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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cardiomyocytes culture medium automatic
replacement system was produced to analyze the cardiac
contractility changes according to culture medium condition. For
the storage of culture media, a feltier refrigerator with a
temperature of 8 degrees Celsius was manufactured and pH 7.4
was maintained. Cardiomyocytes, where culture media was
automatically replaced, had lower heart beats per minute
compared to samples that did not, but moved more uniformly and
produced greater displacement in one cycle of beatings. The
maturation of cardiomyocytes was confirmed through staining
images, and sarcomere length was increased by automatic
replacement and more maturity was measur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inally, automatic culture media replaced
cardiomyocytes were tested cytotoxicity of ion related drugs.

Automatic media replacement system
(배양액 자동 교체 시스템), Cardiomyocytes (심근세포),
Maturation (성숙), Contraction force (수축력), Heart
rate (심장 박동수)
Keywords:

1. 서론
1960 년 후반 처음 시도된 Patch clamp 는 심근 세포
내부의 Action Potential Duration (APD) 변화로 약물
독성을 평가한다[1]. 하지만 심장의 활동전위에 관여하는
다양한 채널의 영향을 배제하고 hERG 채널 (K) 단독
영향에 대한 평가만으로 독성을 평가하는 것은 비 임상
시험 결과와 약 30% 불일치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2].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심근세포의
활동전위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온 채널 (Na, Ca, K)
관련 약물을 세포의 전위를 측정하는 MEA (micro
electrode array) 분석 및 심근세포의 기계적인 수축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3-4]. 검사의 효율
개선을 위해 high-throughput screening system
개발이 요구되며 비성숙 (배아기) 심장세포는 성숙
(성인) 심근에 비해 대사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약물
스크리닝 결과는 성숙/비성숙 세포의 거동이 다르게
나타난다. 심근세포 배양 시 필요한 배양액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지니고 있으며 배양액 상태에 따라 심장
박동수는 분당 20~100 회로 크게 변화된다. 따라서

새로운 배양액의 지속적인 공급 (pH, 양분)을 통해
심장약물독성평가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배양액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심근세포의 수축특성 최소화 및 약물 반응 시간의
최적화를 위해 배양액 순환에 따른 심근세포의 수축력
변화와 심장 약물 관계의 정량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2. 본론
2.1 Automatic media change
세포 배양액은 배양 환경에 따라 심근세포의 상태
변화에 큰 변화를 나타낸다. 새로운 배양액 교환 직후
심장 박동수는 정상상태를 유지하지만 시시각각 심장
박동수는 급격히 변화하며 약물 독성 평가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체외 환경에서 배양액의 상태를
신선하게 보존하기 위해 펠티어 냉장고를 제작하였다.
그림 1 은 제작된 펠티어 냉장고를 나타내며 배양액의
온도 8 ⁰C 및 pH 7.4 를 유지하였다. 배양액은 튜빙
펌프를 사용하여 세포 배양 well plate 에 1.39
μl/min 의 속도로 지속적으로 공급 및 교체된다. 배양액
상태에 따른 심근세포의 성숙도를 비교하기 위해
형광염색을 진행하였다.

그림. 1 배양액의 온도 및 pH 유지를 위한 펠티어
냉장고

2.2 Immunochemical staining
배양된 심근세포는 paraformaldehyde (3.7 %,
Sigma-Aldrich)와 Triton X (0.1 %, Sigma-Aldrich)를
이용하여 실온에서 10 분간 permeabilize 한다.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Takara)를 이용하여
3 회 permeabilization 용액을 washout 하였다. 1 %
Bovine Serum Albumin (BSA, Sigma-Aldrich)로
실온에서 nonspecific binding 을 30 분간 진행하였다.
이후 Primary anti-body (monoclonal anti actin (αsarcomere and connexin 43))를 1%의 BSA 와 1:200
비율로 혼합 후 120 분 동안 실온에서 반응하였다. 다시
secondary antibody (Alexa-Flour 488, 568 goat
anti-mouse IgG conjugate)를 1% BSA 와 1:200
비율로 혼합하여 90 분 동안 실온에서 반응하였다.
마지막으로 핵 염색을 위한 DAPI solution (4′, 6Diamidino-2-phenylindole)을 추가하여 15 분동안
37°C 에서 반응하였다 [그림 2].

그림. 2 배양된 심근세포 염색 이미지

그림. 3 배양액 상태에 따른 심근세포의 sarcomere 길이
분석
그림 3 은 배양액 상태에 따른 심근세포의 sarcomere
length 를 나타낸다. 튜빙펌프를 이용하여 배양액을
자동으로 교체한 심근세포는 수동으로 배양액을 2 일
주기로 교체한 심근세포에 비해 sarcomere 길이가
증가하였고 P 테스트 결과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측정되었다. 신선한 배양액을 지속적으로 공급 및
교체하였을 때 일정한 pH 및 양분의 공급에 의해
심근세포는 성숙함을 측정하였다. 생물학적 성숙도
분석이후 배양액 상태가 심근세포의 수축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약물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약물은 심근 세포의 이온 채널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로 Verapamil (L-type calcium channel
blocker, Sigma-Aldrich), Quinidine (blocking the fast
inward
sodium
current,
Sigma-Aldrich)을
사용하였으며 stock solution 은 에탄올에 녹여 4C 로
냉장 보관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약물은 에탄올
농도가 0.1 %를 넘지 않게 제조하였다. 약물의 IC50 값을
기준으로 log scale 로 약물을 제작하였다. 그림 3 은 각
약물에 따른 심근세포의 수축력 및 심장 박동수 변화를
나타낸다. Verapamil 실험결과 100nM 의 농도까지 수축력
및 심장박동수가 감소하였고 IC50 이상의 약물을
첨가하였을 때 불규칙적인 비팅을 측정할 수 있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배양액 상태에 따른 심근세포의 수축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배양액의 온도 8 ⁰C 및 pH 7.4 를
유지하는 펠티어 냉장고를 제작하였다. 심근세포에
튜빙펌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배양액을 공급 및
교체하여 성숙을 유도하였다. 지속적으로 배양액이
교체된 심근세포는 그렇지 않는 세포에 비해 일정한 심장
박동수를
보였고
약물
실험결과
반응성이
낮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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