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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임상적으로 병을 치료하거나 손상된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세포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식 후 세포 생존율 

저하로 인해 이식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많

은데, 이 원인은 이식 후 세포 생존을 위한 혈

관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알

려져 있다.１  특히 췌도 세포 이식의 경우, 혈

관 형성이 되어 있더라도 세포의 산소 흡수율

이 매우 높아 주변이 저 산소 환경이 형성되면

서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

과가 있다.２  따라서 충분한 산소 공급을 통해 

세포 이식 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존에 다양한 폴리머에 칼슘과산화

수소(CaO2)를 혼합하여 스캐폴드나 스피어의 

형태로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

나, 이는 산소 발생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과산화수소(H2O2)를 제거하기 위한 효소가 필

수적으로 부가 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３  하

지만 Polydimethylsiloxane(PDMS)에 CaO2 를 혼

합하는 경우, H2O2 가 PDMS 에 묶여 방출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보고 되었다.４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응용하여 이식 후 세포의 생존율과 기능 

향상을 위한 산소 발생 구조체 개발하고자 하

였다.  

 

2. 산소 발생 구조체 제작 및 성능 평가 
 

제작된 구조체는 산소 발생을 통해 저 산소 

환경을 극복함과 동시에 여러 물질 교환 또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Fig. 1 (a)와 같이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다축 적층 시스템을 사

용하여 열가소성 재료인 Polycaprolactone(PCL)

을 녹여 분사한 뒤 적층하는 방식으로 제작하

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Fig. 1 (b)와 같이 60-

70μm 크기의 공극을 가지는 다공성 막을 제작

한 뒤 CaO2 를 섞은 PDMS 를 아크릴 몰드에 

부어 경화시켰다. 그 다음 다공성 막과 결합하

기 위해 PDMS 를 덧발라 붙인 뒤 대략 45℃ 

에서 24 시간 동안 경화시켰다. Fig. 1 (c)와 같이 

크기는 약 20mm×10mm×240μm 이며 내부 공

간은 비어있는 형태로 최종 제작 되었다. 

구조체에서 발생하는 산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체내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뒤 산소 

농도 측정 센서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위 

실험을 통해 다양한 농도의 CaO2 를 포함하는 

PDMS 구조체를 제작하여 각각의 구조체에서 

발생하는 산소 농도를 실험적으로 얻어내었다. 

이 농도를 바탕으로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 

세포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적정 CaO2 농도를 

결정하였다.  

  
                                               

 

Fig. 1 (a) Multi-head deposition system (MHDS) (b) 

Porous membrane fabricated by using MHDS (c) 

Developed oxygen generating structure using P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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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eased oxygen concentration from oxygen 

generating structure. 

 

유한 요소 해석 결과, 25w/w%의 CaO2 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맞는 

산소 발생 구조체를 제작하였다. 6 일간 산소 

발생 농도 측정을 통해 Fig. 2 와 같은 산소 

발생 경향을 관찰 할 수 있었다. 

  

 3. In vitro 실험을 통한 세포 생존율 평가 

 

산소 발생 구조체가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저 산소 상태에 노출된 세포를 

구조체 내부에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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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ssessment of cell viability through (a) 

pimonidazole positive staining and (b) CCK-8 assay  

저 산소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인 

pimonidazole 염색을 실시한 결과, Fig. 3 (a)와 

같이 CaO2 를 포함한 구조체의 경우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저 산소 상태가 거의 발현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CK-8 을 통해 

세포 생존율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 Fig. 3 

(b)와 같이 CaO2 를 포함한 산소 발생 

구조체에서 세포 생존율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위 실험을 통해 산소 발생 구조체가 저 산소 

상태에 있는 세포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췌도 세포와 같이 산소 흡수율이 높은 

세포 이식 시 개발된 산소 발생 구조체를 

이용하여 세포 생존율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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