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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돼지 심근 경색 모델 제작을 위한 3차원 바이오 프린팅 이
식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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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D bioprinted occluder for creating stable porcine myocardial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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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within 150 words)
Stable production of large animal models is important to develop the therapeutic outcomes for myocardial infarction
(MI). Among large animals, a pig, physiologically similar to human, has difficulty in terms of cost and time due to its
unstable feasibility and surgical sensitivity. This study suggests a new method to make a porcine MI model that can
overcome these constraints using 3D bioprinting technology. We placed a customized central pore-laden structure at the
left anterior descending (LAD) artery to induce the partial occlusion of the blood flow. The continuous echocardiographic
observation and the higher survival rate during the postoperative days 28 showed the possibility of MI induction,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I model. Also, the histopathological analysis confirmed a clear distinction of the loss of
normal architecture, the deposited fibrosis, and hypoxia within the infarct region. In conclusion, the suggested strategy
may be applied as tool in testing extensive MI therapies.

1. 서 론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임상학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갖는 심근 경색
(myocardial infarction, MI)을 치료하기 위해 동물 실
험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1)
. 그 중, 사람과 생리학적 구조가 매우 유사한
돼지는 관상 동맥의 재관류를 유도하거나, 다양한
외과적인 방법들을 이용하여 심근 경색 모델로서
사용 되고 있다(2).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은 심근
경색 유도 시 많은 단점들이 있으며, 기술 및 환
경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빠른 회복력을 갖는 어린
개체들을 사용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3), (4). 본
연구는 3 차원 바이오 프린팅 방식으로 제작된 이
식체를 돼지 좌 전하 행지(Left anterior descending,
LAD) 동맥에 배치하여 안정적인 심근 경색 모델
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통공이 있
는 원통형 형태로 구성된 이식체는 관상 동맥 내
경의 크기에 맞춤 제작이 되어 좌전 하지 위치에
고정될 수 있고 혈류를 부분적으로 차단하여 실제
심근 경색에서 보여주는 관상 동맥 형태를 모사하
였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허혈성 재관류 손
상(ischemia-reperfusion injury, IRI) 방법과 비교하여

2. 이론 및 실험
2.1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에 의한 이식체
제작
이식체 주입 시 돼지 내부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체적합성이 뛰어난
PCL(Polycaprolactone) 고분자를 재료로 사용하였다.
해당 재료는 3D 바이오 프린팅 장치 상부의 고분
자 헤드에서 70 ℃의 시린지 내부 온도, 550 kPa
의 공압 조건으로 용융되고 이를 마이크로 사이즈
의 노즐로부터 압출 시켜 다양한 크기의 이식체로
서의 제작이 가능하였다. 또한, G-code 소프트웨
어을 이용하여 원통형 이식체에 대한 노즐 이송
경로를 생성하였고, 고분자 압출 시 60 mm/min 의
스테이지 이송 속도를 부여하여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이식체 생산 공정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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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대비 2 % 가 감소하여 유의미한 심근 경색
유도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Fig. 1 Front and side views of 3D bioprinted
transplants

2.2 이식체를 이용한 돼지 심근 경색 모델
제작
심혈관조영술(Angiography) 검사로부터 돼지의 관
상 동맥 내경이 측정되고 이를 고려하여 이식체의
크기가 제작되었다. 이후 해당 이식체를 풍선 확
장 카테터 상단 부 가이드 와이어 중심부에 고정
하여 경동맥에서 관상 동맥의 LAD 위치까지 배
치되도록 이식하였다. 이후, 돼지의 동맥 내부에
서 이식체의 실질적인 혈류 차단을 관찰하였을 때,
특별한 부작용 없이 모든 돼지들의 좌전하행지동
맥 위치에 정확히 배치되었고 이식 후 5 주까지도
부분적인 혈류가 차단되는 것을 관찰하여 안정적
인 심근 경색이 유도되었음을 검증하였다.

Fig. 3 Comparison of induced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through ischemia reperfusion injury(IRI) and
partial blockage of 3D bioprinted occluder(3DBO) at
baseline, post MI(day 7-14), 28 days follow-up(F/U 28).
(IRI; n = 5, 3DBT; n = 8)

3. 결 론
본 연구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돼지 관상 동맥의 내경 크기에 맞는 통공이 있는
원통형 이식체를 제작하고 이를 LAD 에 배치시
켜 부분적인 혈류 차단을 도모한 돼지 심근 경색
모델을 제시하였다. 28 일 동안의 EF 를 관찰하였을
때, 허혈성 재관류 모델에 비해 일관되고 오래 지
속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서 안정적으로 재현 가
능한 심근 경색 모델의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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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심근 경색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
해 심초음파 검사(Echocardiography)를 이용하여
MI 유도 후, 7 ~ 14 일 (Post MI) 을 기준으로 28일
의 주기 동안 IRI 모델과의 박출율(Ejection fraction,
EF)을 비교하였다. 기존 MI 유도 전의 EF의 경우,
모든 그룹에서 Post MI까지 20 ~ 25 % 의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나, 28 일 이후부터 기준치까지 8%
상승하여 정상치의 EF에 근접하려는 IRI 그룹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제작한 심근 경색 모델의 경우
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