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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생쥐에서 임신 초기의 dexamethasone 이 태반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태반은 임신 중에 태아의 성장에 필수적인 기관이다. 이 기관은 

내분비 기관으로 작용하며 이 외에도 호흡에 필요한 가스와 영양분의 

교환, 면역 장벽으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태반의 적절한 발달은 배아와 태아의 생존 및 적절한 성장과 성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태반의 유전적 표현형적 특성에 의해 태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임신 중 태반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태아의 성장이 지연되어 

미숙아로 출생하게 되거나, 심한 경우 태아의 사망도 가능하다. 이런 

적절하지 못한 태반의 발생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써, 임신 기간 중의 

모체로부터 유래된 스트레스가 있다. 스트레스로 인한 기전은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가 시상하부의 paraventricular nuclei (PVN)에 

입력되게 되면 corticotrophin releasing hormone (CRH)과 arginine 

vasopressin (AVP)이 분비가 되고, 이는 뇌하수체 전엽에서의 

adrenocorticotrophin (ACTH)의 분비를 자극한다. 이는 곧이어 부신 

피질을 자극하여 glucocorticoid 의 분비를 촉진한다. 

Glucocorticoid 는 태반에 존재하는 11β hydroxysteroid 

dehydrogenase Type II (11β-HSD2) 라는 효소가 glucocorticoid 를 

불활성 형태로 전환시키므로 해서 모체에서 유도된 glucocorticoid 로 

부터 태아를 보호한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사용하는 합성 

glucocorticoid 의 일종인 dexamethasone 은 이렇게 태반 내 존재하는 

11β-HSD2 의 보호 없이 glucocorticoid receptor 로의 직접적인 

작용이 가능하게 하여, 바로 태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러한 합성 glucocorticoid 의 스트레스 유도효과로 HPA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의 발달과 기능을 붕괴시키고, 

그로 인해 태아의 성장을 방해하여 출생 이후에도 다양한 질환에 

취약하게 한다. 생쥐에서는 임신 15,16,17 일에 합성 

glucocorticoid 의 일종인 dexamethasone 을 처리한 후에 희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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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의 형태를 관찰하고 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태반과 태아의 체중 감소가 관찰되었다. 또한 출생 전에 

dexamethasone 을 처리한 다른 실험에서도 태아의 뼈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보고들은 합성 glucocorticoid 가 

태아에게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출생 

전에 모체에서 유도된 스트레스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쥐의 임신기간 중 보호막 역할을 하는 태반이 

모계 쪽으로부터 온 스트레스로 인해 받는 영향을 태반의 형태적, 

유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 보았다.  

 

 

 

 

 

 

 

 

 

 

 

 

 

 

 

 

 

 

 

                                                                  

핵심 되는 말 : 태반, glucocortic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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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임신 중 자궁 내 태아의 발달과 크기 등은 포유류의 평균생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역학 

(epidemiologie)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다. 역학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 어미에게 미치는 안 좋은 조건들은 훗날 태아에게 정신 질환뿐 만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 등 심혈관과 신진대사 등에 관련된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1-3  

임신 중 스트레스의 작용 기전은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가 시상하부의 

paraventricular nuclei (PVN)에 입력되게 되면 corticotrophin 

releasing hormone (CRH)과 arginine vasopressin (AVP)이 분비가 되고, 

이는 뇌하수체 전엽에서의 adrenocorticotrophin (ACTH)의 분비를 

자극한다. 이는 곧이어 부신 피질을 자극하여 glucocorticoid의 분비를 

촉진하게 된다.4 일반적으로 glucocorticoid의 증가는 특정 세포 유형과 

기관에 따라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glucocorticoid는 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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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촉진 시키기도 하고, 기관의 구조를 변화 시키기도 한다.5. 

임신 중 스트레스는 물리적으로도 또는 정신적으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과다한 스트레스는 태아에게 glucocorticoid의 

증가를 유도하고, 유도된 glucocorticoid의 증가로 인해 태아에게 임신 

중 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 (IUGR) 등을 초래하여 태아의 

발달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6  

흔히 임상에서는 조산 기가 보이는 임산부에게 합성 

glucocorticoid를 주입하여 미성숙된 태아 장기의 성숙을 촉진시켜 

태아가 생존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7, 8 그러나 과도하거나 또는 

반복적인 glucocorticoid의 주입은 출생한 태아의 무게를 감소시키고, 

태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질병들을 겪게 될 위험을 높여준다고 

한다.3, 9 

다양한 동물 실험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출생 전의 스트레스나 

과도한 glucocorticoid는 이를 받게 되는 유형과 이를 받는 시기에 따라 

두 개 안면 (Craniofacial) 과 뼈 형성의 이상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출생 시 태아의 무게 감소 등을 유도한다고 보고되어 졌다.10-12 

배외 (Extraembryonic) 조직으로 분류되는 태반은 임신 중에만 

나타나는 기관으로, 어미와 태아 사이에 위치하여, 이 둘 사이의 물질 

교환 및 임신 중 보호막 역할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13 이러한 중요한 

역할로 인해 태아의 생존과 성장은 전적으로 이 태반의 기능에 달려 

있다. 따라서, 임신 중 스트레스로 초래되는 태반의 부적당한 발달과 

생리는 태아 성장 저해라는 악영향을 낳을 수 있으며, 혹은 더 심할 

경우 임신 중 태아의 죽음에 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14 

임신 중 여러 악조건에 의한 태반의 발달과 기능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유산이나 임신 중독 등과 같은 임신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의 인과관계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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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태반은 태반 내 11 beta-hydroxysteroid dehydrogenase 

Type II (11β-HSD2) 효소의 존재로, 발달 상의 태아는 모체에서 분비된 

cortisol 로부터 보호받는다.15 11β-HSD2는 태반의 합포 융합막 

(syncytiotrophoblast)에 존재하고,16 활성 형태의 cortisol을 

불활성형태의 cortisone으로 전환시켜준다.15 그로 인해 태아 혈액 내 

존재하는 cortisol 농도가 어미 혈액 내 존재하는 cortisol의 농도보다 

약 13배 가량 낮게 존재한다고 보고되었다.17 

  그러나 한 연구에 따르면 임신 한 어미생쥐가 받은 스트레스가 

태아의 태반 내 존재하는 11β-HSD2 mRNA의 발현 양과 활성을 

감소시켰다고 한다.18 따라서 항상 11β-HSD2 효소가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태아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합성 glucocorticoid의 일종인 dexamethasone은 

glucocorticoid 수용체 ligand에 특이적으로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dexamethasone은 11β-HSD2에 의해 산화 되지 않고, 태반을 

넘어 태아에게 전달 된다.4 

스트레스로 유도되는 glucocorticoid는 태반의 형태학적 변화, 

호르몬 합성, 생리적 교환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태반 효율성 (placenta 

efficiency)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동물 실험을 통해 이미 보고 되어 

있다.19 그러나 이미 선행된 실험들은 주어진 약물의 조건, 약물이 투여 

되는 시기 등 실험 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이와 같은 결과들을 일반화 

하기 어렵다. 

태아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특정 시기에, 특정 세포가 발생 

시키는 신호가 각기 다르며, 이에 따라 발달이 진행해 간다. 따라서 

임신 중 특정 시기에 따라 스트레스 등의 악조건 속에 특정 세포가 

반응을 할 것이며, 이는 다양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 할 때, 스트레스에 의한 태반의 반응과 그로 인해 유도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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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려는 본 실험에서는 발달 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실험 동물을 이용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임신 중반기에서 후반기에 

걸쳐서 스트레스 유도 효과를 확인 하였다. 선행 된 실험들은 임신 중인 

실험 동물에 합성 glucocorticoid를 투여 하여 이에 따른 태아와 태반의 

영향을 확인 해 보았으며, 태반 내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로 인해 

태반의 성장 및 기능의 변화를 야기 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20-24 몇몇 

실험에서는 임신 초반기에 합성 glucocorticoid를 투여하여 스트레스에 

의한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보기도 하였지만 많이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출생 전 특히 임신 초기인 임신 7.5일, 8.5일, 

9.5일에 합성 glucocorticoid인 dexamethasone을 투여하여, 임신 중 

태반의 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였다. 

임신 7.5일, 8.5일, 9.5일은 태아 발달 단계 상 

장배형성(gastrulation)과 기관형성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난황낭(yolk 

sac)과 융모요막 태반(chorioallantoic placenta) 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13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발달 단계에 있는 태아와 

태반에게 합성 glucocortcoid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신 초기에 모계로부터 발생한 스트레스가 

생쥐 태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형태학적 분석과 유전자 발현 분석을 

통하여 실행하였다. dexamethasone 투여의 단기적 영향분석으로 임신 

11.5일을 선택하였으며, 장기적 영향 분석을 위해 임신 18.5일을 

선택하여 태반을 분리 후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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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Animals 

 

8주-16주 된 ICR 마우스를 전날 오후 6시에 합방을 시킨 후, 다음날 

아침 9시에 plug check를 통해 plug이 확인 된 mouse를 이날을 임신한 

지 0.5일로 간주하였다. 임신한지 7.5, 8.5, 9.5일에 Dexamethasone 21-

phosphate salt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를 1mg/kg 과 

10mg/kg 으로 saline에 희석하여 복강주사 (Intraperitoneal injection) 

로 투여하였으며, 대조 군으로 saline을 투여하였다. 임신한지 11.5일과 

18.5일에 각각 sample을 취득하여, 곧바로 PBS에 담아두었다.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현미경(Olympus SZX10)을 이용하였으며,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조직의 PBS를 뺀 후, 1.5ml tube에 넣어서 측정하였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모두 얼음 위에서 실행되었다. 크기와 무게를 

측정하고 난 후, 4% paraformaldehyde에 조직을 담아 4℃에서 overnight 

고정을 하였으며, 고정 후에 70% ethanol, 85% ethanol, 95% ethanol, 

100% ethanol 순서로 탈수 과정을 거치고 benzene 을 통해 clearing을 

하였으며, paraffin으로 infiltration을 거친 후, paraffin에 embed 한 

후 4℃에서 paraffin을 굳혔다. in situ hybridization 용으로는 4% 

paraformaldehyde에 고정 된 조직을 30% sucrose in PBS 를 이용하여  

overnight 탈수 하였으며, 다시 또 조직을 OCT (Tissue-Tek) 에 embed 

한 후, 메틸 부탄과 드라이아이스가 담긴 곳에서 OCT를 서서히 굳힌 후 

-80℃에 보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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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NA isolation 

 

PBS에 담겨있던 sample을 곧바로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급랭시킨다. 

급랭 된 조직이 녹기 전에 막자 사발로 갈아서 가루 형태로 만든다. 

가루 형태의 조직을 15ml tube로 옮기고 나서, Trizol reagent  

(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붓고, 잘 섞어준다. Trizol에 담긴 

tube에 조직 1ml 당 chloroform 200µl 를 첨가한 후 손으로 힘차게 

흔들어 잘 섞어 준 후 상온에서 3분간 반응을 시켰다. 12000Xg, 4℃ 

에서 15분간 원심분리를 한 후, 상층 액 만을 조심스럽게 새 1.5ml 

tube로 옮겼다. 500µl 의 isopropanol을 새 tube로 옮긴 상층 액에 

넣어준 후, 잘 섞은 후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을 시켰다. 다시 12000Xg, 

4℃ 에서 10분간 원심분리를 하였고, pellet이 안 떨어지게 soup만 

조심스럽게 따라 버렸다. Ethanol wash를 하기 위해 70% EtOH 1ml을 

넣어준 후, 7500Xg, 4℃에서 5분간 원심분리를 하였고 이 과정을 총 두 

번 실행하였다. 원심분리를 마치고 70% EtOH를 따라 버린 후 pellet을 

상온에서 air dry를 하였으며, 40µl distilled water로 elution을 하고, 

-20℃에 보관 하였다. 

 

3. Hematoxylin/Eosin staining  

 

paraffin에 embed 되어있는 조직을 5µm 두께로 자르고, 

deparaffinization 을 한 후, 100% ethanol, 95% ethanol, 85% ethanol, 

70% ethanol로 rehydration을 하고, 5분간 hematoxylin으로 염색을 

하였다. 흐르는 물에 wash를 하고 나서, 과다한 hematoxylin을 빼주기 

위해 0.5% H2O2 in Ethanol을 사용하였으며. 이후 5분간 eosin 염색을 

하고 70% ethanol, 85% ethanol, 95% ethanol, 100% ethanol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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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과정을 거치고, xylene을 통해 clearing을 하였다. 

 

4. Probe 

 

PCR product를 1%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으로 분리 후, band를 

조심스럽게 잘라낸 후 LaboPassTM Gel Extraction Kit (Cosmogenetech, 

Seoul, Korea)를 이용하여 Gel Extraction 을 하였다. PCR product를 

pGEM T-easy vector (Promega, Madison, WI)에 ligation을 한 후, 

E.coli 5α 에 transformation 하였다. Transformation 된 colony는 

white/blue selection을 통해 골라내었다. Ampicillin이 포함 된 LB 

liquid에서 white colony를 overnight culture 하였으며, 이를 다시 

mini prep (Cosmogenetech, Seoul, Korea)을 하였다. Mini prep 후에 

EcoRI/SpeI 제한 효소 처리를 하여 자른 후, 이를 다시 pBluescript SK+ 

vector에 subcloning을 하였고, cloning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colony를 

얻었다. 얻게 된 colony를 다시 또 mini prep을 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midi prep (Quiagen, Hilden, Germany)을 하였다. DNA의 농도는 

Nanodrop ND-1000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µg의 

plasmid DNA를 사용하여, sense probe를 만들기 위해 SacI 제한효소를 

antisense probe를 만들기 위해 ApaI 제한 효소 처리를 하여 

linearization을 하였다. Linearize 된 plasmid DNA를 in vitro 

transcription 으로 DIG 와 T7, T3 promoter를 이용해 sense, antisense 

digoxigenin-labeled RNA probe를 만들었다.  

 

5. In Situ Hybridization 

 

-80℃에 얼려있던 조직을 Frozen sectioning을 통해 12 µm로 자른 후, 



10 

 

super frost slides (VWR Scientific)에 붙였다. 조직을 붙인 slide를 

slide 보관함에 넣어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상온에서 말렸다. 말린 

slide를 4% PFA와 0.2% glutaraldehyde 가 담긴 용액에서 고정을 하고, 

조직의 embryonic day에 따른 처리시간에 따라 proteinase K 를 이용해 

permearbilize를 하였다. 1장의 sealing bag에 3장 or 4장의 slide와 

8ml-10ml 정도의 prehybridization 용액으로 blocking을 하고, DIG 

labeled RNA probe와 hybridize 를 하였다. Probe를 hybridize 시킨 후 

FBS를 이용하여 blocking을 한 후에, anti-DIG antibody 를 넣어주었다. 

Probe에 결합해 있을 anti-digoxigenin antibody를 detect하기 위해 

BCIP/NBT를 이용해 발색 반응을 유도하였다. 이후 하루 정도 상온에서 

말린 후, mounting gel (Universal Mount, Research Genetics®)을 

이용하여 mounting을 하고, 현미경 (Olympus, IX70)으로 관찰하였다.  

 

6. Immunohistochemistry 

 

Immunohistochemistry 방법으로 laminin을 확인하기 위해 paraffin에 

embed 되어 있는 조직을 5µm 두께로 조직을 자른 후, deparaffinization 

을 한 후, 100% ethanol, 95% ethanol, 85% ethanol, 70% ethanol로   

함수과정을 거치고 PBS로 wash 하였다. Antigen retrieve 를 위해 

antigen unmasking solution (Vector laboratories Inc., Burlingame, 

CA) 을 이용하여 전자 렌지에서 30초 가열 후, 다시 또 2분을 

가열하였다. PBS로 wash 후에 blocking solution (5% FBS, 2% bovine 

serum albumin) 을 1시간 상온에서 반응시키고, PBS로 wash 한 후, 

1차antibody (Laminin antibody, Abcam, Cat#ab11575)를 1:100으로 

희석하여 4℃에서 overnight 반응을 시켰다. 2차 antibody (Alexa Fluor 

488 Dye, Invitrogen)는 1:200으로 희석하여 4℃ 에서 1시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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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Counter 염색으로 DAPI (Invitrogen, D1306)를 1:1500으로 

희석하여 5분간 상온에서 염색하였다. 

 

7. Morphometrical Anaysis 

  

태반의 태아 부분 (fetal part), 미로형 (labyrinth), 해면영양막 

(spongiotrophoblast) 각각의 면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Image J” 

software (http://rsb.info.nih.gov/ij/)를 이용하였다.  

 

8.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250µg/µl 의 농도로 희석한 RNA 4µl (1µg)와 Oligo dT (100pmol/µl) 

1µl를 튜브에 넣고, 70℃에서 5분간 반응 시킨 후 얼음으로 옮겨 5분간 

놔두었다. 이 과정 동안 D.W 3.9µl, Improm-IITM RT 5x buffer 4µl, 

Mgcl2 (25mM) 1.6µl, dNTP (2.5mM) 4µl, RNase-inhibitor (40U/µl) 

0.5µl, Improm-IITM Reverse transcriptase (Promega, Madison, WI, 

U.S.A) 1µl를 5분 간 얼음에 둔 튜브에 넣어서 total volume이 20µl가 

되게 한 후, 25℃에서 5분, 40℃에서 60분, 70℃에서 15분간 반응 

시켜서 cDNA를 합성한다. 합성된 cDNA 1µl에 D.W 17.25µl, 10x G-Taq 

buffer 2.5µl, dNTP (2.5mM) 2µl, forward primer (10pmole/λ) 1µl, 

reverse primer (10pmole/µl) 1µl, G-Taq polymerase (Cosmogenetech, 

Seoul, Korea) 0.25µl를 넣어서 약하게 tapping 해준다. 이후, PCR 

조건으로 1 step으로 95℃에서 2분 후, 2 step에서 95℃ 40초, 58℃ 

20초, 72℃ 30초를 1cycle로 하여 30cylce을 하였고, 3 step으로 72℃ 

10분을 하였다. PCR의 대조 군인 β-actin은 25cycle만 진행하였다. 

모든 유전자의 primer는 Table 1. 에 표기하였다. 정량 분석은 Multi 

http://rsb.info.nih.gov/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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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ge V3.0 software (Fuji, Tokyo, Japan)를 사용하였고, Real-time 

PCR은 Power SYBR Green PCR Master Mix (Applied Biosystems, Foster, 

CA, USA) 를 사용하였다. Real-time PCR 조건은 50°C 2분, 95°C 10분 

후에 40 cycle로 95°C 15초, 58°C 30초, 72°C 40초로 하여 

수행하였다. β-actin을 internal control 로 사용하였고, 유전자 발현 

수치는 2(-Delta Delta C(T)) 방법으로 표기하였다.25  

 

 

9. Statistical analysis 

 

태반과 태아의 크기와 무게의 평균값의 오차막대는 SD 값을 이용하여 

표기하였으며, 그 외의 data의 평균값의 오차막대는 SEM 값을 

이용하였다. 통계 분석은 ANOVA (SAS Inst. Inc., Cary, NC, USA) 검정 

후, 유의 값을 나타내는 유전자에 한해서 P < 0.0167을 기준으로 

Bonferroni correction을 이용한 post-hoc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전자 

발현 분석에서 saline 처리한 그룹과 DEX10을 처리한 그룹간의 분석은 

액셀을 이용한 student t-test 를 이용하여 유의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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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T-PCR primer sequences 

 

F, forward primer; R, reverse primer    

 

 

 

 

 

 

 

 

Gene Sequence(5’→ 3’) 

Tpbp α F: CAGGTACTTGAGACATGACTC 

R: GGCAGAGATTTCTTAGACAATG 

PLII F: GCGCAGGGATACACATAAAG 

R: GTCTTGTGTCCACTTCCCCT 

Prp F: ATGTTTTCCTTCTGCCTGCG 

R: GCAGGAATGGATGAACACAG 

Dlx3 F: ATCTCAATGGGCTCGCAG 

R: ATGGAGTCACTGTTGTTGGG 

VEGF F: CTTGTTCAGAGCGGAGAAAG 

R: GTCAACGGTGACGATGATGG 

β-actin 

 

F: CATGTTTGAGACCTTCAACACCCC 

R: GCCATCTCCTGCTCGAAGTC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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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임신 초기 dexamethasone 처리에 의한 태반 성장의 변화 

 

본 실험에서는 임신 초기에 dexamethasone (DEX) 에 따른 태반의 

발달과 기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DEX를 1 mg/kg (DEX1) or 10 

mg/kg (DEX10)으로 각각 희석하여, 임신 7.5일, 8.5일, 9.5일에 

복강주사 (Intraperitoneal injection) 방법으로 투여 하였다. 그 다음 

DEX 의 영향을 초반의 영향과 후반의 영향으로 알아보기 위해 임신 

11.5일과 18.5일에 태반을 분리하였다. 태반을 분리한 후에 태반의 

크기와 무게를 각각 측정하였으며, 이를 대조 군인 saline 처리한 

태반의 경우와 비교 분석하였다.  

임신 11.5일 에서 보게 되면 DEX를 높은 농도로 투여함에 따라 

태반의 크기와 무게가 대조 군에 비해 점차 더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A and B). 흥미롭게도, 임신 18.5일 에서는 DEX1을 

처리한 그룹에서 크기와 무게가 다소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하였다(Fig. 

1A and B). 반대로 같은 임신 18.5일 에서 DEX10을 처리한 그룹은 그 

크기와 무게의 변화가 대조 군에 비해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았고, 

그 그룹 안에 속한 sample 들 간의 변이가 크게 나타났다(Fig. 1A and 

B).    

이렇게 sample들 간의 변이가 크게 나타난 원인을 확인하고자, 

크기와 무게를 각각의 범주에 따른 분포표를 만들어 보았다(Fig. 1C-F). 

임신 11.5일 에서는 saline을 처리한 대조 군 태반의 크기는 80% 정도가 

6.1mm-8.0 mm 의 크기에 분포 되어 있었고(Fig. 1C), DEX1을 처리한 

태반의 경우 6.1mm-8.0 mm 의 크기에 68%로 분포하여 대조 군에 비해 

감소된 수치를 나타내었지만, 대조 군과 같은 범주 내에 분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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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어 있었다(Fig. 1C).  

임신 11.5일 DEX10을 처리한 태반의 군의 크기 분포 그래프의 경우, 

4.1mm-6.0 mm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조 군 그래프에 

비해 전체적으로 크기가 감소된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1C). 임신  

11.5일의 무게 분포 그래프에서도 DEX1과 DEX10을 처리한 그룹에서 대조 

군 그래프에 무게가 감소된 태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 지는 경향을 

확인 가능 하였고, 크기 그래프의 변화와 비슷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D). 

임신 18.5일 에서의 크기와 무게 분포 그래프를 통해 DEX10을 처리한 

그룹의 크기와 무게의 평균값이 대조 군과 비교해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임신 18.5일 DEX1을 처리한 

태반의 크기와 무게 분포 그래프에서는 대조 군에 비해 무게가 증가된 

태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으나, DEX10을 처리한 

태반 크기와 무게 분포 그래프에서는 어느 한 범위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Fig. 1E and F). 임신 

18.5일의 대조 군에서는 약 67% 정도의 비율로 6.1mm-8.0 mm 크기에 

집중 분포되어 있었으나, DEX10 처리한 태반 그래프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그 분포가 이루어져 있었다. 6.0 mm 보다 작은 범위에는 34.5%, 

6.1mm-8 mm 범위에는 31%, 마지막으로 8.0mm 보다 크기가 큰 범위에는 

34.5%로 이렇게 세가지 범위 정도로 나뉘어 그 분포가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각각 34.5%, 31%, 34.5%의 비율을 나타냄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E). 

임신 18.5일 태반 무게에서도 대조 군에서는 61mg-100mg 범위에 

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DEX10을 처리한 그룹에서는 

61mg보다 적은 범위에 34.5%, 61mg-100mg 범위에는 31%, 100mg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범위에는 34.4% 로 이렇게 세 범주로 나뉘어,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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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에서 보였던 경향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다(Fig. 1F). 흥미롭게도, DEX1 처리 군과 DEX10 처리 군에서 

무게가 40mg 보다 적게 나가는 태반들이 각각 7%와 21%로 존재 하였는데, 

이렇게 무게가 작게 나가는 태반들의 태아는 정상적인 태아 발달을 할 

수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보아 이렇게 무게가 40mg 이하인 

태반들은 정상적인 태아의 발달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태반의 효율성(placenta efficiency)은 태아의 무게를 태반의 무게로 

나누는 것으로 계산하여 사용한다.19 본 실험에서는 태반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태반에 해당하는 태아에 따라 태반 효율성을 수치화 

하였다. 임신 11.5일의 태반 효율성은 DEX1을 처리한 태반과 DEX10을 

처리한 태반에서 각각 13% 와 18%씩 감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2). 동일한 시기에 DEX를 처리한 태아의 크기가 대조 군에 

비해서 작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태반의 무게의 감소가 더 큰 

폭으로 감소된 것이 효율성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미루어 임신 초기에 DEX의 투여는 임신 중반 

태반 크기와 무게의 감소를 유도하고, 크기가 심하게 작은 태반은 

태아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는데 불충분하다는 것을 추측 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자연 유산이 된다는 것을 추측 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생존하게 되는 태아의 태반은 그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임신 후기까지 

초반에 발생했던 성장 지연 등을 보완시키면서, 태아의 정상적 발달을 

유지하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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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ffect of dexamethasone treatment on fetal and placental weights 

 Treatment Embryo (mg) Placenta (mg) P.E.† 

(embryo/placenta) 

E11.5 Saline (n = 14) 37.36 ± 4.91 59.64 ± 20.19 0.77 ± 0.48 

 Dex 1 mg/kg (n = 20) 31.95 ± 7.15 54.50 ± 16.29 0.67 ± 0.33 (13% ↓) 

 Dex 10 mg/kg (n = 17) 31.67 ± 2.81
*, **

 44.24 ± 13.67
*
 0.63 ± 0.32 (18% ↓) 

E18.5 Saline (n = 21) 1424.29 ± 71.90 88.05 ± 25.98 18.00 ± 7.77 

 Dex 1 mg/kg (n = 25) 1406.32 ± 89.50 129.04 ± 22.90
*
 11.23 ± 2.08 (38% ↓)

 *
 

 Dex 10 mg/kg (n = 19) 1334.89 ± 137.25
*
 111.47 ± 32.51

*
 12.90 ± 2.64 (28% ↓)

 *
 

 

†P.E, placental efficiency (measured as embryo to placental ratio); “n”; the 

sample numbers used to calculate placental efficiency for each group. The 

placentas that were not connected to the developing embryos were excluded 

from this analysis.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ANOVA, p < 

0.05. Post hoc test: *p <0.0167 vs. Saline-treated group. **p < 0.0167 vs. 

DEX1-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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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dexamethasone 처리에 의한 태반의 구조적 이상 

 

이렇게 확인된 태반 성장의 변화가 형태학적 변화를 유도하는지를 

알아보고, 태반 구성 면적인 모체 탈락막(maternal decidua), 

해면영양막(spongiotrophoblast), 미로형(labyrinth) 을 구분하고 

관찰하기 위해 H&E 염색을 실행하였다.26  

임신 11.5일 DEX를 처리한 태반은 대조 군 태반에 비해 태아 

부분(fetal part)의 감소 등을 보이면서 구조적 이상을 보였다(Fig. 2A-

F). DEX1을 처리한 태반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특이점을 관찰 할 수 

없었으나 (Fig. 2B and E), DEX10을 처리한 태반을 보게 되면 

해면영양막(spongiotrophoblast) 과 미로형(labyrinth) 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구성이 크게 비 정돈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 

구성 면적에 있어서도 대조 군에 비해 감소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Fig. 2C and F). 

임신 18.5일 DEX를 처리한 태반을 관찰 하는데 있어서는 이전 크기와 

무게 분포표에서(Fig. 1E and F) 보였던 분포 양상 중 크기와 무게가 

증가한 범위의 sample 들에 한해서 조사를 하였다. 임신 18.5일 DEX10을 

처리한 태반에서는 해면영양막(spongiotrophoblast) 의 크기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고, 해면 영약막(spongiotrophoblast) 을 구성하는 

세포의 밀도가 낮아졌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2G-L). 해면 

영약막(spongiotrophoblast) 을 구성하는 세포 밀도의 차이는 DEX10을  

처리 한 태반에서 더 확실히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좀더 확실히 관찰해 보고자, 해면영양막 

(spongiotrophoblast) 특이적 표지 유전자인 trophoblast protein α  

(Tpbpα)를 digoxigenin-labeled RNA 탐색자로 제작하여 in situ 

hybridization을 실행 하였다. 임신 11.5일과 임신 18.5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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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서 대조 군 태반 해면영양막(spongiotrophoblast) 을 이루는 

세포는 잘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DEX를 처리한 태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3). 또한 이러한 

사실은 DEX를 더 높은 농도로 투여할수록 더 확실히 관찰 된다 (Fig. 3C 

and F). 

DEX에 의한 태반 표면 면적의 감소를 수치화 하기 위해 H&E염색조직 

시료를 이용하여 morphometrical 분석을 실행하였다. 임신 11.5일 

에서는 DEX를 더 높은 농도로 투여함에 따라 태아 부분(fetal part)이 

더 크게 감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A). 또한 

해면영양막(spongiotrophoblast)과 미로형(labyrinth) 모두 감소 된 

것을 확인  하였으나, 미로형(labyrinth) 의 감소가 해면 

영약막(spongiotrophoblast) 의 감소보다 더 크게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태반 크기의 감소가 

해면영양막(spongiotrophoblast) 의 감소 보다는 미로형(labyrinth)의 

감소율이 더 크게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4A).  

임신 11.5일 결과와는 반대로 임신 18.5일 에서는 DEX를 처리한 

태반에서 태아 부분(fetal part)이 증가된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해면영양막(spongiotrophoblast)과 미로형(labyrinth) 의 증가도 확인 

하였으나, 미로형(labyrinth)의 증가는 대조 군에 비해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따라서 태아 부분의 증가는 

해면영양막(spongiotrophoblast)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Fig. 

4B).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봤을 때, 임신 초기의 DEX는 장기적으로 

구조적 이상과 태반의 기능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 

 



21 

 

 



22 

 

 

 



23 

 

 

 



24 

 

임신 초기 dexamethasone 처리에 의한 태반 내 유전자 발현의 변화 

 

DEX로 인한 구조적 이상을 확인 한 후에 이러한 이상이 유전자 발현 

변화에서 기인하는 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sample은 임신 

18.5일 어미 한 마리에서 최소 4개의 태반에서 분리한 RNA를 사용하였다. 

임신 18.5일의 DEX를 처리한 태반에서 해면 

영약막(spongiotrophoblast)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지표 유전자인 

Tpbpα 유전자의 발현이 약간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5A 

and B). 

이와는 반대로, 임신 중반과 후반에 걸쳐서 합성되고 분비되는 태반 

내 주된 호르몬의 2종류 타입인 placenta lactogen 2 (PL-2)와 

proliferin-related protein (PRP)는27 DEX를 처리한 태반에서 대조 군에 

비해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5A and B). 또한 

미로형(labyrinth)의 발달에 필수적이며 homeodomain 전사 인자인 

Distal-less 3 (Dlx3)28 유전자도 마찬가지로 DEX를 처리한 태반에서 그 

발현 양이 유의적인 값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5A 

and B). 흥미로운 사실은 DEX10을 처리한 태반 중 임신을 유지하지 

못했던 태반에서는 Dlx3 의 발현이 전혀 안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전 보고에 의하면 혈관 형성에 관여하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는 미로형(labyrint) 내 혈관 형성에 관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9, 30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Vegf 유전자 발현 양

을 real-time PCR을 통해 비교 분석해 보았다.  

DEX1을 처리한 태반에서의 Vegf 유전자 발현 양은 임신 11.5일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 하였으며, DEX10을 처리한 태반에서는 그 

발현 양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5C). 또한 

이러한 DEX에 의한 Vegf 유전자 발현 양의 감소는 임신 18.5일에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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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관찰 할 수 있었다(Fig. 5C).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임신 초기의 DEX는 태반 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은 출생 전까지 계속 유지 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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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dexamethasone에 의한 태반 내 태아 혈관 형성의 저해 

 

모계 쪽에서 태아 쪽으로 대사 물질을 태반을 통해서 옮기는 과정에

서 태반의 미로형 (labyrinth) 내 혈관 형성은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다. 

DEX를 처리한 태반에서 down regulation된 Vegf 유전자 발현이 미로형

(labyrinth) 내 태아 혈관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laminin antibody를 이용한 immunohistochemistry를 실행하였다. 

laminin은 태아 혈관상피의 기저 막을 이루는 주된 단백질로써 미로형

(labyrinth) 내에서 태아 혈관만을 구분할 때 이용한다.31 

대조 군 태반에서 laminin의 발현은 매우 강하고, 미로형(labyrinth) 

전체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6A and D). DEX1 

과 DEX10을 처리한 태반에서는 대조 군 과는 반대로 미로형(labyrinth) 

내에 태아 혈관의 뻗어있는 정도면에서 덜 뻗어있으므로 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Fig. 6C and F).  

이러한 사실로 인해 임신 초기의 DEX가 태아 혈관 형성 발달에 

장애를 입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혈관 형성 장애의 정도에 

따라 성장 지연에서부터 심한 경우 태아의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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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이전 보고에 의하면 임신한 rat 에게 임신 중반에 0.1mg/kg의 DEX를 

주입 후, 그 이후 매일 0.2 mg/kg의 DEX를 주입해 준 결과, 태아의 

IUGR을 유도 하였다고 한다.32-34 또한, 더 높은 농도의 DEX 6 mg/kg을 

C57BL/6J 쥐에게 임신 10-12일에 걸쳐 주사를 한 결과, 임신 17.5일에 

cleft palate를 나타내는 태아의 빈도가 높아짐을 확인 하였다고 한다.10  

이러한 이전 보고들을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는 태아의 비정상적인 

성장과 조산을 유도 및 예측할 수 있는 높은 농도의 DEX 1 mg/kg 과 DEX 

10 mg/kg을 선택하여 주입하였다. 이렇게 고농도의 DEX가 태아에 미치는 

예측 가능한 악영향적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 초기에 모계로부터 유도된 

스트레스가 태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임신 초기의 태반의 성장과 그 기능에 DEX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출생 전 임신 7.5일, 8.5일, 9.5일에 걸친 DEX의 투여는 

임신 11.5일에 태아와 태반의 무게가 감소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으며, 임신 18.5일에는 태반의 크기의 분포가 세 분류로 구분이 

되면서 그 영향이 임신 11.5일 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DEX에 의한 태반 성장 지연과 과 성장 등은 태반의 

구조적 이상과 태반 내 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태반 효율성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임신 중인 어미의 빈혈이나 저혈압 

등으로 유도되는 저산소혈증(hypoxemia)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19 

이전 보고에 따르면 임신 중반기에서 후반기에 걸친 합성 

glucocorticoid의 투여가 태아와 태반의 무게는 감소하게 하더라도, 

태반 효율성을 증가 시켜주는 것으로 보고 됐다.20, 23, 24, 35, 36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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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보고된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본 실험에서는 glucocorticoid의 

영향을 임신 초기의 태반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 하였다. 투여가 

시작되는 시기인 임신 약 7일째는 중배엽성 기원인 요막(allantois)이 

융모막(chorion)을 향해 뻗기 시작하여 융모막(chorion)과 결합 하게 

되고, 임신 약 9일째가 되면 융모요막 태반(chorioallantoic 

placenta)이 형성된다.14 따라서 발달 상 이 시기와 단계는 융모요막 

태반(chorioallantoic placenta)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융모요막 태반이 발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시, 이는 

미로형(labyrinth) 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미로형(labyrinth) 

의 부적절한 발달은 유산과 조산 등의 임신 중 발생하는 문제점 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13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이 시기의 

glucocorticoid가 태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된다. 

DEX를 처리한 실험 군 안에서도 DEX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임신 

18.5일 DEX10을 처리한 태반 크기, 무게 분포를 보았을 때 DEX1을 

처리한 태반에 비해 약 30% 가량 크기와 무게가 작은 태반이 나타났다. 

이 태반들은 임신을 유지 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DEX10을 처리한 태반이 DEX1을 처리한 태반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약 30%의 태반은 발달상의 문제를 과 성장을 통해 

보완 작용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확인 된 태반의 보완작용이 

이전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에서 

임신 중 어미의 영양부족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과 같은 악조건들은 

태반 성장의 보완작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다.37, 38 이와 

비슷한 결과로 어미의 영양부족으로 인해 태반의 성장이 과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전 동물 실험 사례가 있다.39-41 또한 과 체중 



31 

 

태반의 태아는 훗날 태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고혈압을 겪게 될 

가능성을 제기해 주며, 어미 쪽은 암을 겪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보고 한다.42, 43 따라서 출생 전 어미가 받는 스트레스 등과 같이 임신 중 

여러 악조건들과 태반 무게의 증가는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추측 할 수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실행된 한 실험43에서는 스트레스를 주는 시기에 대

한 정확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 실행

되었던 임신 초기에서 중반에 이르는 어미의 영양부족은 태반 무게가 증

가하면서38-41 악조건 속에서도 임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태반이 보완작용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38, 40, 41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에 따른 선행 연구 결과들과 본 

실험에서의 결과들을 종합해 생각해보면, 임신 중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는 스트레스와 태아 및 태반 발달 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람 태반과 생쥐 태반 실험에서 관찰한 태반 내 유전자들의 

microarray data 결과에 의하면, IUGR (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이 유도된 사람 태반과 DEX 처리된 mouse 태반에서 태반 내 

유전자들의 발현이 대조 군과 비교해 다르게 조절되고 있다고 한다.22, 44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임신 중 스트레스가 태반의 혈관형성과 

세포사(apoptosis)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 변화를 유도하고, 또는 

임신 중 스트레스로 인해 placental hormone 유전자와 영양분 이동에 

관련된 단백질들의 발현이 변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20, 21, 23, 24, 45, 

46 흰쥐와 DEX를 이용한 여러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한 연구에서는 이미 

IUGR (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는 100 

μg/kg 농도의 DEX를 임신 10일과 12일째 주입하였다. 이로 인해 Akt 와 

ERK1/2 의 활성이 억제된다는 결과를 확인 하였다.23 또 다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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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μg/kg 농도의 DEX를 임신 13일부터 출생 전까지 흰쥐에 주입하여 

실험을 실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태반 내 호르몬 분비의 감소와 IGF-

2/Akt signaling이 down-regulation 된다고 보고하였다.20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임신한 생쥐에게 임신 15일,16일,17일에 DEX를 0.5mg/kg의 

농도로 주입하였고, 그 결과 태반과 태아 무게 감소 및 영양막 세포 

(trophoblast cell)의 세포사(apoptosis)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던 흰쥐를 이용한 실험결과와는 

다르게 Akt 활성에는 어떠한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22  

이와 같이 실험동물을 이용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DEX에 의한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 및 cellular 반응은 DEX를 

주입하는 시기와 기간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생 단계 중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시기와 스트레스의 

강도가 어떻게 되는 지는 이로 인한 유전자 발현이 어떠한 방향으로 

조절되는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본 실험상에서 임신 

초반기의 DEX는 임신 후반기의 태반 표면적과 무게의 증가를 

유도하였으며, 이는 태반이 DEX 라는 악조건 속에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 적응하는 방향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이렇게 과 성장 된 태반에서 

관찰되었던 해면영양막(spongiotrophoblast)과 미로형(labyrinth) 

에서의 구성 세포층의 비 정돈 현상, 구조적 변화, 유전자 발현의 변화 

등은 과 성장 된 태반이 기능면에서 어딘가 결함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면영양막(spongiotrophoblast)은 태반 내에서 어미 쪽 부분과 태아 

부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Flt1, Prp47, Tpbpα 등의 

부분 특이적인 유전자와 호르몬들을 발현 하고 있다. 본 실험 결과에서 

Tpbpα 유전자 발현 양의 변화를 확인 하지 못하였지만, Tpbpα-

positive 세포의 비 정돈된 모습을 형태학적으로 관찰 할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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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 유전자가 down-regulation 되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해면영양막(spongiotrophoblast)에 구조적 

이상과 생리학적 장애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여겨지는 임신 18.5일 DEX10을 처리한 태반 sample 중 마지막 

lane sample(Fig. 5A)에서는 Dlx3 유전자 발현이 전혀 안되고 있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태반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도 이전에 DEX와 흰쥐를 이용하여 수행한 선행 

연구 결과24 에서 보여주었던 Vegf 유전자 발현의 감소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신 중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본 실험에서 실행한 임신 초기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장기적 영향은 임신 초기의 스트레스 위험성에 대한 강조를 한다. 

본 실험을 통해 임신 중 특정시기의 DEX가 태아와 태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DEX의 주입량과 DEX를 주입한 시기 

등 이전에 보고된 선행 연구결과들과 비교하여 볼 때, 본 실험에서는 

보다 더 흥미로운 결과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일부 태반의 경우는 

임신 중 스트레스 속에서 적응을 하여 임신을 유지 하기 위해 성장 

면에서 보완 작용하는 것을 보였으며, 일부의 태반은 이러한 스트레스 

환경을 적응 하지 못하고, 결국 임신 유지에 실패하여 태아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물론 DEX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조절되는가 라는 물음에는 답을 할 수 없지만, 본 

실험에서의 결과와 이전 선행 연구 보고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출생 전 

모계 쪽으로부터 노출 된 glucocorticoid는 유전적(genetic)과 

후생유전적(epigenetic)으로 유전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발달 상의 특정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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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실험에서는 dexamethasone (DEX)이 생쥐의 임신 초기 태반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 임신 초기의 DEX 의 투여는 태반의 과 성장 등의 형태로 태반 

발달의 변화를 유도하였고, 태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렇게 태반 발달이 과 성장 등으로 변화되었으나, 

이러한 현상은 태반이 임신을 유지 하기 위한 보완 작용이라고 

추측 된다.  

 

2. 임신 초기의 DEX 는 태반의 형태학적 변화를 유도하였고, 특히나 

해면영양막(spongiotrophoblast)과 미로형(labyrinth)의 형태변화를 

유도하였다.  

 

3. 임신 초기의 DEX 로 인해 태반 내 발현되는 유전자의 발현이 

변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DEX 의 영향을 받은 태반이 기능면에서 

결함이 되어 있음을 추측 할 수 있었다.  

 

4. 임신 초기의 DEX 는 태반 미로형(labyrinth)에 존재하는 태아 

혈관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임신 중 

태반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었음을 추측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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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renatal administration of dexamethasone on mouse placenta 

development  

 

Sung Joo Park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Myoung Hee Kim) 

 

 

Prenatal dexamethasone treatment leads to a low birth weight and affects 

adult pathophysiology. Since fetal growth and survival is critically dependent 

on the successful placental development, we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enatal dexamethasone exposure on placental growth and function, 

particularly focused on issues surrounding the time of stress exposure and 

the developmental context. Dexamethasone was maternally administrated at 

a dose of 1 mg/kg (DEX1) or 10 mg/kg (DEX10) intraperitoneally on 

gestational days 7.5, 8.5 and 9.5. Placental size and weight were slightly 

reduced at day 11.5 by both doses. In contrast, a considerable heterogeneity 

exists at day 18.5, especially in DEX10-treated groups. Some placentas were 

small or malformed, whereas some were enlarged with structural 

abnormalities in spongiotrophoblast and labyrinth layer. Placental 

overgrowth under such condition seemed to compromise fetal demand for 

nutrient supply, however, disorganized cell structure with reduced f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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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culature observed in large placentas, suggesting that prenatal stress 

exposure during the early gestational period negatively affects placental 

development and effici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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