated with UA (30 μM) for 30

min and exposed to the hypoxic condition for

48 h. Cell survivals (A) and proliferation (B)

were evaluated by the MTT and [
3
H]-thymidine

incorporation assay, respectively. Error bars

represent the means ± SE from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involving triplicates. *,

p<0.05 versus normoxia. #, p<0.05 versus hypoxia.

(C) The total cell lysates were subjected to

SDS-PAGE and cleaved caspase-3, cIAP-2, and

Bcl-2 were detected by using western blot. β-

actin expression is shown as controls. Represen-

tative images from 3 separate experiments are

shown (n=3).

저 산소가 세포 생존 및 DNA 합성에 미치는 영향 및 우르

솔산 효과

저산소환경에 의해 유발된 고농도의 활성산소종은 배아줄

기세포의 생사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MTT

분석과 [3H]-thymidine 방법을 이용해 우르솔산의 유용한 효

과를 조사하였다. 배아줄기세포를 저산소 환경에 48시간 동안

노출시켰을때, 세포의 생존율(Fig. 3A)과 세포의 증식(Fig. 3B)

은 대조군에 비해 40% 그리고 80% 이상 각각 감소한 반면,

30 μM의 우르솔산의 처리는 대조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산

소에 의한 세포 생존율및 증식율을 유지시키는 효과를 보여주

었다. MTT는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효소에

의해 환원되어 불용성의 자색을 나타내는 formazen을 형성하

게 되는 것을 이용하여 세포의 생존을 측정하는 반면,

[
3
H]-thymidine은 세포유사분열 동안, 새롭게 합성되는 chro-

mosomal DNA에 삽입되는것을 이용하여 세포의 증식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탁월한 항산화능력

을 가진 우르솔산은 세포 미토콘드리아와 관련된 생리학적

ATP 생성과정이나 핵 내의 DNA합성과정을 조절하므로서 배

아줄기세포의 전능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암시한다.

한편 우르솔산은 저산소 환경에 의해 유도된 배아줄기세포

의 자살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 주었다(Fig. 3C). 세포자살은

생리적으로 발생하는 예정된 세포의 죽음으로 다른 세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원치 않는 세포가 제거되는 자연 과정을

말한다[19]. 특히 caspase는 세포자살 과정에서 실행경로의 활

성화 과정에 관여하는 중요한 단백질 분해효소이므로 이 효소

의 활성도를 측정하여 세포의 자살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다

[22]. 배아줄기세포를 저산소 환경에 48시간 동안 노출시켰을

때, pro-caspase활성 증가로 인해 cleaved caspase-3의 발현이

증가한 반면, 30 μM의 우르솔산의 처리는 대조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cleaved caspase-3의 발현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

었다. 한편 저산소 환경은 caspase 효소에 결합하여 그 활성을

억제하는 cIAP (cellular inhibition of apoptosis protein)-2의

발현[16]을 억제했을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in-

trinsic apoptosis pathway에 작용하는 anti-apoptosis와 관련

있는 단백질인 Bcl-2의 발현[12]을 억제 시켰다. 그러나 우르솔

산의 처리는 저산소에 유도된 이러한 세포자살 억제단백질들

(cIAP 및 Bcl-2)의 발현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킴으로서 배아줄

기세포의 자살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우르솔산은 강력한 항산화력을 바탕으로 저산소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배아줄기세포의 내재적/외재적 세포자살 기

작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자가 복제 능력 및

전분화능을 갖춘 세포로서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능성 물질임을 암시한다.

저 산소가 세포 노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우르솔산 효과

노화란 시간에 따른 생체 기능의 손실을 의미하는데, 생명

의 지속과 나란히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9]. 특히

활성 산소종은 노화의 기본적인 원인 물질로서, 그 반감기는

짧지만 반응성이 매우 강하여 세포의 구성물질인 고분자 물질

즉 단백질, 지질, DNA를 공격하여 부서뜨리거나 변형시킨다

[5]. 특히 배아 줄기 세포의 경우, 단백질 및 지질은 대사과정에

서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재생이 가능하지만, 핵

이나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유전정보 보관물질인 DNA는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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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Ursolic acid has inhibitory effect on hypoxia-induced senescence in mouse ES cells. Mouse ES cells were pretreated with

UA (30 μM) or NAC (10 μM) for 30 min and exposed to the hypoxic condition for 48 h. (A) Senescence-associated beta-gal-

actosidase activity (blue) was observed by using immunofluorescence confocal microscopy. Magnification, 400X. n=3. (B)

Senescence-associated beta-galactosidase activity was determined as % of senescent cells. Error bars represent the means

± SE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involving triplicates. *, p<0.01 versus normoxia. #, p<0.01 versus hypoxia.

가 불가능하며, 배아의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17]. 따라서 배아줄기세포는 노화에 아주 민감한 세포라고 알

려져 있으며, 그 특징을 살펴보자면, 모두 일정한 회수의 분열

을 한 뒤에 멈춰서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세포의 모양이 넓게

퍼지고, 그 크기가 커지면서, SenA-beta-gal (senescence asso-

ciated beta-galactosidase)에 의해 핵 주위가 파랗게 염색되는

세포로 바뀌는 복제적 노화(replicative senescence) 현상을 보

여준다[11].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beta-galactosidase 활

성을 나타내는 푸른색의 콜로니가 저산소 환경 48시간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됨이 관찰되었지만, 우르솔산의 처리는 저산

소에 유도된 배아줄기세포의 노화를 유의적으로 억제하는 효

과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우르솔산의 탁월한 약리학적 효과가

저산소 상태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활성산소종 및 노화

신호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배아줄기세포의 분열능력 및 자

가증식 능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 볼때, 저산소 환경은 배아줄기세

포의 미분화상태 및 전능성을 유지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세포내 활성산소종의 지속적인 생산으로 인해 산화

적 스트레스를 유도하였다. 이로 인해 세포의 생존과 증식을

감소 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포의 자살 및 노화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우르솔산의 강력한 활성산소 소거능력은 저산소상태

에서 배아줄기세포로부터 나타나는 유해 행동기작을 제어함

으로서, 배아줄기세포의 전능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탁월한

약리학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향후 우르솔산의 배아줄기

세포 행동 조절기전에 대한 분자생물학적인 연구로서 hypo-

xia inducible factor의 조절기작에 대한 실험이 더 필요하며,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유해 메커니즘을 더욱

이해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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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저산소 상태에서 우르솔산이 배아줄기세포 성장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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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솔산(Ursolic acid)은 다양한 약재, 과일 그리고 야채 등으로 부터 분리되는 식물성 생리활성물질로서, 천연

항산화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배아줄기세포에서 우르솔산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잘 이해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산소 상태에서 우르솔산이 배아줄기세포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48시간

동안의 저산소 환경은 배아줄기세포의 미분화상태 및 전능성을 유지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세포 내

활성산소종의 지속적인 생산과 이로 인한 lactate dehydrogenase 활성을 촉진 시켰다. 저산소에 의해 유도된 배아

줄기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는 30 μM의 우르솔산의 처리로 인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우르솔산의

활성산소 소거능력은 항산화제인 N-acetyl-cysteine (NAC)의 효과와 유사하였다. 저산소 환경은 또한 유의적으로

배아줄기세포의 생존과 증식을 감소 시킬 뿐만 아니라, 세포의 자살 및 노화를 유도함이 관찰되었지만, 강한 항산

화 능력을 지닌 우르솔산은 세포를 저산소로부터 보호하여 정상수준으로 세포의 생존과 증식을 유지시키고, 세포

자살 관련 단백질(cleaved caspase-3, Bcl-2, 그리고 cIAP) 및 세포 노화 관련 단백질(beta-galactosidase)을 조절하

는 탁월한 약리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르솔산은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이며,

저산소에 의해 유도된 유해 기작을 제어함으로서, 배아줄기세포의 전능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성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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