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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포-세포 상호 작용과 세포-세포외기질 상호 작
용은 세포의 기능을 체외에서 모사할 때에 고려하
여야 하는 주요 성질 중 하나이다. 구형 3차원 구
조는 큰 형태의 조직 재건에 사용되거나, 조직재
생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기능적인 가장 작은 단
위이다. 구형 스페로이드 제작을 위한 기존의 방
법들은 세포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여 기
능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정확한 포지셔닝
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탈세
포화(decellularized)된 세포외기질에 다양한 프린팅
기법을 활용하여 원하는 스페로이드 형상을 제작
하고, 이를 다양한 조직 공학 분야에 적용하는 방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능 및 조직 특이적 기능이 잘 발현됨을 검증하였
다. 콜라젠에 임배딩시킨 스페로이드의 경우 빌딩
블록(building block)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접한
스페로이드들끼리 융합(fusion)되는 걸 관찰하였으
며, 체 내 삽입을 목적으로 키운 스페로이드 역시
체 내에서 일반적인 세포를 넣는 것보다 그 효능
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광경화물질을 사용
하였을 때 제작공정을 더욱 단순하게 할 수 있었
다.

3.

3D Bioprinting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챔버 용
액과 경화제를 활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스페로이
드를 세포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작해 조직공학
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가능하다.

실험 방법 및 결과

2.1 실험 방법
순간적인 가교가 되어야 고효율의 스페로이드
제작 공정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알지네이트
(Alginate)가 칼슘이온과 만나면 경화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탈세포화된 세포외 기질(dECM)과 알지
네이트를 포함한 바이오 잉크를 제작한다. 콜라겐
(Collagen) 혹은 Pluronic F-127을 염화칼슘과 혼합
하여 챔버 내에 넣고 세포가 담긴 바이오 잉크를
짧은 시간 토출하여 임배딩된 형태와 자유형태
(Free standing)의 스페로이드를 제작한다. 또한, 빠
른 가교를 위해 알지네이트가 아닌 광경화성 물질
을 활용하여 더 간단한 제작공정을 개발하였다.

2.2 결과
세포 친화적인 스페로이드를 제작하기 위해 바
이오 잉크 내에 들어가는 최적의 구성 성분비를
찾아내었고, 노즐 크기와 공압을 바꾸어가며 원하
는 크기의 스페로이드를 빠르고 간편하게 제작하
였다. 또한, 스페로이드 환경 내에서 세포의 생존
† Presenting Author, parkyj0566@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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