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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설립된 STC NARA는 '인류를 위한 신기술' 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줄기세포 배양액성장인자를 이용한 화장품 조성성분 

연구개발, 에너지워터를 이용한 고 기능성 신소재 개발 등 다년 

간의 생명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되고 안정된 품질로 

인류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상품기획에서부터 최종 완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STC NARA는 

모든 공정에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맞춤형 화장품, 

최첨단 화장품 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고객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장품 제조 생산부문에서 최고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약속 드립니다.

4

[ Research & development ]

ABOUT



5

• 공     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 1길 139-11

• 2007. 03 ISP9001 인증      • 2007. 03 CGMP 인증(시설면적 1.656m2)

• 생상품목 : 화장품(기초/색조/기능/시트마스크팩),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 생산능력 : 기초화장품 일 12,000개  /  색조화장품 일 7,000개  /  시트마스크 일 20,000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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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정신으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여 인류에 공헌한다' 는 이념

으로 젊은 100세, 건강 120세 시대를 만들어나가는 STC 생명과학 

줄기세포치료 연구원 STRI(STC Stem cell Treatment & Research 

Institute)에서는 2013년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부작용 없는 만

능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이를 STC-nEPS(ewly 

Elicited pluripotent stem cells without side effects by natural 

compound)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부작용 없는 만능 줄기세포는 오로지 STRI만의 독보적인 기술로 이는 

iPS, 배아 줄기세포의 모든 부작용을 극복한 기술로 STC-nEPS는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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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배양액의 정의 

STC 줄기세포 배양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인체 내에서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세포의 성장 및 재생에 관련된 성장인자 및 싸이토카인등의 

단백질을 분비하는 것처럼, 줄기세포는 시험관 내에서도 특정의 배양조건에서 체내에서와 유

사한 다양한 성장인자 및 싸이토카인 등을 분비하는데, 줄기세포로부터 이러한 단백질 성분들

만을 분리한 것을 줄기세포 배양액(Conditioned Media)라고 합니다. 

즉, 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다양한 단백질 및 성장인자 등을 함유하고 

있는 배양배지를 일컫는 것으로, 최근에는 줄기세포 배양액의 세포 성장 및 재생 효과를 이용한 

코스메틱 및 에스테틱 분야에서의 활용가능성으로 인하여 차세대 화장품 분야의 선도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사에서는 임신 15-20주 사이의 임산부로부터 혈액, 유전자, 바이러스 검사 등을 완료한 후 

출산 당일 적출한 탯줄에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분리 후 배양한 중간엽 줄기세포의 성장인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의 건강검진을 통한 유전자, 면역혈청, 바이러스 검사를 통과한 탯줄에서만 중간엽 

줄기 세포를 분리하며, 무균/ 무혈청/ 무항생제 배양 후 Mico-filtration(세포 및 병원체 제거)하

며, 바이러스, 병원미생물, 박테리아, 성장인자 함량 등을 검사 후 안전하고 우수한 양질의 줄

기세포 배양액만 사용하게 됩니다.

STC Stem Cell Treatment & Research Institute

www.stcst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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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 줄기세포 배양액의 우수성 

줄기세포는 발생과정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로 구분하며, 배아줄기 세포는 가장 우수한 세포 증식 및 분화능력을 보유
하고 있는 만능세포이나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사용상의 제약이 있는 반면, 성체줄기세포는 지방, 제대혈, 골수 등 다양한 인체부 위에서 
획득할 수 있으나 배아줄기세포에 비해 세포 증식 및 분화능력이 떨어지고 체외에 서 세포를 배양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체줄기세포는 지방줄기세포로 시판중인 대부분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은 지방줄기세포배양액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인데 반하여, 본 제품은 성체줄기세포 중 만능세포인 배아줄기세포에 가장 근접한 탯줄에 존재하는 태아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줄기세포가 채취 대상에 따라 줄기세포의 수 및 증식능력에 큰 차이를 보여 일반적으로 채취 대상의 나이가 많을수록 그 지방줄기
세포의 수 및 증식능력 또한 현저히 감소합니다,

그러나, 탯줄의 중간엽 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로써 다른 성체줄기세포에 비해 가장 활력이 우수하며, 세포 증식 및 배양능력 또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로써의 배양액의 세포 성장 및 재생, 상처치유효과 또한 다른 줄기세포 배양액에 비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강 점: whitening, wound healing, hair growth and regeneration, skin regeneration.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bFGF, 

피부세포 성장인자 KGF, TGF - , 

피부 복원 및  보호 역할의 IGF-1, 

HGF, VEGF, 

Procollagen(프로콜라겐), 

Fibronectin(파이브로넥틴)등과 같은 

성장 관여 물질들이 함유되어 

콜라겐 형성을 도와주어 젊고, 

탄력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를 

가꾸는 데 기여합니다.

파이브로
넥틴

형질변환
성장인자

TGF -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bFGF

혈관내피
성장인자

VEGF
간세포

성장인자

HGF

피부세포
성장인자

KGF
인슐린유사
성장인자

KGF

프로
콜라겐

상처받은 조직의 복구,
면역세포의 증식 조절 기능

피부구성성분으로
상처치유 기능

조직의 재생과
성장촉진

세포 활성유도,
외과적 상처치료 기능

탄력유지
기능촉진

각질형성세포의 증식
분화를 촉진하는 재상피화
(re-epithelialization)기능

세포의 생장 및 분열을 유도
혈관세포 이동을 촉진하여
피부구성의 증가 가능

피부세포의 성장촉진
피부궤양 및
상처 치료기능

hSCM

제대유래줄기세포

배양액

줄기세포배양액 
추출물에 담긴 프로테인

human stem cell conditioned media

 - h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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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 기술력과 안정성 
인체 내에서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세포의 성장 및 재생에 관련된 성장인자 및 싸이토카인등의 

단백질을 분비하는 것처럼, 줄기세포는 시험관 내에서도 특정의 배양조건에서 체내에서와 유

사한 다양한 성장인자 및 싸이토카인 등을 분비하는데, 줄기세포로부터 이러한 단백질 성분들

만을 분리한 것을 줄기세포 배양액(Conditioned Media)라고 합니다. 

즉, 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다양한 단백질 및 성장인자 등을 함유하고 

있는 배양배지를 일컫는 것으로, 최근에는 줄기세포 배양액의 세포 성장 및 재생 효과를 이용한 

코스메틱 및 에스테틱 분야에서의 활용가능성으로 인하여 차세대 화장품 분야의 선도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 사용을 위한 안전성 평가시험

STC Stem Cell Treatment & Research Institute

www.stcst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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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 hSCM

COA

MSDS

What is a human Stem Cell 
Conditioned Media?  
It is a generic term used in all peptides that 
promotes growth, differentiation and division 
of different cells. There are some 250 different 
types of growth factors created during the 
stem cell cultivation process.

What is a STC-hSCM?  
Using the umbilical cord derived stem cell 
conditioned media as an active ingredient, 
STC-hSCM undergoes rigorous processes to 
test toxicity with its 26 years of expertise in 
stem cell research & development.

MAIN GROWTH FACTORS  
• E G F (Epidermal Growth Factor)
• PDGF (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
• H G F (Hepatocyte Growth Factor)
• K G F (Keratinocyte Growth Factor)
•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 Collagen

Registered in the ICID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s Dictionary)

human stem cell conditioned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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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 줄기세포 배양액의 효능 및 효과
줄기세포 배양액은 새로운 탄력섬유의 생성을 촉진

하는 프로콜라겐의 생성 촉진으로 이는 피부에 탄

력을 증진시키며 멜라닌 색소의 양을 감소시킴으로 

미백 효과를 기능을 더합니다. 

또한 줄기세포 내에 고-농도로 존재하는 다양한 

성장인자는 진피세포 및 표피세포 등의 성장 인자로 

피부 재생 기능과 면역력 강화, 상처 치유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품 사용전후 피부 주름 개선율(%)

개
선

율
(%

)

사용전 대비 주름감소

자사 제품 R사 제품

4주후 8주후

-GLS

사용 전 0주 제품 사용 8주후

-KCH

사용 전 0주 제품 사용 8주후

-PIJ

사용 전 0주 제품 사용 8주후

-UMH

사용 전 0주 제품 사용 8주후

STC Stem Cell Treatment & Research Institute

www.stcst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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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만의 배양기술 그리고 가격 경쟁력 
생명과학기업 STC 에서는 STRI 고유의 기술을 통해 탯줄로부터 줄기세포를 분리하고 

2배 빠른 증식 배양을 통해 양질의 줄기세포 배양액 성장인자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enquiry@stc365.com

human stem cell conditioned media

 - hSCM



72 UN Village Hanmandong Youngsan gu seoul, Korea
Email : enquiry@stc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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