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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골이나 연골 조직과는 달리 간은 매우 

복잡한 복잡한 미세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혈관네트워크 역시 그 어떤 장기보다도 

복잡하게 뻗어있기 때문에, 간 조직 재생을 

위해서는 조직 재생 초기부터 혈관 조직 구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특히 3 차원 대체적 

재생을 위해서는 물질대사를 위한 수단으로써 

혈관 조직 형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혈관세포를 통해 혈관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간세포를 적절히 위치시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세포프린팅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축분사 

기반의 세포프린팅 시스템을 통해 생분해성 

고분자인 Polycarprolactone 로 3 차원 구조체를 

제작한 후, PCL 구조체 사이에 혈관생성을 

위한 혈관내피세포와 간 기능을 위한 간세포를 

프린팅함으로써 혈관네트워크를 지니는 간조직 

재생용 인공지지체를 제작하고자 한다. 세포를 

프린팅하기 위하여 세포 생장에 적합한 

수화젤인 콜라젠을 준비하였고 콜라젠에 

세포를 봉입하여 세포 프린팅 장비로 원하는 

위치에 프린팅 함으로써 지지체에서의 혈관 

조직 생성을 관찰하고 프린팅된 간세포의 

기능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실험 방법 
 

3 차원 인공지지체 제작을 위해 공압 

분사를 기반의 다축분사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2]. 이 시스템은 고체상태의 생체재료와 젤 

상태의 하이드로젤을 분사하기 위한 4 개의 

분사 헤드를 가지고 있으며, 각 헤드는 가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 Polycarprolactone 같은 

열가소성 생체재료를 녹일 수 있다. 이렇게 

녹은 생체재료는 공압에 의해 분사되고, 

상온에서 빠르게 냉각되어 고체상태로 

돌아간다. 가열 시스템은 150℃까지 조절할 수 

있고, 공압 분사 압력은 최대 650kPa 이다. X, 

Y 축은 2.4μm 이하의 정밀도와 1μm 이내의 

반복성을 지니며, Z 축은 5 μ m 이하의 

정밀도와 반복성을 지닌다. 

혈관 형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인간탯줄 

정맥내피세포 (HUVEC: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를 준비하였고, HUVEC 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인간의 폐 섬유아세포 

(HLF: human lung fibroblast)를 배양하여 

준비하였다. 그리고, 인공지지체의 간 기능성 

평가를 위하여 위의 두 세포 및 쥐로부터 

추출된 원시 간세포(primary hepatocyte)를 

준비하였다.  

혈관 형성 과정을 관찰하기 위하여 

HUVEC 과 HLF 를 프린팅한 구조체를 공초점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으며, 세포프린팅 

후에 1, 3, 5, 7, 10, 14 일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이 변해가는 양상을 관찰하였다. 

또한 간의 기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이 

합성하는 대표적인 단백질인 알부민의 

분비량을 확인하였고, 간세포의 물질대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인 

요소 분비량을 확인하였다.  

세포프린팅 기술 기반 간 조직 공학을 위한 혈관생성이 

고려된 3 차원 공생배양 인공지지체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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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ocal images of vascularization in the 

hybrid scaffold  

 

Fig. 2 Albumin secretion concentration, secreted by 

hepatocytes for 24 hours 

 

Fig. 3 Urea synthesis concentration, secreted by 

hepatocytes for 24 hours 

 

3. 결과 
 

공초점 현미경을 통해 염색된 HUVEC 을 

관찰한 결과(Fig. 1),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 

형성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5 일째에는 혈관 조직이 분기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10 일째에는 다양한 

위치에서 분기된 혈관 가지들이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14 일째에는 3 차원 상에서 혈관 가지들이 서로 

연결되며 3 차원 혈관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간 기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인 알부민의 분비량을 관찰해 

본 결과, 간세포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간세포와 섬유아세포(HLF)를 동시에 이용한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비량이 감소하는데 

반하여, HUVEC 을 포함시켜서 배양한 경우 

알부민 분비량이 10 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간세포의 

물질대사량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인 요소 

분비량 측정 결과 역시, 다른 두 조건과는 

달리 HUVEC 을 포함시켜 배양한 경우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많은 양의 요소를 분비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3).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세포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3 차원 공생배양 인공지지체가 

간세포의 생존율과 기능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간세포는 비 

간세포와의 공생배양이 필수적이며, 혈관이 

형성된 인공지지체 내에서 생존, 기능성이 

모두 향상되는 바, 혈관이 간세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간 조직의 재생 연구에 있어 혈관의 존재 여부 

및 혈관 세포에서 생성되는 성장인자는 그 

성공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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