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 학위논문 

 

유관상피내암 미세환경 재구성을 

위한 다층구조 조직칩 

 

 

 

20014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바이오엔지니어링 전공 

현 은 제 

 



 

  

유관상피내암 미세환경 재구성을 

위한 다층구조 조직칩 
 

지도교수  김 희 찬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 년  7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바이오엔지니어링 전공 

현 은 제 

 

현은제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 년  7 월 

 

위 원 장     최     영     빈     (인) 

부위원장     김     희     찬     (인) 

위    원     윤     형     진     (인) 



 

 i 

초    록 

 

유관상피내암 (DCIS)은 유관 내 상피 조직의 유전적 변이에 의해 

형성되며, 주변 조직으로 침윤할 시 주변 미세환경을 이루는 세포와 

세포외기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암 미세환경을 연구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 모델들이 제시되었지만 체내의 복합적인 미세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마이크로 공학 기반의 미세 유체 배양 시스템을 이용한 연구가 

새롭게 대두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내 유방암 미세 환경에서의 상피 

세포, 섬유아세포, 기질 구성 성분인 콜라겐을 모두 갖추고 

유관상피내암 세포까지 탑재된 복잡한 구조를 재현한 시스템은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체내 유관상피내암 미세환경의 복합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마이크로 공학기반의 유방암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생체 적합성 고분자인 poly(dimethylsiloxane) (PDMS)와 

유리화(vitrified)한 세포외기질의 막으로 구획화된 미세채널을 이용하여 

복합적인 3차원 구조 내에 유선 상피 세포와 섬유아세포를 공동 

배양하고, 유관상피내암 세포를 스페로이드 형태로 주입하여 

유관상피내암 미세 환경의 복잡한 요소들을 복합적인 다층구조로서 

재구성하였다. 완성된 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구획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세포들과 기질의 구조를 

확인 하였고, 미세유체 공동 배양 환경 내에서 세포들의 생존 능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약물 테스팅 플랫폼으로의 응용으로 모델 내에서 

함암제인 Paclitaxel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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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종양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세포의 무제한적 분열과 세포 사멸 

기전의 무력화에 따른 결과로써 발생한다. 그러나 종양의 발달은 

암세포의 단순 증식에 의한 것이 아니며, 주변 조직을 이루는 세포들의 

성장인자 및 세포 신호 물질 분비, 세포외기질의 변형, 그리고 암 

세포에게 유리한 에너지 대사 주위 환경의 복합적인 변화에 인해 

일어난다. 유방암의 발달은 유방 조직을 이루는 다양한 세포들의 

암세포화에 의하여 일어난다. 그 중 유관상피내암(Ductal carcinoma in 

situ, DCIS)은 유관 내에 존재하는 상피 세포의 변형에 의하여 형성된다. 

유관상피내암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존에 비하여 진단 빈도가 

높아졌는데 비록 증식성이 거의 없어 0기 암으로 인식되어 생명에 

위협적이지는 않으나 언제든지 악성화 및 침윤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아직 침윤성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관상피내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최근 들어 많이 제기되고 

있다[1]. 

유전자 분석 연구 결과 등에 의하면 유관상피내암의 변형된 유전자 

프로파일은 침윤성 암과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악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보고가 있고[2, 3], 유관상피내암의 침윤성 획득에 암 세포 

자체의 변형보다 미세 환경의 영향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등이 보고 되고 있는데[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유관상피내암의 

발달에 암 미세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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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환경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관상피내암과 미세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기전 연구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유관상피내암과 그 미세 환경의 

영향을 연구 할 적절한 모델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5]. 이는 

유관상피내암 연구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며, 최근의 유방암 연구가 

유방암 세포 자체 특성에 대한 연구를 넘어 유방암 세포 주위의 암 

미세환경의 요소들과 암 세포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방암 미세환경과 암세포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암 

발달의 기전 규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의 암 미세환경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연구 

모델로는 트랜스–웰(trans-well)을 이용한 공동 배양, 3차원 배양, 실험 

동물 모델이 있다. 공동 배양 방식은 보통 투과성이 있는 막으로 나뉜 

트랜스-웰의 위, 아래 배양 공간에 서로 다른 세포를 공동 배양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실험 과정은 간단하지만 세포간의 신호전달 물질 

분비를 통한 영향 정도만을 분석할 수 있으며 미세환경의 중요한 구성인 

세포외기질의 영향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3차원 배양은 

매트리젤(Matrigel), 콜라겐 등의 기질 내에 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는 방법으로 배양 접시의 2차원 배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3차원 배양은 기존 방법으로는 풀리지 않았던 여러 

분자생물학적, 생리학적 현상을 관찰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체내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세포를 기질 내에 배양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의 체내 환경을 이용한 실험 

동물 모델은 면역 체계, 기질, 혈관 등이 존재하여 가장 생체와 유사한 

체계로 의학과 생물학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현재 전 

임상 단계의 실험 모델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과 다른 종 

이기 때문에 인간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생화학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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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는 종 특이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높은 비용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유방암 연구 모델로서 마이크로 

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미세유체배양 시스템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다[7-9]. 마이크로 공학과 미세 유체학의 응용은 체내 미세 

환경의 공간적인 크기 및 구조의 모사와 구성 요소의 정밀한 조절을 

가능하게 하였고 최근에는 장기 칩 (Organ-on-a-chip)이라는 

이름으로 장기 내 조직의 배열 구조를 재현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재구성하는 수준에 까지 가능하게 하였다[6]. 이를 이용하여 보고된 

시스템들은 인체에서 유래한 유방암 세포와 기질세포를 미세공간 내 

3차원 기질에 공동 배양하여 유방암 주변 세포외기질의 영향[7], 

세포간 미세 거리에 따른 침윤성[8], 유관 형태 모사에 따른  유선 상피 

세포의 분화 능력[9] 등 기존의 연구 모델로는 불가능하였던 요소들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방암 미세 환경을 모사하려는 새로운 시도에 

불구하고, 그 모사 수준은 체내의 복잡한 미세환경의 구성 요소 중 한 

두 가지를 모사하는 단순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체내 유방암 미세 

환경에서의 상피 세포, 기질세포인 섬유아세포, 기질 구성 성분인 

콜라겐을 모두 갖추고, 유관상피내암 세포까지 탑재된 복잡한 구조를 

재현한 시스템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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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체내 유방암 

미세환경 내의 복합적인 재구성하는 다층구조의 조직 칩을 개발하였다 

(그림. 1). 이 모델에서는 먼저 생체 적합성 고분자인 

poly(dimethylsiloxane) (PDMS)와 유리화(vitrified)한 세포외기질의 

막으로 구획된 미세채널을 이용하여, 생체 모방의 복합적인 3차원 구조 

내에 유선 상피 세포와 섬유아세포를 공동 배양하였다. 그리고 

유관상피내암 세포를 스페로이드 형태로 주입하여 유관상피내암 미세 

환경의 다양한 세포와 요소들을 복합적인 다층구조의 조직으로 재구성 

하였다. 완성된 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다층구조 조직 내 세포들과 기질의 구조를 확인 

하였고, 미세유체 공동 배양 환경 내에서 세포들의 생존 능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함암제 Paclitaxel의 처리를 통해 약물 테스팅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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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재료 및 방법 

 

 

제 1 절 세포 배양 및 형광 단백질 발현 세포주 생성 

 

유선 상피 세포는 HMT3522 s1 세포주로 Public Health England 

(PHE) (UK)에서 구입되었으며 유선 상피 증식 배지 (Mammary 

epithelium growth medium, MEGM)에서 배양되었다. 유선 섬유아세포 

(Human mammary fibroblast, HMF)는 ScienceCell Research 

(USA)에서 구입되었으며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Gibco, USA)에 10%(부피비)에 Fetal bovine serum (FBS) 

(ATCC, USA)과 100U/ml의 페니실린 및 스트렙토마이신 (Gibco, 

USA)이 첨가된 배지로 배양되었다. 유관상피내암 세포는 

MCF10DCIS.com 세포주로 Asterand (USA)에서 구입되어 DMEM-

F12(50:50) (Gibco, USA)에 10%(부피비) FBS (ATCC)와 

100U/ml의 페니실린 및 스트렙토마이신 (Gibco)이 첨가된 배지에 

배양되었다. 

각 세포의 형광 단백질 발현을 위해 유선상피 세포 (HMT3522), 

섬유아세포, 유관상피내암 세포 (MCF10DCIS.com)는 레트로 바이러스 

형광 단백질 벡터 (Retroviral fluorescent protein vector)  

(Genecopoeia, USA)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프로토콜에 따라 각각 

적색(Red), 시안색(Cyan), 녹색(Green) 형광 단백질 리포터 유전자가 

형질 주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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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미세유체 칩 제작 

 

채널의 디자인은 폭 1mm, 길이 3mm의 둥근 직사각형 모양의 

배양실 부분과 폭 200μm의 채널로 연결된 직경 2mm의 원형 주입구 

및 배출구로 구성 되어있다 (그림. 2A). 패턴은 AutoCAD (Autodesk,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디자인된 패턴을 바탕으로 

하여 400μm 높이의 포토레지스트 (Phtoresist)패턴이 올려진 실리콘 

웨이퍼 몰드는 포토리소그래피 (Photolithography)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Microfit (KOREA)으로부터 주문 제작되었다. 실리콘 

웨이퍼 몰드를 바탕으로 하여 소프트리소그래피 (Soft lithography)를 

이용하여 위, 아래의 PDMS 채널이 제작되었다 (그림. 2B). PDMS 로는 

상용제품인 Sylgard 184 (Dow corning, USA)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단량자와 경화제를 10:1 중량비로 혼합한 후 거품기를 이용하여 5분 

이상 저어주어 균일하게 섞어주었다. 혼합된 PDMS 용액은 1시간 이상 

음압 내에 두어 기포를 제거 한 후, 실리콘 몰드 위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은 후, 65°C 건조 오븐에서 3시간 동안 두어 

경화시키었다. 경화 후 PDMS 실리콘 몰드에서 떼어낸 후 잘라 위, 

아래 PDMS 층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아래 PDMS 채널에 유리화된 콜라겐 막을 올리기 위하여 

먼저 아세트산에 용해된 제1형 콜라겐 용액 (BD Bioscience, USA)에 

10x DMEM (Sigma, USA), 1M HEPES 완충 용액 (Gibco, USA), 

멸균된 3차 증류수를 첨가하고 0.1N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하여 최종 

농도 4.0mg/ml, pH 7.4의 콜라겐 용액을 생성 하였다. 용액을 섞는 

순서는 콜라겐을 제외한 나머지 용액을 먼저 넣고 마지막으로 점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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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콜라겐 용액을 첨가하였다. 혼합 용액은 공기 방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파이펫을 이용하여 볼택싱(Voltexing) 하여 섞었다. 

용액의 pH는 pH Test strip (Sigma,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콜라겐 하이드로젤을 형성하기 위하여 완성된 콜라겐 혼합 용액 

15μl은 20p 피펫 팁(Pipette tip)을 사용하여 아래 PDMS 층의 배양실 

패턴 둘레로 조심스럽게 올려주었다. 그 후 콜라겐 용액이 올려진 아래 

PDMS 층을 37°C 5% CO2 인큐베이터 내에서 1시간 동안 두어 

콜라겐 하이드로젤을 형성하였다. 형성된 콜라겐 하이드로젤은 20 ~ 

27℃, 20 ~40% 상대습도 조건의 실온에서 2일 이상 건조하여 PDMS 

층 위에 유리화된 콜라겐 막을 생성하였다.  위, 아래 PDMS 채널의 

접합 면은 Plasma cleaner (Harrick plasma, USA)으로 1분 동안 처리 

후 100배율 현미경을 이용하여 배양실 부분이 일치되도록 부착한 후 

50°C 핫 플레이트 위에서 30분간 동안 두어 비가역적인 접합을 

유도하였다. 

 

 

제 3 절 미세유체 칩 내 세포 주입 및 배양 

 

제작된 미세유체 칩을 기반으로 하여 다층구조의 조직 형성은 유선 

상피 세포와 섬유아세포,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먼저 유관 모사의 

다층구조 조직을 형성하고, 스페로이드 형태의 유관상피내암을 도입하는 

순서를 따랐다. 

먼저 기질 조직의 형성을 위해, 아래 PDMS 채널에 Phosphate 

buffer saline (PBS) (Gibco, USA)에 1% 중량비로 용해된 Bovien 

serum albumin (BSA) (Sigma, USA)을 주입한 후  37° 5%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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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터에 2시간 동안 두어 PDMS 표면을 코팅하였다(그림. 3A). 

코팅 후 PDMS 채널은 PBS로 3회 반복하여 씻겨내었다. 섬유아세포 

주입 시 필요한 콜라겐 용액은 제 1형 콜라겐 용액 (BD Bioscience)에 

1M HEPES 완충 용액 (Gibco)과 10x DMEM (Sigma), 멸균된 3차 

증류수, 0.5mg/ml 파이브로넥틴 (Fibronectin) (Sigma, USA)을 

첨가되어 최종 콜라겐 농도 3.0mg/ml의 용액을 만들었다.  

배양접시에서 70 ~ 100% 면적으로 배양된 섬유아세포는 1x 

Trypsin-EDTA 용액으로 2분 동안 처리하여 배양접시에서 떼어낸 후 

1000rpm에서 3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응집된 섬유아세포는 콜라겐 

용액에 5.0 x 106 cells/ml의 농도로 재 현탁한 후 1ml 시린지 (BD 

science, USA)를 이용하여 주입구를 통해 아래 채널로 주입되었다 

(그림. 3B). 섬유아세포와 콜라겐 용액의 주입 후 미세유체 칩의 위, 

아래 방향을 뒤집어 37°C 5% CO2 인큐베이터 내에 24시간 동안 두어 

콜라겐의 하이드로젤화를 유도하였다 (그림. 3C). 그 후 미세유체 

배양을 위하여 미세유체 칩의 위, 아래 방향을 다시 뒤집은 후, 

주입구와 배출구에 커넥터 및 튜브를 설치하고, 인큐베이터 내에 설치된 

미세유체용 시린지 펌프 (New era pump systems, USA)를 통해 60 

μl/hour의 체적유량으로 DMEM (Gibco)을 흘려주어 2일 동안 

배양되었다 (그림. 3D) 

다음으로 상피 조직의 형성을 위하여 0.5mg/ml 파이브로넥틴 

(Fibronectin) (BD Bioscience)을 위 채널로 주입하여 37°C 

인큐베이터 내에 2시간 동안 두어 콜라겐 막 윗부분을 코팅하였다. 

배양접시에서 70 ~ 100% 면적으로 배양된 유선 상피 세포 

(HMT3522-s1)는 1x Trypsin-EDTA 용액으로 2분 동안 처리하여 

배양접시에서 떼어낸 후 1000rpm에서 3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응집된 유선 상피 세포는 MEGM (Lonza)에 7x107 cells/ml의 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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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현탁한 후 1ml 시린지 (BD science)를 이용하여 주입구를 통해 위 

채널로 주입하였다 (그림. 3E). 유선 상피 세포를 주입한 후 37°C 

인큐베이터 내에서 4시간 동안 두어 유선 상피 세포가 콜라겐 막으로 

부착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3F). 그 후 미세유체 배양을 위하여 

주입구와 배출구에 커넥터 및 튜브를 설치하고, 인큐베이터 내에 설치된 

미세유체용 시린지 펌프 (New era pump systems)를 통해 위 채널에는 

60 μl/hour의 체적 유량으로 MEGM (Lonza)을 흘려주었고, 아래 

채널에는 15 μl/hour의 체적유량으로 DMEM (Gibco)을 흘려주어 

배양하였다. 

형성된 유관 모사의 다층구조 조직의 유관상피내암의 도입을 위하여 

먼저 배양접시에서 70 ~ 100% 면적으로 배양된 유관상피내암 세포  

(MCF10DCIS.com)는 1x Trypsin-EDTA 용액으로 2분 동안 

처리하여 배양접시에서 떼어낸 후 1000rpm에서 3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응집된 유관상피내암 세포는 DMEM-F12 (50:50) 

(Gibco)에 10cells/μl의 농도로 재 현탁 한 후, 3차원 현적배양용 96홀 

홈 판 (Perfecta3D, USA)에 각 홀 당 50μl를 주입하여 2일 동안 

배양하였다 (그림. 4A). 홈 판에서 2일간 배양되어 형성된 유관상피내암 

스페로이드는 마이크로파이펫을 이용하여 홈 판으로부터 수거하여 

1500RPM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 후, DMEM-F12 (50:50) (Gibco)에 

5 spheroids/μl의 농도로 재 현탁하여 1ml 시린지 (BD science)를 

이용하여 주입구를 통해 위 채널로 주입하였다 (그림 4B). 주입 후 

37℃ 5% CO2 인큐베이터 내에서 24시간 동안 두어 유관상피내암 

스페로이드가 유선 상피 세포 층 위에 안착하도록 유도하였다. 안착 후 

에는 미세유체 배양을 위하여 인큐베이터 내에 설치된 미세유체용 

시린지 펌프 (New era pump systems)를 통해 위 채널에는 60 

μl/hour의 체적 유량으로 MEGM (Lonza)을 흘려주고 아래 채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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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μl/hour의 체적유량으로 DMEM (Gibco)을 흘려주어 배양하였다. 

 

 

제 4 절 이미지 획득 및 분석 

 

전자 주사 현미경 영상은 JSM-7401F(JEOL, JAPAN)을 이용하여 

획득되었다. 형광현미경 영상은 IX71 연구용 형광 도립 

현미경(Olympus, JAPAN)을 이용하여 획득되었으며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형광 현미경 형광 영상은 LSM 510meta(Carl Zeiss, German)를 

이용하여 획득되었다. 공초점 형광 영상은 Imaris(Bitplane, UK)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평면 투사 영상, 단면 영상, 3차원 모델링 

영상으로 분석되었다. 

 

 

제 5 절 세포 생존율 테스트 

 

미세유체 배양 환경 내 세포 생존율 테스트는 24시간 단위로 

배양액을 수거하여 LDH cytotoxicity detection kit (Takata, 

JAPAN)을 이용하여 제조사의 프로토콜에 따라 분석하였다. 대조 

모델로 각 세포가 배양접시에서 70% 면적으로 배양 될 때의 배양액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24간 단위로 수거된 위, 아래 채널의 

배양액의 분석 결과값의 비율을 계산하여 세포 생존율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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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SPSS (IBM, USA)을 이용하여 paired t test를 통해  

수행되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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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관상피내암 미세환경 재구성의 다층구조 조직 칩. A 체내 

유관상피내암과 주변 미세환경 내 상피 조직, 기저막, 기질 조직 내의 

섬유아세포 및 세포외기질의 구조. B 모델 내 구현된 유관상피내암, 

유선 상피 세포, 유리화된 콜라겐 막, 콜라겐 기질 내의 섬유아세포의 

복합적인 다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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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세유체 칩 제작 방법. A 채널 디자인. B 소프트리소그래피 

(Softlithography)를 이용한 PDMS 채널 제작 방법. C PDMS 채널 위 

유리화된 콜라겐 막 생성 및 PDMS 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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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관 모사의 다층구조 조직형성 순서. A 아래 채널의 BSA 코팅. 

B 콜라겐 및 섬유아세포 주입. C 콜라겐 기질 수축. D 기질 내 

섬유아세포의 미세유체 배양. E 유선 상피 세포 주입. F 유선 상피 

세포의 콜라겐 막 윗면 부착. 



 

 15 

 

 

 

 

 

 

그림 4. 유관상피내암 스페로이드 형성 및 도입. A 현적 배양용 96홀 

홈 판을 이용한 유관상피내암 스페로이드의 형성 방법. B 형성된 

유관상피내암 스페로이드의 모델 내 도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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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제 1 절 콜라겐 막에 의한 미세공간 구획화 

 

제작된 미세유체 칩은 위, 아래 PDMS 채널과 그 사이에 위치하는 

유리화된 콜라겐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널의 디자인은 세포의 배양과 

관찰이 이루어지는 배양실 부분과 연결된 미세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양실은 폭 1mm의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다. 연결된 미세채널의 폭은 

이보다 작은 200μm으로 되어 있어 체내 유관의 평균 직경 

(1~2mm)을 반영하고 디바이스 작동 시 배양실 내에 세포 및 시료가 

모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위, 아래의 PDMS 채널은 배양실 부분에서 

겹치는 거울상으로, 유리화된 콜라겐 막을 사이에 두고 접합되어 

독립적인 위, 아래 미세채널과 콜라겐 막으로 구획화된 배양실을 

생성하였다. 완성된 디바이스는 3cm x 2cm의 작은 크기에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래 채널과 위 채널에 각각 청색과 적색 

식용색소 용액을 흘렸을 때 독립적인 두 채널과 구획화 된 배양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5A). 

배양실을 구획화 하는 유리화된 콜라겐 막은 디바이스 내 다층 조직 

구조 형성 시 지지막으로 이용되었다. 유리화된 콜라겐 막은 PDMS 

채널 위에 콜라겐 용액을 올리어 생성하는 방식으로 디바이스 내에 

도입되었다. 채널의 배양실 부분을 덮도록 올려진 콜라겐 용액은 

PDMS의 소수성 때문에 배양실 안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콜라겐 

하이드로젤이 되었고, 건조 후에는 배양실을 덮는 얇은 막이 되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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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PDMS 채널이 접합된 후 전자 주사 현미경을 통해 디바이스 내 

배양실의 단면을 확인한 결과, 위, 아래 미세공간으로 배양실을 구획화 

하는 약 20 마이크론 두께의 콜라겐 막이 확인 되었으며, 콜라겐 막 

내부의 콜라겐 섬유 구조가 발달하여 얽혀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그림. 

5B). 

 

 

제 2 절 조직 형성에 따른 세포 형태 변화 

 

유관 모사의 다층구조는 먼저 콜라겐 막 아래의 미세공간에 기질 

조직을 형성시키고, 다음으로 콜라겐 막 윗면에 상피 조직울 형성하는 

순서를 따랐다. 주입된 세포들이 각 조직을 형성하면서 세포의 형태가 

변화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콜라겐 용액에 섞여 주입된 섬유아세포는 

주입 직후에는 구형의 세포 형태이었으나, 기질 수축 후 미세유체 

배양시에는 주변 세포외기질로 세포질이 돌출된 상태로 이극성 

(Bipolar) 또는 다극성 (Multipolar)의 세포 형태를 나타내었다(그림 

4A). 상피 조직 형성을 위해 콜라겐 막 위로 주입된 유선 상피 세포 

또한 주입 직후의 구형의 세포 형태에서, 콜라겐 막으로 부착 후에는 

세포질이 평면적으로 퍼진 세포 형태를 나타내었다 (그림.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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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작된 미세유체 칩 내 콜라겐 막에 의한 미세공간 구획화. A 

위 채널 (적색)과 아래 채널 (청색)으로 식용색소 용액을 흘려준 실제 

미세유체 칩 모습. B 미세공간을 구획화 하는 유리화된 콜라겐 막의 

전자 주사 현미경 영상, 배양실의 단면 (위) (90배율, 스케일 

바=100μm); 콜라겐 막의 평면 영상 (아래) (20,000배율, 스케일 바= 

1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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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조직 형성에 따른 세포 형태 변화. A 형광 현미경을 통해 

관찰된 섬유아세포의 주입 직후 (왼쪽)와 콜라겐 기질 수축 후 

(오른쪽)의 세포 형태. B 유선 상피 세포의 주입 직후 (왼쪽)와 콜라겐 

막 부착 후 (오른쪽)의 세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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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콜라겐 기질 수축 방향 조절 

 

콜라겐 기질 내 배양된 섬유아세포는 기질을 최대 80%까지 

수축한다고 보고되었으며[10, 11], 이러한 수축 현상을 이용하여 콜라겐 

기질 아래 미세채널의 재 생성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섬유아세포와 

콜라겐 용액의 주입 후 미세유체 칩의 위, 아래 방향을 뒤집어 콜라겐 

기질의 막 방향으로의 수축을 유도하였음에도(그림. 7A), 콜라겐 기질은 

PDMS 바닥 방향으로 수축되었다 (그림. 7C). 이와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PDMS 채널의 표면은 단백질의 비특이성 결합 

(Non-specific binding)을 억제하는 BSA로 코팅하였다(그림. 7B). 그 

결과 콜라겐 기질의 수축 시 PDMS 표면과 콜라겐간의 결합이 억제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콜라겐 기질이 일관성 있게 막 

방향으로 수축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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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SA 코팅을 통한 콜라겐 기질 수축 방향 조절. A BSA 코팅이 

없는 기질의 수축 유도 방법. B BSA 코팅 시 기질의 수축 유도 방법. C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형광 현미경을 통해 관찰된 BSA 코팅이 없었을 시 

수축된 콜라겐 기질의 단면 (왼쪽), BSA 코팅 시 수축된 콜라겐 기질의 

단면 (오른쪽), (스케일 바=100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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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기질 조성 조절을 통한 섬유아세포 생존 능력 

향상 

 

콜라겐 기질 생성 시 기질 내 섬유아세포의 생존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콜라겐 용액의 조성이 조절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미세채널 

내에서 콜라겐 단일 조성의 기질에 배양된 섬유아세포는 60% 이하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다[12]. 이에 따라 세포-기질 간 결합의 증가를 

위하여 세포 접착 분자로 이용되는 세포외기질인 파이브로넥틴 

(Fibronectin)을 콜라겐 용액에 첨가하였다. 그 결과 단일 조성의 

콜라겐 기질 내에서 보다 (그림. 8A) 파이브로넥틴이 첨가된 콜라겐 

기질 내에서 섬유아세포의 형광 단백질 발현이 강화되고 세포질의 

돌출이 두드러진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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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콜라겐 기질의 조성 조절을 통한 섬유아세포의 세포 생존 능력 

향상 (스케일 바=100μm). A 단일 조성의 콜라겐 기질 내 섬유아세포 

(시안색)의 형광 현미경 영상. B 파이브로넥틴이 첨가된 콜라겐 기질 내 

섬유아세포의 형광 현미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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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유선 상피 조직 모사를 위한 유선 상피 세포 

밀도 최적화 

 

콜라겐 기질의 형성 다음 단계로 디바이스 내 체내 유관의 상피 

조직 구현을 위하여 유선 상피 세포를 주입하였다. 체내 유관 내 상피 

조직은 치밀한 세포-세포 결합을 하고 있으나, 콜라겐 막에 부착한 

형태의 유선 상피 세포는 더 이상 증식하지 않아 산개된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9A). 따라서 치밀한 세포 분포를 위하여 

높은 세포 농도로 유선 상피 세포가 주입 되었고, 그 결과 7x107 

cells/ml 농도 조건으로 세포를 주입하였을 때 치밀한 단층을 이루며 

콜라겐 막에 유선 상피 세포가 부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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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주입 시 세포 농도에 따른 콜라겐 막에 부착된 유선 상피 

세포의 분포 (스케일 바=100μm). A. 5 x 106 cells/ml의 농도로 

주입된 유선 상피 세포 (적색)의 4일 배양 후 형광 현미경 영상. B 7 x 

107 cells/ml의 농도로 주입된 유선 상피 세포 (적색)의 4일 배양 후 

형광 현미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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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유관 모사의 다층구조 조직 확인 

 

체내 유관 및 기질 조직을 모사하는 유선 상피 세포 층과 콜라겐 

기질 내 섬유아세포의 복합적 다층구조는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형광 

현미경 영상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림. 10A, B). 평면 투영 영상을 통해 

확인된 유선 상피 세포는 치밀한 밀도로 콜라겐 막에 부착된 형태였고, 

섬유아세포는 세포질의 돌출부가 발달된 이극성 (Bipolar), 또는 

다극성(Multipolar) 형태로 콜라겐 기질 내에 균등한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그림. 8A). 단면 영상을 통해 확인된 각 세포와 세포외기질은 

유선 상피 세포 층 에서부터 콜라겐 막, 그리고 콜라겐 기질 내의 

섬유아세포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섬유아세포는 약 150~200μm 두께의 콜라겐 기질 내에 3차원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그림. B). 

미세유체 배양 환경 내 유선 상피 세포와 섬유아세포의 세포 생존 

율은 LDH cytotoxic assay (Takara)를 이용하여 위, 아래의 각 채널로 

수거된 배양액의 분석을 통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유선 상피 세포와 

섬유아세포 모두 다층구조 형성 후 7일간의 배양에도 유선 상피 세포는 

92%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유지하였다 (그림. 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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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유관 모사의 다층구조 및 세포 생존율 확인. A 체내 유관 

조직을 모사하는 복합적 다층구조의 모식도 (왼쪽); 구조 내 유선 상피 

세포 (적색) (오른쪽 위)와 섬유아세포 (시안색) (오른쪽 아래)의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형광 현미경 영상의 평면 투사 영상 (스케일 

바=100μm). B 단면 영상 (왼쪽)과 3차원 모델링 영상(오른쪽) 

(스케일 바=100μm). D 미세유체 배양 환경 내 유선 상피 세포와 

섬유아세포의 세포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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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유관상피내암 미세환경의 재구성 

 

체내 유관 조직을 모사하는 유선 상피 세포와 섬유아세포의 

다층구조 내 유관상피내암의 도입은, 주입 시 위치 제어와 추적 관찰의 

용이성을 위해 단일 세포 형태가 아닌 스페로이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현적 배양용 96홀 판 (3Dperfecta)에 유관상피내암 세포를 

주입하여 이틀간 배양하였다. 유관상피내암 세포들은 2일 내로 응집하여 

스페로이드를 형성하였으며 (그림. 11A), 스페로이드의 직경은 각 홀 당 

주입되는 세포 수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림. 11B), 스페로이드의 주입 

시 통로로 이용되는 미세채널의 폭 (200μm)을 고려하여 직경 

150μm의 유관상피내암 스페로이드가 사용되었다. 

유관상피내암 스페로이드는 위 채널을 통해 유선 상피 세포 층 위로 

주입되어 3일 의 배양 후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형광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다 (그림. 12). 평면 투영 영상을 통해 확인된 유관상피내암 

스페로이드는 유선 상피 세포 층 내에 안착된 것이 확인 되었다 (그림. 

12A), 단면 영상의 관찰 결과 유관상피내암 세포는 유선 상피 세포 

층으로 침투하여 있었으며, 유관상피내암-유선 상피 세포 층에서부터 

콜라겐 막, 그리고 콜라겐 기질 내의 섬유아세포 까지의 다층구조로 

세포들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그림. 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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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유관상피내암 스페로이드 직경의 최적화. A 홀 판으로 주입된 

유관상피내암 세포 (녹색)의 주입 직후 (왼쪽 위)와 홀 당 250개의 

세포 (오른쪽 위), 500개의 세포 (왼쪽 아래), 1000개의 세포(오른쪽 

아래)의 2일 배양 후 형성된 스페로이드의 형광 현미경 영상 (스케일 

바=100μm). B 세포 수에 따른 스페로이드의 직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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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유방암 미세환경 모사의 복합적 다층구조 (스케일 

바=100μm). A 유방암 미세환경을 모사하는 유관상피내암 세포, 유선 

상피 세포, 섬유아세포의 복합적 다층구조 모식도 (왼쪽); 유관상피내암 

세포 (녹색)과 유선 상피 세포 (적색)의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형광 

현미경 영상의 평면 투사 영상. B 단면 영상 (왼쪽), 3차원 모델링 영상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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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모델 내 Paclitaxel의 처리 결과 

 

완성된 모델의 약물 플랫폼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암제인 Paclitaxel을 모델 내 처리하여 그 효과를 관찰하였다. 

Paclitaxel은 세포의 분열 시, 합성된 미세소관의 분해를 막아 세포 

분열을 억지하여 암 세포를 사멸에 이르게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약물 테스팅을 위하여 먼저 유관상피내암 스페로이드는 주입 후 24시간 

동안 유선 상피 세포 층에 안착되었다. 그 후 대조군의 유관상피내암-

유선 상피 세포는 MEGM으로 배양되었으며, Paclitaxel 처리군은 

50nm의 농도의 Paclitaxel이 첨가된 배양액으로 배양되었다. 

대조군에서는 최초 직경 150μm의 크기였던 유관상피내암은 3일 경과 

후 직경 270μm로 유선 상피 세포층에 퍼져 있었다 (그림. 13A). 반면 

Paclitaxel 처리 모델에서는 유관상피내암은 최초 직경 170μm의 

크기에서 3일 경과 후 직경 120μm의 크기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13B). 유관상피내암의 면적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조군에서는 

3일 경과 후 유관상피내암의 면적이 약 2.5배 증가하였으나, Paclitaxel 

처리군에서는 25%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14A). 24시간 

단위로 배양액을 수거하여 유관상피내암 세포 및 유선 상피 세포의 세포 

생존율을 분석 한 결과 대조 모델에서는 배양 4일 후에도 89% 이상의 

세포 생존율이 유지되었으나, 투여 모델에서는 Paclitaxel 투여 4일 

후에는 40% 이하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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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칩 내 Paclitaxel 처리 결과 (스케일 바=100μm). A 대조 

모델 내 유관상피내암 세포 (녹색) 및 유선 상피 세포 (적색)의 영상; 

1일 차 (왼쪽), 3일 경과 시 (오른쪽). B Paclitaxel 투여 모델 내 

유관상피내암 세포 (녹색) 및 유선 상피 세포 (적색)의 영상 영상; 1일 

차 (왼쪽), 3일 경과 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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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Paclitaxel 처리에 따른 유관상피내암의 면적 및 세포생존율 

변화. A 대조군과 Paclitaxel 처리 모델 내 유관상피내암 세포의 면적 

변화 (*p<0.05). B 대조 모델과 Paclitaxel 처리 모델 내 세포 생존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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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논    의 

 

 

제 1 절 유관상피내암 미세환경의 복합성 재구성 

 

현재 유관상피내암 미세환경 연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관상피내암과 그 주변 미세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만한 

적당한 연구 모델이 없다는 점이다. 체내 유관상피내암 주변의 

미세환경은 다양한 세포들과 세포외기질이 복합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그림. 1A), 기존 암 미세환경을 연구하기 위한 모델들 – 

트랜스-웰, 3차원 배양- 은 한 두 가지의 세포와 단순한 실험 방법 

만을 이용함으로써 미세 환경의 일부 구조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구현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 모델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들어 미세한 공간에 기질과 세포가 모두 존재하며 그 

주위에 생리학적으로 인체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세포 배양액이 흐를 수 

있는 미세 유체 배양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미세 유체 배양 

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내 복잡성을 다 구현할 수 있는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미세 유체 배양 

시스템들에도 암 주변 상피조직과 기질 조직, 기질 세포가 모두 구현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관상피내암의 발달에 주변의 기질 

세포 및 세포외기질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나[4] 비종양성 

상피 세포에 의해 암세포의 증식이 저해 된다는 보고가[13, 14]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유관상피내암 미세환경이 암 발달에 미치는 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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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모사된 연구 

모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유방암 모델의 복합적인 다층구조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것으로써 콜라겐 막을 중심으로 하여 위로는 

유관상피내암과 유선 상피 세포 층이 존재하고 아래로는 3차원 콜라겐 

기질 내의 섬유아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B). 이는 유관의 상피 

세포의 변형으로부터 발생되는 유관상피내암이 주변의 유선 상피 세포와 

기저막, 그리고 기질 조직의 섬유아세포와 세포외기질 등과 

상호작용하며 발달하게 되는 암 미세환경의 요소와 구조를 정밀하게 

모사한 것이다. 

특히 유관상피내암 도입 전 모델 내 구현된 유선 상피 세포, 

섬유아세포 및 콜라겐의 다층구조는 체내 유관 주변 조직의 구조적, 

형태적 특징을 모사하도록 형성되었다. 다층구조 형성 시 지지막으로 

이용된 유리화된 콜라겐 막 (그림. 5B)은 유관 내 유선 상피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기저막을 모사하며, 콜라겐 기질의 수축 방향의 제어를 

통해 형성된 콜라겐 막에서 콜라겐 기질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구조 

(그림. 7C)는 기저막을 감싸고 있는 기질의 연속성을 반영한다. 또한 

콜라겐 기질 내 섬유아세포의 3차원 적인 분포 (그림 7B)는 기질 조직 

내의 섬유아세포의 분포와 기질에 의한 물질 전달의 완충 효과와 같은 

3차원적인 생리를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콜라겐 막에 치밀하게 부착된 

유선 상피 세포 층 (그림. 7A)은 기저막으로 둘러 쌓인 상피 조직의 

치밀한 세포-세포 결합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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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약물 테스팅 플랫폼으로써의 활용 가능성 

 

유선 상피 세포 층 위로 주입된 유관상피내암 스페로이드는 3일 

경과 후에는 유선 상피 세포층으로 침투하여 콜라겐 막과 맞닿았다. 이 

현상은 체내 유관상피내암의 발달 과정 중 말기의 유관상피내암 세포가 

유선 상피 세포층을 뚫고 기저막과 맞닿는 현상과 유사한 결과이다[1]. 

또한 유관상피내암 도입 전 유선 상피 세포의 생존율(>95%) (그림. 

10C) 보다 유관상피내암의 도입 후 세포 생존율(>89%)이 감소한 

결과도 (그림. 14B) 유관상피내암에 의한 유선 상피 세포 층의 침투에 

의한 유선 상피 세포의 사멸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본 

모델에서 유관상피내암이 콜라겐 기질 내로 침윤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체내 유관상피내암의 발달 과정에서 많은 경우가 침윤성을 

획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추정된다 [1]. 

그러나 이 현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분자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임상에서 사용되는 항암제인 Paclitaxel의 약물 테스팅 결과 대조 

모델에서는 3일 경과 후 유관상피내암의 크기가 증가한 반면, 투여 

모델에서는 3일 경과 후 유관상피내암 세포의 사멸로 인해 암의 크기가 

줄어들고,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배양접시에서 수행된 약물 테스팅에서, 위 실험과 같은 농도의 

Paclitaxel의 투여 시 유방암 세포의 생존율이 24시간 이내에 10% 

이하로 급감하는 결과 와는 상이한 것이다[15]. 이는 실제 임상에서의 

약물 효과는 기존 테스팅의 결과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개발된 

유방암 모델이 기존 모델보다 실제 체내 환경을 더 유사하게 반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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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며, 이는 개발된 유방암 모델의 약물 테스팅 플랫폼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 3 절 연구 방향 

 

유방암은 면역조직화학(Immunohistochemical)적으로 에스트로겐 

수용체(Estrogen receptor, ER),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HER)-2,  프로게스테론 수용체(Progesteron receptor, PR) 

발현에 따라 크게 Luminal 타입과 HER2 타입, 그리고 BASAL 타입을 포함한 

5가지 종류로 분류된다[16]. 각각의 유방암 종류는 예후 및 치료 반응이 

다르다. 주로 ER이 과발현되어 있는 Luminal 타입은 호르몬 치료가 가능하고, 

HER2 수용체가 과발현된 HER2 타입은 HER2 수용체 항체인 trasuszumab을 

이용한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BASAL 종류의 경우 ER, HER2, PR이 모두 

과발현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존 치료 전략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예후가 다른 종류의 유방암 보다 좋지 않은 특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MCF10DCIS.com 세포주는 BASAL 종류이기 때문에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BASAL 종류 유방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 수립 및 효능 검증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간세포생장인자(hepatocyte growth 

factor, HGF)에 따라 악성화가 촉진된다는 보고가 있어[17],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MCF10DCIS.com 세포주는 정상 유관에서 유래된 MCF10A 세포주에 

HA-RAS 종양 유전자가 도입하여 전악성 (Pre-malignant) 세포주인 

MCF10AT 세포주를 생성하고, 이를 이종 이식하여 관상피내암 말기 상태로 

발전시켜 획득된 관상피내암 (DCIS) 세포주이다[18]. 현재 유방암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대부분의 세포주는 이미 악성화가 진행된 침윤성 암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나[16], MCF10DCIS.com은 정상세포에서부터 유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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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피내암 말기의 세포주이기 때문에 정상세포에서부터 침윤성 암으로 까지의 

유방암 진행과정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관찰 및 검증을 하기에 용이한 세포주라 

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MCF10A 에서 MCF10DCIS.com 세포주로 

악성화가 진행되면서 암세포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이 BASAL 타입에 가까워 

진다는 보고가 있다[19]. 개발된 위 모델을 이용하여 유방암 발달에 미치는 암 

미세환경의 영향에 따른 암세포의 분자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절 기대 효과 및 한계   

 

이 모델에서는 유방암 미세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와 

세포외기질의 구성 성분 조절이 가능하다. 먼저 기저막을 모사하는 

유리화된 콜라겐 막은 콜라겐 용액의 농도와 양의 조절을 통하여 

1마이크론 이하의 얇은 두께로 제작이 가능하다[20, 21]. 또한 콜라겐 

기질 형성 시 주입되는 콜라겐 용액의 성분 조절을 통해 체내 기질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엘라스틴, 라미닌, 파이브로넥틴, 프로테오글리칸 

등의 다양한 세포외기질의 영향을 분석 할 수 있으며, 함께 주입되는 

기질 세포의 변경을 통해 체내 기질 조직 내 존재하는 지방세포, 

면역세포들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에서는 위 채널과 콜라겐 기질 수축 시 재 생성된 

채널을 통해 유선 상피 세포 층과 콜라겐 기질 내 세포들이 분비하는 

세포 신호 전달 물질 혹은 성장 인자들의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 

미세환경 내 다양한 형태의 세포-세포간 상호작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 모델은 몇 가지 한계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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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다층구조를 형성하는 실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암 미세환경 과의 구조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체내 환경과의 유사성을 신뢰받기 위해서는 실제 체내 유관 

조직 및 유관상피내암 미세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기능과 현상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검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이 연구에서 개발된 유방암 모델은 유관 내 상피 세포의 

변형으로부터 생성된 유관상피내암이, 주변의 유선 상피 세포와 기저막, 

그리고 기질 조직 내의 섬유아세포와 세포외기질과 상호작용하며 

발달하게 되는 암 미세환경 복잡한 구조와 형태를 정밀하게 

모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개발된 유방암 모델은 세포-세포, 

세포-기질간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암 미세환경 내의 유방암 

발달 기전을 밝혀 내고, 나아가 유방암 발달과 전이에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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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ulti-layered tissue-chip 

reproducing microenvironment of 

Mammary ductal carcinoma 

 

Hyun Eunjae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Bio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of cancer requires the mechanical and bio-

physiological changes through its initial state to the malignant state. 

It has attracted enormous attention from researchers in cancer 

research and prompted them to closely examine the interaction of 

cancer cells with their surrounding microenvironment. Of particular 

interest in this area has been in delineating the effects of the 

composition and biomechanical properties of stromal connective 

tissue on the biology of cancer cells. These studies, however, have 

been greatly challenged by the lack of experimental models that 

provide the capability to recapitulate the complexity of malignant 

tumor development and progression in the mammary duct. Al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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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ble progress has been made in three-dimensional (3D) 

culture of breast cancer cells, these models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replicate the complex structure of the mammary duct and 

surrounding stromal tissue containing multiple types of specialized 

cells. Consequently, the study of breast cancer research has been 

dependent predominantly on animal models.   

As a first step towards resolving these critical technical challenges, 

we have developed a microengineered model of human breast that 

recapitulates the structural complexity of the mammary duct. 

Specifically, engineering of microchannels made of 

poly(dimenthylsiloxane) (PDMS), vitrified membranes fabricated 

the compartmentalized micro-spaces and multi-layered structure 

of mammary duct was incarnated by co-culturing human mammary 

epithelial cells and mammary fibroblast cells in biomimetic 3D 

hybrid structure. Moreover, ductal carcinoma in situ (DCIS) cells of 

breast were cultivated in a spheroid shape and merged inside the 

epithelial cell layer for the generation of breast cancer cell 

embedded microenvironment. 

We believe that our system will provide the opportunity to 

faithfully model the key processes of breast cancer progression and 

metastasis, and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elucidating their 

underlying mechanisms, which may permit the identification of new 

therapeu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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