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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티올-노보닌 클릭광중합법(thiol-norborn-

ene photo-click polymerization)을 이용하여 폴리에틸렌글리콜 

(poly(ethylene glycol), PEG) 기반의 삼차원 세포 배양 기질을 

제조하고, 대식세포의 한 종류인 RAW264.7을 캡슐 레이션하여 

생리학적 거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때 하이드로젤의 분해성, 

생활성 분자(콜라겐Ⅰ), 전단저장탄성율(G')을 조절하였으며 제조한 

하이드로젤에 캡슐레이션된 RAW264.7 세포의 배양 1일차 

Live/Dead 형광염색 결과를 통해 모든 조건에서 70-80% 이상의 

초기 세포 생존율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기질의 분해성은 세포가 

분비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펩타이드 

가교제를 사용하여 조절하였다. 기질을 재구축 하는데 필요한 

단백질 분해효소(MMP9, MMP14, CatK)의 발현양을 유전자 

수준에서 관찰하여 2차원 TCP에 배양한 세포에 비해 3차원 

하이드로젤 내에 캡슐레이션 하였을 때 발현양이 증가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생활성 성분인 콜라겐Ⅰ의 첨가는 배양 시간에 따른 

세포회합체의 크기 증가에 영향을 다소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콜라겐 고정화 유무가 염증성 사이토카인(iNOS, COX2, TNF-

α)의 발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2차원 TCP에 배양한 

경우보다 하이드로젤에 캡슐레이션된 세포에서 발현양이 4배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2차원 배양과는 다른 거동을 보임을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이드로젤의 전단저장탄성율은 가교제의 농도 

를 조절하여 가교밀도를 달리함으로써 조절하였다. 이 때 기질 분해 

성에 의한 영향도 함께 살펴보기 위해 각각 MMP 비민감성 가교제 

와 MMP 민감성 가교제를 이용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하이드로젤에 캡슐레이션된 RAW264.7 세포의 증식과 형태, 

분화능은 기질의 분해성보다는 탄성율에 더 큰 영향을 받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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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기질의 분해성에 관계없이 탄성율이 낮은 

하이드로젤에서 세포의 대사활성이 더 높게 나타나며 세포회합체도 

보다 크게 형성함을 확인하였다.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양의 경우 

2차원 TCP 대비 3차원 하이드로젤 내에 캡슐레이션된 세포에서, 

그리고 분해성에 관계없이 High G' 하이드로젤에서 발현양이 증가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삼차원 환경에서의 대식세포 

의 생리학적 거동을 예측할 수 있고, PEG 기반의 하이드로젤이 

대식세포의 배양 플랫폼으로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대식세포, RAW264.7, 하이드로젤, 폴리에틸렌글리콜, 

3차원 세포 배양 

학   번 :  2015-2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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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체내의 세포 및 조직은 복잡한 3차원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각각의 구성 성분들은 서로 물리적 및 화학적 상호 작용을 주고 

받으며 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세포 배양 연구에서는 2차원의 조직 배양 

접시(tissue culture plate, TCP)가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2차원 

세포 배양의 경우 생체 내의 3차원 구조를 모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이 평면적으로 인접한 세포 

가장자리에서만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다[6, 7]. 따라서 세포 내에서 

유전자 발현이나 특정 물질에 대한 반응이 실제 생체 내에서의 

생리학적 거동과 다를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8-10]. 

때문에 최근에는 3차원 배양기질을 이용한 세포 배양 연구 방법이 

주목 받고 있다[11-13]. 3차원 환경에서 세포를 배양할 경우 실제 

체내의 구조 및 환경을 더 비슷하게 모방할 수 있고 세포간 

상호작용도 실제와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다[12, 14]. 이에 다공성 

구조체나 세포가 제거된 생체조직(decellularized tissue), 

하이드로젤 등의 다양한 배양기질이 3차원 세포 배양에 이용되고 

있다[12, 15, 16].  

하이드로젤은 다량의 수분을 함유한 3차원 고분자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재료이다. 하이드로젤은 고유의 점탄성을 나타내며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과 구조적 및 물리적으로 유사 

하여 조직공학용 소재나 3차원 세포 배양 기질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17]. 네트워크 구조와 구성 성분을 조절함으로써 실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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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배양된 세포의 생리학적 거동을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하이드로젤은 높은 공극도를 가지며 공극 구조의 조절이 쉽기 

때문에 각종 생리활성 물질의 담지와 방출 거동의 조절이 

용이하다[18-21]. 따라서 하이드로젤 기반 3차원 세포 배양 

기질은 환경 변화에 따른 세포의 반응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22].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은 높은 

친수성과 더불어 우수한 생체적합성 및 생체불활성(bio-inert)을 

나타낸다. 또한 말단에 위치한 수산기(hydroxyl group, -OH)에 

다양한 관능기를 도입함으로써 PEG에 기능성을 도입할 수도 

있다[23, 24]. 따라서 PEG는 생체재료용 하이드로젤 제조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PEG를 이용한 하이드로젤 제조는 다양한 화학적 

가교법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25-27]. 그 중 최근에는 

라디칼-매개 단계성장광중합법(radical-mediated step growth 

photo-polymerization)이 3차원 세포 배양 기질 제조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28-31]. 단계성장광중합의 경우 균일한 하이드로젤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반응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이다. 

대표적인 반응으로 티올-노보닌 광클릭(thiol-norbornene photo-

click) 반응이 있다. 티올-노보닌 반응은 쉬운 하이드로젤 물성 

조절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반응 과정에서의 세포독성이 

비교적 낮아 세포의 3차원 캡슐레이션에 적합한 하이드로젤 제조 

기법이다[31-34]. 

면역세포는 항상성과 건강을 유지하는 신체의 면역 기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세포이다. 일반적인 세포가 단일 

환경에서 생리학적 거동을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면역세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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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35]. 예를 들어 단핵구는 혈관이나 

림프절 내에서 부유하는 상태로 존재하다가 병원성 물질의 침입 등 

자극을 받게 되면 자극원으로 이동하여 ECM 내로 들어간다. 

ECM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단핵구는 대식세포로 분화하게 되며 

대식 작용과 염증작용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면역세포가 

통과하는 조직의 종류에 따라 ECM을 구성하는 성분 및 탄성이 

다르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생리학적 거동은 다양한 3차원 환경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36-38].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세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TCP를 이용한 2차원 

표면배양 또는 현탁배양법(suspension culture)이 이용되고 

있다[39, 40]. 한편, 최근 들어서는 배양기질 특성이 면역세포의 

생리학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41]. 뿐만 아니라 3차원 기질 내에서의 면역세포의 생리학적 

거동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42].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원 

배양 조건에서 다양한 환경 인자들이 면역세포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EG 기반의 하이드로젤에 대식세포주인 

RAW264.7을 캡슐레이션 하여 3차원 배양하고 기질의 분해성 및 

구성 성분, 탄성이 대식세포의 생리학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질분해성의 경우 단백질 분해효소 민감성 가교제를 

달리하여 조절하였으며 생활성 분자인 콜라겐을 기질 내에 고정화 

하여 콜라겐 유무에 따라 면역세포의 생리학적 거동을 관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교밀도를 조절하여 하이드로젤 기질의 탄성을 달리 

함으로써 다양한 3차원 배양 환경이 대식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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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1. 하이드로젤을 활용한 3차원 세포 배양 기질 

3차원 세포 배양을 위한 하이드로젤 제조에는 콜라겐[43], 

히아루론산[44], 실크[45] 등과 같은 천연고분자 또는 PEG[2], 

폴리-N-아이소프로필 아크릴아마이드(poly(N-isopropylacryl-

amide, poly(NIPAAm))[46] 등의 합성고분자가 사용된다. 천연 

고분자 기반 하이 드로젤의 경우 생체적합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물성 조절 에 한계가 있고 재료의 재현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47, 48]. 특히 ECM 유래 천연고분자 하이드로젤의 경우 

생분해성이 높아 장기간 의 세포 배양에 적합하지 않다[49]. 반면 

합성고분자 기반 하이드 로젤의 경우, 반응기 및 분자의 구조를 

조절함으로써 하이드로젤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생분해성의 조절이 용이하고 재료 물성의 재현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닌다[50, 51]. 

천연고분자 기반 3차원 세포배양용 하이드로젤 제조에는 주로 

포유류 유래 콜라겐이 사용된다[43, 52, 53]. 콜라겐은 산성조건의 

수용액에서 용해된 상태로 존재하지만 생리학적 조건(pH 7.4, 

37℃)에서 삼중나선 구조로 회합되어 물리적 가교를 형성함으로써 

하이드로젤 내에 세포를 캡슐레이션할 수 있다[54]. 콜라겐 기반의 

하이드로젤은 다양한 세포(암세포[53], 연골세포[55, 56], 섬유 

아세포[57, 58])의 3차원 배양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Hong 등은 혈관평활근세포(vascular smooth muscle cell, V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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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를 콜라겐 하이드로젤에 3차원 배양한 경우 세포외기질의 구성 

성분(예, collagen Ⅰ·Ⅲ, tropoelastin) 및 인테그린 아단위 

(integrin subunit, 예, integrin α1, β1, β3)와 관련한 유전자의 

발현이 2차원 배양에서보다 증가함을 확인하였다[11].  합성고분자 

기반 3차원 세포배양용 하이드로젤 제조에는 PEG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PEG는 생체적합성이 우수하고 생체불활성을 지녀 의용생체 

분야나 조직공학용 지지체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59, 60]. 또한 

합성 가능한 분자량 범위가 넓고 선형, 가지형, 빗형 사슬 등 

다양한 구조의 구현이 가능하다[61, 62]. 뿐만 아니라 말단에 있는 

수산기에 다양한 관능기를 도입함으로써 화학적 반응성을 조절 

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PEG는 하이드로젤 제조에 적합한 소재 

이다[63]. 

PEG 기반 하이드로젤은 다양한 물리화학적 가교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Peters 등은 Acryl-PEG 하이드로젤 내에 혈관 

내피전구세포(endothelial progenitor cell)와 혈관형성벽세포 

(angiogenic mural cell)를 공배양하여 삼차원 환경에서 미세혈관의 

형성을 인공적으로 구현하였다[30]. Wang 등은 PEG 농도를 변화 

시켜 하이드로젤의 탄성을 조절함으로써 기질의 탄성이 악성 

뇌교종세포(glioblastoma cell)의 증식과 기질 내 이동,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 암세포가 증식하고 이동하기 위해 사용 

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예, HA receptor CD44, RHAMM, RhoA, 

ROCK1, MMP1, MMP2)을 유전자 수준에서 살펴봄으로써 기질의 

탄성에 따라 발현량에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27]. 또한 

Tokuda 등은 세포 배양 기질의 차원이 달라지거나 세포 간의 

상호작용을 다르게 하였을 때 악성흑색종 세포(melanoma cel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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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2D TCP에 배양했을 

때 보다 하이드로젤 표면에 세포를 배양하거나(2D 하이드로젤) 

하이드로젤 내에 암세포를 캡슐레이션했을 때 암세포의 대사활성이 

증가하고 약물에 대한 민감성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25]. 

 

2.2. 티올-노보닌 광가교 PEG 하이드로젤 

3차원 세포 캡슐레이션을 위한 하이드로젤 제조에는 광중합을 

이용한 가교법이 매우 유용하다[64]. 광중합은 간단하고 빠른 

광개시 반응에 의해 사슬간 가교를 형성시키며, 조사광의 조건에 

따라 가교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65, 66]. 또한, 

광조사를 시공간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하이드로젤의 물성 역시 시공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67, 68]. 

광중합 하이드로젤 제조에 있어 전통적으로 사슬성장중합(chain-

growth polymerization)이 널리 이용되어 왔다[69-71]. 그러나 

사슬성장중합은 비닐기(vinyl group)의 중합이 일어나는 동안 

존재하는 라디칼에 의해 세포독성을 나타낼 수 있고 젤화 시간이 

오래 걸리며 불균일한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된다는 한계가 있다 

[72-74]. 한편 단계성장중합(step-growth polymerization)에 

의해 제조되는 하이드로젤은 가교 후 잔여 라디칼이 적고 균일한 

망상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슬성장중합에 의해 

제조된 하이드로젤보다 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73, 75]. 

단계성장중합에 의한 네트워크 구조의 형성은 광개시 클릭반응 

(photo-initiated click-reaction)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양한 클릭반응 중에서도 티올기(thiol group, -SH)와 노보닌의 



 

 7 

이중결합 사이에 일어나는 티올-노보닌 광클릭 반응은 특히 

생체재료용 하이드로젤 제조에 매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2, 26, 

31, 32, 34, 73]. 티올과 노보닌이 일대일로 빠르게 반응하면서 

광개시제에 의해 형성된 라디칼을 빠르게 소모하여 다른 반응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포독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생리학적 범위 

내에서 반응이 일어나며 그 효율 또한 높기 때문이다[69, 76]. 

최근에는 PEG 말단의 수산기에 티올 또는 노보닌을 도입하여 

라디칼-매개 단계성장 광클릭반응으로 제조된 PEG 기반 

하이드로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조 방식은 하이드로젤 

네트워크 구조의 조절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반응 효율이 높고 

생체적합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33, 73, 77-79]. 실예로 McCall 

등은 폴리에틸렌글리콜 다이아크릴레이트(poly(ethylene glycol) 

diacrylate, PEGDA)를 이용한 사슬성장광중합과 PEG 기반 티올-

노보닌 단계성장광클릭반응으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여 기질의 

탄성을 비교하고, 폐상피세포(lung epithelial cell)를 캡슐레이션 

하여 생물학적 인자(예, lysozyme, TGF-β)들의 활성 등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단계성장광클릭반응으로 제조한 하이드로젤 

이 더 적은 양의 라디칼을 생성하여 라디칼에 의한 생물학적 인자 

들(예, lysozyme, TGF-β)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26]. 티올-노보닌 광중합 하이드로젤은 조직 공학 및 

약물 전달용 지지체, 의용 생체 소재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1, 

73, 77, 78, 80-83].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3차원 세포 배양을 

위한 기질로 티올-노보닌 하이드로젤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하이드로젤 내에 간엽줄기세포 (MSC)나 

암세포를 캡슐레이션하여 3차원 환경 변화에 따른 세포의 거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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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Sridhar 등은 

연골세포(chondrocyte)와 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MSC)를 분해성이 다른 PEG 하이드로젤에 3차원 배양하여 세포의 

기질 구성 성분의 발현의 차이를 관찰하였다[78]. Lin 등은 

사슬성장중합법을 이용한 PEGDA 하이드로젤과 티올-노보닌 

광클릭반응을 이용한 PEG 하이드로젤에 췌장 베타세포(pancreatic 

β-cell)을 3차원 배양하여 베타세포 구(spheroid)를 형성하였다 

[73]. 뿐만 아니라 Singh 등 역시 티올-노보닌 클릭반응을 이용한 

PEG 하이드로젤에 암세포와 인간진피 섬유아세포(human dermal 

fibroblast, hDF)를 공생배양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에 

섬유아세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 하였다. 특히 고분자의 

농도를 조절하여 적절한 기질 탄성을 가질 때 암세포의 세포회합체 

크기 및 이동 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인간진피섬유아세포를 

공생배양 했을 때 암세포의 전이 속도가 빨라짐을 관찰하였다[77].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세포를 캡슐레이션하여 배양 

기질의 차이나 구성 성분에 따른 세포의 거동을 살펴봄으로써 

티올-노보닌 PEG 하이드로젤이 3차원 배양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2.3. 면역세포의 3차원 배양 

면역기능은 백혈구 내에 있는 면역세포를 통해 이루어지며, 

면역세포는 다양한 질환의 예방 및 건강 유지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맡고 있다[84-86]. 면역세포는 기본적으로 골수나 혈관 

내에서 부유하는 비부착성 세포로 존재하다가 병원성 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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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과 같은 자극이 생기면 자극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ECM을 통과 또는 내부에 머물게 된다. 이 때 면역세포는 ECM과 

주위의 세포가 이루는 3차원 구조에 놓이게 되고, 이와 같은 3차원 

환경 속에서 이동, 증식 및 분화를 통해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실제 체내 ECM의 고분자 네트워크 구조는 콜라겐과 라미닌 및 

엘라스틴 등 다양한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십 Pa에서 

수만 Pa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전단 탄성율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장기와 조직으로 이동 하는 면역세포는 다른 

세포와 달리 극도로 다양한 3차원 환경에 노출된다. 따라서 

면역세포의 생리학적 거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정밀하게 제어된 

다양한 배양환경(3차원 환경 포함)을 적용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현탁배양이나 TCP를 이용한 전통적인 2차원 표면 배양법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 3차원 세포배양 기법이 널리 보급되고 3차원 

배양환경에서 세포의 생리학적 거동이 체내에서와 유사한 거동을 

보인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이드로젤을 활용한 면역세포 거동과 배양기질 특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Previtera 등은 골 

유래 면역세포(bone marrow-derived macrophage, BMM)를 

탄성이 다른 하이드로젤 표면에 배양하여 기질의 탄성이 높을 경우 

면역세포가 발현하는 전염증성 매개 물질(TNF-α, IL-1β, IL-

6)의 발현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87]. 이 연구에서는 면역세포가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조직의 강성을 모방하기 위해 고분자의 

농도를 달리하여 하이드로젤의 영률(Young's modulds)을 300 

Pa에서 230 kPa까지 넓은 범위로 조절하였다. Hanson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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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젤 내부에 간엽줄기세포(MSC)를 3차원 배양하고 표면에 

면역세포를 공생배양하여 상호 영향을 관찰하였다[88].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하이드로젤 표면에 면역세포를 배양한 것으로 

3차원 환경에서의 세포의 거동을 연구한 사례는 아니었다. 또한 

Waldeck 등은 특정 효소가 단핵구(monocyte) 및 다형핵백혈구 

(호중구, polymorphonuclear leukocyte, PMN)의 부착성과 세포 

사멸(apoptosis)/세포괴사(necrosis)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89]. 이때 배양 기질로 2차원의 TCP 혹은 하이드로젤 

표면에 세포를 배양하여 3차원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였을 때 

세포의 사멸 및 괴사가 더 낮은 수준으로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비록 이 연구에서도 하이드로젤 내에 세포를 캡슐레이션 한 것은 

아니지만, 하이드로젤에서 2차원 TCP에서와는 다른 거동을 보임을 

확인함으로써 배양 환경에 따라 세포의 거동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최근 들어 3차원 기질 내에서의 면역세포의 생리학적 

거동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고 있다. Goethem 등은 매트리젤이나 

콜라겐 하이드로젤을 제조하고 트랜스웰을 이용하여 혈액단핵구 

유래인간대식세포(human macrophgaes derived from blood 

monocyte, MDM)에 3차원 환경을 제공하였다. 하이드로젤의 젤의 

구성성분이나 구조, 전단탄성율을 조절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세포의 이동을 관찰하였다[90].  Bartneck 등은 패터닝(patterning) 

기법을 이용하여 폴리염화비닐리덴(polyvinyl-idene fluoride, 

PVDF) 기질 표면에 과불소폴리에테르-다이메타크릴레이트(perfl-

uoropolyether dimethacrylate, PFPE DMA) 입체구조를 형성 하고 

말초혈액단핵구(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PBMC)를 

배양하였다[91]. Grolman 등은 미세유체공학(microfluidics)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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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세포(macrophage)와 선암세포(adenocarcinoma cell)를 공생 

배양하여 여러 가지 패턴을 가진 3차원 환경에서 두 세포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도 하였다[42].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원 배양 

환경 및 다양한 인자들과 면역세포의 생리학적 거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 기초 단계에 머물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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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료 

폴리에틸렌글리콜(4-arm poly(ethylene glycol), 4-arm PEG, 

Mn: 20 kDa)은 JenKem Technology에서 구입하였고, 4-arm PEG 

말단의 하이드록시기에 노보닌을 도입하는 노보닌 개질 폴리에틸렌 

글리콜(PEG4NB)의 합성 반응은 기존에 보고된 방법을 참조하였 

다[32]. 먼저, 파우더 형태로 건조한 4-arm PEG를 플라스크에 

넣고 톨루엔을 넣고 2시간 동안 끓여 시료에 남아있는 습기를 제거 

하였다. 회전증발기를 이용하여 톨루엔을 제거하고, 무수다이클로로 

메탄(dichloromethane, DCM)에 용해하였다. 이어서 4-arm PEG 

의 하이드록시기에 대하여 5당량에 해당하는 피리딘(pyridine)과 

0.5당량의 디메틸아미노피리딘(4-(dimethylamino)pyridine, DM-

AP)을 함께 넣어 용해하였다. 다른 플라스크에서 DCM에 용해시킨 

2.5당량의 디시클로헥실카르보디이미드(N,N'-dicyclohexylcarbo-

diimid, DMAP)를 이용하여 노보닌카복실산(5-norbornene-2-

carboxylic acid)을 활성화시켰다. 빛이 차단된 4℃ 질소공급 

조건에서 PEG 용액에 활성화 시킨 노보닌카복실산 용액을 천천히 

떨어뜨려 PEG4NB 합성 반응을 18시간 진행하였다. 반응이 완료된 

용액을 감압여과를 하여 거른 뒤 에틸에테르(ethyl ether)에 

침전시켰다. 이를 다시 유리필터로 걸러 진공 건조하였다. 건조시킨 

PEG4NB를 증류수에 재용해하여 셀룰로오스 투석막(MWCO: 12-

14 kDa)에 담아 3일간 초순수에 투석하였다. 투석 후 용액을 동결 

건조하여 스펀지 형태의 PEG4NB를 수득하였다. 광개시제인 리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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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릴포스피네이트(lithium arylphosphinate, LAP)는 기존 논문에 

수록된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여 합성하였다[92]. 가교제로 사용한 

펩타이드는 BeadTech(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콜라겐(bovine 

type I collagen)은 Gibco에서 구입하였다. 세포생사판별 키트와 

4',6-디아미노-2-페닐인돌(4',6-diamidino-2-phenylindole, D-

API)은 Invitrogen에서 구입하였다. 베타액틴 마우스 단일 

클론항체는 Thermo Scientific에서 구입하였으며 Nuclear factor-

kappa b(NF-κB) p65단일클론항체와 hypoxia inducible factor 

1-alpha(HIF-1α) 단일클론항체는 Santa Cruz에서 구입하였다. 

그리고 겨자무과산화효소 결합 항마우스 면역글로불린 감마(anti-

mouse IgG HRP-linked antibodies)는 BioActs에서, TNF-α 병소 

감염 진단 테스트(enzyme-linked immunespecific assay, ELISA) 

키트는 Life technologies에서 구입하였다. 이를 제외한 모든 

시약들은 Sigma-Aldrich에서 구입하였다. 

 

3.2. 대식세포의 캡슐레이션 

RAW264.7 세포는 10%의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 Gibco)과 1%의 항생제(antibiotic-antimycotin, Hyclone)가 

포함된 둘베코수정이글배지(high glucose Dulbecco Modified Eagle 

Medium, DMEM, HyClone)를 이용하여 37℃, 5%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배지는 2-3일에 한 번씩 교체해 주었다. 

기질금속단백질분해효소(matrix metalloproteinase, MMP) 민감성 

하이드로젤이나 콜라겐이 고정화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기 위해 

PEG4NB의 농도를 3 wt%로 고정하고 가교제의 티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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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4NB의 노보닌기의 몰농도를 동일하게 맞추었다([SH] = 

[NB]). 세포 캡슐레이션에는 디티올트레이톨(DTT, 비분해성), 

KCGPQG↓IWGQCK(S-MMPLinker, 분비형 MMP 민감성), 

KCGPLG↓LYAGCK(M-MMPLinker, 막고정형 MMP 민감성) 그리 

고 KCGHPG↓GPQGCK(CatKLinker, cathepsin K 민감성)와 같은 

디티올(dithiol) 가교제를 사용하였다(Table 1). 

하이드로젤 내부에 세포를 캡슐레이션하기 위해 하이드로젤 

제조에 사용된 모든 용액을 공극 크기가 0.2 μm인 주사기 필터에 

통과시켜 멸균처리 하였다. 먼저 콜라겐이 함유된 하이드로젤 

제조를 위해 콜라겐 용액을 5 mg/mL 농도로 전구용액 (precursor) 

과 섞어주었다. 또한 서로 다른 탄성을 지니는 하이드 로젤을 

제조하기 위해 PEG4NB 농도를 8 wt%로 고정하였다. 특히 가교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디티올 가교제와 L-시스테인(L-cysteine, 

L-cys, 노보닌 블로커)을 약 2:1, 5:1 비율로 첨가하여 각각 낮은 

가교 밀도와 높은 가교 밀도를 가지는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광개시제인 LAP의 농도는 모든 하이드로젤 제조 조건에서 1 mM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하이드로젤 제조 조건은 Table 2에 

도시되었다. 각 조건에 따라 전구용액을 준비하고 그 전구용액에 

RAW264.7 세포를 2x106 cells/mL 농도로 분산시킨 후 직경 6 

mm의 원통형 몰드에 25 μL씩 주입하여 자외선(365 nm, 5 

mW/cm2)을 2분간 조사하였다. 하이드로젤 제조 후 몰드를 

제거하고 배지가 담긴 24-well plate에 옮긴 후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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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포 대사활성 분석 

세포의 대사활성은 레자주린(resazurin)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레자주린(Sigma)을 0.25 mg/mL 농도로 PBS에 

용해하여 공극 크기가 0.2 μm인 주사기 필터에 통과시켜 멸균 처리 

하였다. 용해시킨 Resazurin 용액은 배지에 10배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하이드로젤 내에 세포를 캡슐레이션한 후 1, 4, 7일마다 

세포를 배양하던 배지를 제거하고, 희석된 레자주린 용액 500 μL씩 

첨가하여 37℃에서 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시료 별로 배양 용액 

200 μL을 96 well plate에 옮긴 후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기 

(Synergy HT, BioTek)로 형광(ex: 560 nm; em: 590 nm)을 

측정하였다. 

 

3.4. DNA 정량분석 

세포 캡슐레이션 후 1시간 또는 4일이 지난 세포에서 

TIANamp Genomic DNA kit(TIANGEN Biotech)를 이용하여 

DNA를 추출하고 정제하였다. DNA가 함유된 추출액 100 μL와 

QuantiFluor dsDNA assay (Promega) 시약 100 μL를 96 well 

black plate에 옮긴 후 상온에서 5분간 반응시키고 마이크로 

플레이트리더기를 이용하여 형광(ex: 504 nm; em: 531 nm)을 

측정하였다. 

 

3.5. 아데노신삼인산(adenosine triphosphate, A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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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분석 

ATP 생체발광분석(ATP bioluminescence assay)을 이용하여 

하이드로젤 내에 캡슐레이션된 대식세포의 대사활성을 평가하였다. 

세포가 캡슐레이션된 하이드로젤을 배양 배지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고, PBS로 10분 간 수세하였다. 하이드로젤을 48 well 

plate로 옮겨 각 well마다 ATP 혼합용액(CellTriter Glo®  

buffer:substrate = 1:1 혼합용액)을 150 μL씩 첨가하여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용액의 발광 세기를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로 측정하였다. 

 

3.6. 형광현미경 분석 

먼저 하이드로젤 내에 캡슐레이션된 RAW264.7 세포의 분포 

및 형태와 초기 생존율 등을 평가하기 위해 Live/Dead 분석을 

실시하였다. 배양한지 1시간과 4일이 되었을 때 하이드로젤을 

PBS로 수세하여 Live/Dead assay 용액에 담가 상온에서 1시간 

동안 흔들어주며 염색을 실시하였다. 이 때 살아있는 세포는 

칼세인AM(calcein AM, 0.25 μL/mL)에 의해 녹색으로, 죽은 세포는 

에티디움 호모다이머-1(Ethidium homodimer-1, EthD-1, 2 

μL/mL)에 의해 적색으로 염색된다. 염색 후 PBS에 10분간 수세 

하고 공초점레이저현미경(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LSM710, Carl Zeiss)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모든 하이드로젤 

시료에 대해 네 군데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z-stack(두께 100 

μm, 10 μm/slice) 형광 이미지를 얻었다. 

하이드로젤 내에 캡슐레이션된 세포의 F-액틴과 세포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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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기 위해 세포를 4일동안 배양한 후 하이드로젤을 4% 

(v/v)의 파라포름알데히드(paraformaldehyde)에 45분간 침지시켜 

세포를 고정화하였다. 고정화한 세포에 0.25% (v/v) Triton X-100 

용액을 처리하여 세포 투과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1% 

(w/v)의 소혈청알부민(bovine serum albumin, BSA) 용액을 2시간 

처리하였다. 이후 로다민팔로이딘(rhodamine phalloidin) (Mole-

cular Probes)과 다피(4,6-diamidino-2-phenylindol, DAPI) 

(Molecular Probes) 용액을 처리하여 상온에서 1시간씩 반응시킴 

으로써 각각 F-액틴과 세포핵을 염색하였다. 이를 형광현미경 

(iRiSTM, logos biosysntems)을 통해 관찰하였고, 모든 하이드로젤 

시료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영역에 대해 최소 8개 이상의 형광 

이미지를 얻었다. 

 

3.7. 역전사정량중합효소연쇄반응(Reverse transcript 

ion-quantifica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

qPCR) 

하이드로젤 내에 캡슐레이션된 세포를 4일동안 배양한 후 

PBS에 10분간 수세하여 액체질소에 급속 냉동하였다. RNA 추출 

기구(NucleoSpin RNA kit, Macherey-Nagel)를 이용하여 세포 내 

RNA를 추출하고, PrimeScript RT reagent kit(TaKaRa)를 이용 

하여 추출된 RNA으로부터 단일 가닥 상보 DNA(single-stranded 

complementary DNA)를 합성하였다. 이어서 SYBR Premix Ex 

Taq II kit(TaKaRa)를 사용하여 정량 PCR(quantitative PCR)을 

실시하였다. 각 중합반응은 3단계 PCR 과정(변성: 95℃,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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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aling: 55℃, 30초; 신장: 72℃, 30초)으로 총 40회 반복되었다. 

반응 종료 후 60-95℃ 온도 범위에서 반응물의 융해온도를 

검사하였다. 각 유전자의 상대적 발현량은 GAPDH의 양을 

기준으로 2-△△CT 법을 이용하여 결정되었다. qPCR에 사용된 각 

유전자의 프라이머(primer)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3.8. 효소결합면역흡착측정법(Enzume-Linked Immuno 

-Sorbent Assay) 

하이드로젤 내에 캡슐레이션된 세포를 4일동안 배양한 후, 

무혈청 배지에 옮겨 37℃, 5% CO2 조건에서 6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지를 수득한 후 배지 내 종양괴사인자-알파(Tumor 

necrosis factor alpha, TNF-α)의 농도를 mouse TNF-α ELISA 

kit(Life technologie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항체처리에 이어 

반응기질을 투입하여 처리하였고 45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분석키트에서 제공하는 기준시료를 이용하여 검량곡선을 

얻은 후 각 시료의 TNF-α의 농도를 정량하였으며 각 실험군의 

상대적 발현량은 DNA 함량을 기준으로 나타내었다. 

 

 

3.9. 전단탄성율 측정 

하이드로젤 제조를 위한 전구용액을 1 mm 두께의 간격으로 

고정된 두 개의 글라스 슬라이드 사이로 70 μL씩 주입하고 

자외선(365 nm, 5 mW/cm2)을 2분간 조사하여 젤을 제조하였다. 

평형상태에서의 전단저장탄성률(shear elastic modulus, 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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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imer sequences of genes for RT–q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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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 위해 하이드로젤을 pH 7.4의 PBS에 침지하여 37℃에서 

24시간 동안 팽윤시켰다. 전단저장탄성률은 팽윤된 하이드로젤을 

생검펀치를 이용하여 직경 8 mm의 원형으로 자르고 레오미터 

(MARSⅢ, Hakke)를 이용하여 진동모드(oscillatory mode)에서 

변형률 0.1-5%, 진동수 1 Hz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이 때 직경 8 

mm의 평행반 지오메트리를 이용하였으며, 수직항력은 0.2-0.3 N, 

간격은 0.8 mm로 설정하였고 시료의 평균 전단저장탄성률 값은 

선형 점탄성 구간(linear viscoelastic region, LVR)으로부터 

도출하였다. 그리고 세포가 캡슐레이션된 하이드로젤의 측정을 위해 

프리폴리머 용액에 세포를 섞어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이드로젤 

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하이드로젤은 배양 배지에서 각각 1시간, 

4일 배양 후 전단저장탄성률을 측정하였다. 

 

3.10. 통계 처리 

모든 실험은 세 번씩 반복 실험 하였고, 결과 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시료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p < 0.05, **p < 0.01, ***p < 

0.001).  



 

 24 

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하이드로젤의 분해성이 대식세포의 증식 및 기질 

분해 효소 발현에 미치는 영향 

대식세포는 자극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ECM을 분해해야 하

며 이 때 기질 분해를 위한 다양한 효소를 합성한다[93-95]. ECM

의 주요 성분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기질금속분해효소(e.g., MMP2, 

MMP9, MMP14)와 카텝신에 의해 분해되는데[96, 97], 그 중에서

도 특히 MMP9는 섬유아세포, 상피세포, 호중구나 대식세포와 같은 

면역세포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8]. Fang 등은 단핵구

가 조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대식세포로 분화될 때 MMP9의 유

전자 및 단백질 발현양이 증가함을 확인하였고[99], Le 등은 

MMP9이 면역세포의 이동과 증식, 염증의 조절 및 작용 인자로 사

용됨을 보고하였다[100]. 한편, MMP14은 주로 조직에 자극이 주

어졌을 때 면역세포에서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으며[98], Newby 등

은 단핵구가 조직의 내피(endothelial monolayer)를 통과하면서 이

동할 때 MMP14의 발현이 촉진됨을 확인한 바 있다[93]. 이러한 

기질분해효소는 세포의 이동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면역세포의 활동에 의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101]. 그렇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발현하는 분해효소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는 연

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교제인 S-MMPLinker는 세포가 

분비하는 다양한 MMP(예, MMP2, MMP9)에 대해 민감성을 

나타내며, M-MMPLinker의 경우 세포막에 결합되어 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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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e.g., MT1-MMP(MMP14))에 의해, 마지막으로 CatKLinker는 

용골세포가 분비하는 카텝신K에 민감성을 나타내는 펩타이드 

가교제이다[96]. 

Figure 2는 서로 다른 분해성을 지니는 하이드로젤에 

캡슐레이션된 RAW264.7 세포의 1시간 후 및 4일 후 Live/Dead 

형광염색 결과를 보여준다. 캡슐레이션 후 모든 하이드로젤에서 70% 

또는 그 이상의 초기 세포 생존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A), 

Table 4). 캡슐레이션 후 4일간 배양한 세포는 구형의 세포 

회합체(cell cluster)를 형성하였다(Figure 2(B)). CatKLinker를 

가교제로 사용한 하이드로젤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형성된 구형 

세포회합체의 크기는 거의 같았으며 대부분의 세포가 생존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은 캡슐레이션된 RAW264.7 

세포회합체의 위상차현미경 영상 및 이를 바탕으로 측정된 세포 

회합체의 크기 분포를 나타낸다. 배양 1일차, 하이드로젤 내에서 

세포는 이미 구형의 세포회합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하이드로젤 

종류와 관계없이 세포회합체의 크기(지름)는 20 μm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일간 배양한 뒤에는 CatKLinker를 

사용하여 제조된 하이드로젤을 제외한 나머지 하이드로젤에서 

세포회합체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나머지 3가지 하이드로젤의 가교제 차이에 따른 세포회합체의 평균 

크기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M-MMPLinker 하이드로젤에서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세포회합체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 하이드로 

젤 내에서의 세포 증식을 확인하기 위해 대사활성분석 및 DNA 

함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하이드로젤 종류에 관계없이 

배양 4일차까지 대사활성이 증가하였다(Figure 4(A)). M-MMPLi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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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Live/Dead fluorescence images of RAW264.7 cells 

encapsulated in PEG hydrogels of different degradability 1-h and 

4-day post-encapsulation (green: calcein-AM; red: ethidium 

homodimer-1, scale: 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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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ell viabilities of RAW264.7 cells encapsulated in PEG 

hydrogels of different degradability 1-h post-encapsulation. The 

viability value was obtained from the acquired Live/Dead 

fluorescence images (n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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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Phase-contrast images of RAW264.7 cells 

encapsulated in PEG hydrogels of different degradability 1- and 

4-day post-encapsulation (scale: 100 μm). (B) Cell cluster size 

distributions 1- and 4-day post-encapsulation (mean ± SEM). 



 

 29 

  

Figure 4. (A) Metabolic activity and (B) DNA content of RAW264.7 

cells encapsulated in PEG hydrogels of different degradability. 

Each value is presented in fold change compared to the mean value 

measured on day 1 or day 0 for resazurin assay or total DNA 

content assay, respectively (n = 3, mean ± SD,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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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젤의 경우 대사활성 증가가 가장 높았으나(~6배 증가) 

7일차에는 대사활성이 다소 감소하였다. 나머지 하이드로젤에서는 

7일차까지 지속적으로 대사활성이 증가하였다. DTT 및 S-

MMPLinker 하이드로젤의 경우에는 대사활성 증가 경향이 서로 

유사했던 반면 CatKLinker 하이드로젤의 경우 대사활성의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Figure 4B는 캡슐레이션 1시간 후 및 4일간 

배양한 후의 DNA 함량의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낸다. 하이드로젤의 

종류에 관계없이 4일간 배양한 후 약 3.5~4배로 DNA 함량이 

증가하였다. 단백질 분해효소의 기질을 가교제로 사용한 하이드로젤 

의 경우 비민감성 하이드로젤(DTT)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DNA 

함량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CatKLinker를 제외한 단백질 

분해효소 민감성 가교제를 사용한 하이드로젤에서 높은 대사 

활성능과 증식능을 나타내며 세포회합체 또한 크게 형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하이드로젤에 캡슐레이션된 RAW264.7 세포가 

MMP를 분비하여 주변 환경을 분해 및 재구축해 나가면서 

증식하여 회합체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CatKLinker를 사용한 

경우에는 DNA 함량 분석을 통해 세포가 증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다른 가교제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대사활성이 낮고 

세포회합체도 상대적으로 작게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카텝신K는 

RAW264.7 세포가 NF-κB 리간드의 수용체 활성화 물질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B ligand,  

RANKL)에 의해 자극되었을 때 발현되어 대식세포를 파골세포로 

분화한다고 알려져 있으며[102, 103], 최근 Shinivasan 등은 

저산소증과 과산화수소가 대식세포의 파골세포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104]. 본 연구에서는 세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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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다당류(lipopolysaccharide, LPS)나 인터페론감마(interferon 

gamma, INF-γ)와 같은 특정 자극을 주지 않고, 3차원 환경 

내에서의 세포의 거동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카텝신K의 발현양이 

적어 CatKLinker의 네트워크 구조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분해된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5는 3차원 배양 기간에 따른 하이드로젤의 

전단저장탄성율(shear elastic modulus, G' (Pa)) 변화를 보여준다. 

캡슐레이션 후 1일간 배양한 뒤 하이드로젤의 G'은 1600-1800 Pa 

범위에서 모두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배양 4일차 S-

MMPLinker 및 M-MMPLinker하이드로젤의 G'은 ~300 Pa 정도 

(1일차 G'의 약 0.2배)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배양 4일 후 

CatKLinker 및 DTT 하이드로젤의 G'은 각각 약 0.5배와 0.3배 정도 

감소하였다. 4일간 배양 후 RAW264.7 세포가 캡슐레이션된 하이 

드로젤의 G'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PEG와 노보닌기 

사이에 있는 에스터기(ester group, -COO-)의 가수분해 때문 

이다[31, 83]. 한편 단백질 분해효소 민감성 가교제를 사용한 경우 

비민감성 가교제와 비교하여 하이드로젤의 G'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식세포가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 하이드로젤이 

분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펩타이드 가교제에 따라 

하이드로젤의 분해 정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가 하이드로젤의 분해성과 대식세포가 발현하는 

분해효소의 양의 일정한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 

가교제의 분해효소에 대한 분해반응상수(k)가 다르기 때문이다[97]. 

3차원 배양된 RAW264.7 세포에 의한 하이드로젤 네트 

워크 분해를 확인한 후, 기질분해효소 비민감성 하이드로젤(D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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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tiffness changes of cell-laden PEG hydrogels of 

different degradability during 4-day culture. (A) Shear elastic 

moduli and (B) fold changes 1- and 4-day post-encapsulation (n 

= 3,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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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차원 배양된 RAW264.7 세포의 대표 기질분해효소(MMP9, 

MMP14, CatK)의 발현양을 유전자 수준에서 분석하였다(Figure 6). 

그 결과 MMP9와 MMP14의 경우 TCP에 배양된 경우보다 발현양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CatK 역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3차원 배양조건에서 

MMP9의 발현양은 약 25배 가량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여주었던 

반면 MMP14의 발현양은 약 2.5배의 증가에 그쳤다. 대식세포가 

분비하는 기질분해효소들의 경우 특정 조직으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3차원 환경에 노출될 때 높은 수준으로 발현된다[37]. 이러한 

이유로 실제 조직과 유사한 3차원 하이드로젤 내에서 기질분해 

효소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현된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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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rotease gene expression levels of RAW264.7 cells 

encapsulated in protease-insensitive PEG hydrogel (DTT) 4-day 

post-encapsulation. 1-fold is an expression level of cells cultured 

on 2D TCP (n = 3, mean ± SD, *p < 0.05,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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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하이드로젤 내에 존재하는 콜라겐Ⅰ이 대식세포의 

증식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에 미치는 영향 

콜라겐은 세포외기질의 구조 단백질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1형 콜라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105]. 본 연구에서는 콜라겐I을 PEG 하이드로젤 내에 

물리적으로 함입시킴으로써 복합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이 때 

기질의 탄성율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가교제의 농도를 

조절하여 콜라겐 유무에 관계 없이 하이드로젤의 G'을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수준에서 ~1300 Pa 정도로 맞추어 세포를 

캡슐레이션하였다(Figure 7). 

Figure 8은 하이드로젤에 캡슐레이션 된 RAW264.7 세포의 

위상차현미경 영상과 이를 이용하여 측정된 세포회합체 크기의 

분포도를 나타낸다. 캡슐레이션 후 배양 1일차, RAW264.7 세포는 

콜라겐 유무에 관계없이 평균직경 약 17 μm의 구형 세포회합체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배양 4일차에는 콜라겐이 함유된 

하이드로젤에서 더 큰 세포회합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콜라겐이 

없는 하이드로젤([-] Col I)에서 세포회합체의 평균 직경은 약 

31.5 μm, 콜라겐이 존재하는 하이드로젤([+] Col I)에서 

세포회합체의 평균 직경은 약 36 μm이었다. 대사활성분석 결과 

배양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세포의 대사활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 Col I 하이드로젤에 캡슐레이션된 RAW264.7 세포의 대사 

활성이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는 수준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 배양 직후와 비교하여 약 3-4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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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hear elastic moduli of PEG4NB hydrogels formed without 

or with collagen Ⅰ for RAW264.7 cell encapsulation. The 

measurement was conducted after incubation in PBS for 24 h (n = 

3,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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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 Phase-contrast images of RAW264.7 cells 

encapsulated in PEG secretion type MMP-sensitive PEG 

hydrogels formed without or with collagen I 1- and 4-day post-

encapsulation (scale: 100 μm). (B) Cell cluster size distributions 

1- and 4-day post-encapsulation (mean ±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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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활성이 증가하였다(Figure 9). Figure 10A는 배양 4일 후, 

Live/Dead 형광염색 결과를 보여준다. 콜라겐 유무에 상관없이 

세포회합체를 이루는 세포는 대부분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멸 세포도 관찰되었으나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콜라겐 

유무에 따른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세포회합체의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F-액틴 형광염색을 실시하였다. 배양 1일차에는 2-

3개의 세포가 회합체를 형성하여 작고 둥근 형태를 나타내지만 

배양 4일 후에는 많은 수의 세포가 모여 세포회합체를 형성하여 

전체 크기가 증가하였고 F-액틴 구조도 더 발달되었다(Figure 

10(B)). 배양실험 결과 콜라겐이 존재하는 경우 대사활성의 차이는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RAW264.7 세포의 증식 및 

세포회합체의 성장이 촉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단핵구는 비부착성세포로써 기질에 대한 부착성이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106]. 예를 들어 

대식세포에 대한 세포부착 펩타이드(RGDS)의 영향을 연구한 

사례에서는 대식세포가 기질 표면에 부착된 RGDS에 의해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을 보고하였다[107].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콜라겐에 의한 RAW264.7 세포 증식 촉진 효과는 

다음의 이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험에 사용된 RAW264.7은 

단핵구와 대식세포의 성질을 모두 나타내는 세포주로 어느 정도 

기질 표면에 대한 부착성을 나타낸다[108]. 따라서 일반적인 

면역세포와는 달리 부착성의 차이가 생리학적 거동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험에서 사용된 콜라겐의 경우 짧은

아미노산 서열의 세포 부착성 펩타이드에 비해 세포부착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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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Metabolic activity of RAW264.7 cells encapsulated in 

secretion type MMP-sensitive PEG hydrogels formed without or 

with collagen I. The values are presented in fold change compared 

to the mean fluorescence intensity on day 1 (n = 3,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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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 Live/Dead fluorescence images of RAW264.7 cells 

encapsulated in secretion type MMP-sensitive PEG hydrogels 

formed without or with collagen I 4-day post-encapsulation 

(green: calcein-AM; red: ethidium homodimer-1, scale: 100 μm). 

(B) Fluorescence images of RAW264.7 cells encapsulated in 

secretion type MMP-sensitive PEG hydrogels formed with 

collagen I 1- and 4-day post-encapsualtion (red: rhodamine-

phalloidin; blue: DAPI; scale: 5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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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우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콜라겐 유무에 따른 증식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109]. 또 다른 이유로 콜라겐과 인테그린 

(integrin)과의 결합 작용 이외에 콜라겐이 RAW264.7의 특정 

수용체와 결합하여 증식을 촉진하는 세포신호체계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최근 3차원 배양된 암세포에 대한 콜라겐의 영향을 연구한 

논문에서는 콜라겐이 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2]. 

 Figure 11은 콜라겐 고정화 유무에 따른 3차원 하이드로젤 

내 RAW264.7 세포의 염증성 사이토카인(iNOS, COX2, TNF-

α)의 상대적인 유전자 발현양을 보여준다. 그 결과 외부 자극 

물질이 없는 조건에서 TCP에 세포를 배양한 경우보다 3차원 

하이드로젤에 캡슐레이션된 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양 

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iNOS의 경우 TCP 배양 세포의 

발현양 대비 약 6.5배(Figure 11(A)), COX2의 발현양은 약 

4배(Figure 11(B)), TNF-α의 발현양은 약 5배(Figure 11(C)) 

가량 높았다. 하지만 콜라겐 유무에 따른 발현양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기질을 구성하는 기질의 조성보다는 배양환경의 

구조적 차이가 면역세포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 3차원 배양환경에서 다양한 세포(예, 

연골세포, 혈관내피세포, 섬유아세포)가 발현하는 염증성 사이토 

카인이 증가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110] [111] [112]. 이는 

2차원 환경에 비해 3차원 환경에서 세포의 자극 수용체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1] [113]. 또한 Sung 등도 2차원 

TCP와 3차원 매트리젤에 암세포를 배양하여 COX2의 발현양을 

비교한 결과 매트리젤에서 발현양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배양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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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Inflammatory cytokine gene expression levels of RAW264.7 

cells encapsulated in secretion type MMP-sensitive PEG hydrogels 

formed without or with collagen I 4-day post-encapsulation (A: iNOS; 

B: COX2; C: TNF-α). 1-fold is an expression level of cells cultured on 

2D TCP in the absence of collagen I (n = 3,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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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신호전달물질 (signaling molecule) 양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었다 [112]. 2차원 환경에서는 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이 서로 

인접한 가장자리에서만 일어나는 반면, 3차원 환경에서는 세포를 

둘러싼 모든 부분이 자극에 노출된다[6]. 이러한 이유로 3차원 

하이드로젤에 캡슐 레이션된 세포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자극 

수용체가 작용 하게 되고, 그 결과 RAW264.7 세포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이 2차원 표면 배양과 비교하였을 때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4.3. 하이드로젤의 분해성 및 전단저장탄성율이 

대식세포의 증식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에 미치는 

영향 

생체조직은 종류에 따라 수십 Pa에서 수만 Pa에 

이르기까지 탄성율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탄성율 조건에 

따른 대식세포의 거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이드로젤의 전단저장탄성율(G')이 3차원 기질 내에 

캡슐레이션된 RAW264.7 세포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에 앞서 하이드로젤의 성형 시 가교제의 함량 조절에 따른 

잔류 노보닌기의 잠재적 세포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첨가한 L-

cys이 하이드로젤의 G'이나 하이드로젤 내에 캡슐레이션 된 세포의 

대사활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Figure 12A에서 알 수 

있듯이 L-cys 유무에 관계없이 하이드로젤의 G'이 1000 Pa 

정도로 서로 유의차 없는 수준을 보였다. 또한 하이드로젤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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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ffect of presence of L-cysteine on shear modulus of 

PEG hydrogel and initial metabolic activity of RAW264.7 cells after 

encapsulation. (A) Shear elastic moduli of MMP-insensitive PEG 

hydrogels formed with or without L-cysteine (8 wt% PEG4NB; 5 

mM DTT; 6 mM L-cys, n = 3, mean ± SD). (B) Metabolic activity 

measured by resazurin assay 1-day post-encapsulation (n = 3,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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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를 캡슐레이션하고 1일 배양 후 대사활성분석을 한 결과, [+] 

L-cys 하이드로젤에서 세포의 대사활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Figure 12(B)). 저밀도(Low G') 하이드로젤을 이용하여 L-cys 

첨가 유무 및 잔류 노보닌기의 세포독성 유무를 평가한 결과 어떤 

경우에도 유의할만한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아 하이드로젤 탄성율 

조절에 활용된 구성성분 조성 조절법이 세포 배양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3은 하이드로젤의 분해성 및 가교밀도에 따른 

하이드로젤의 G'을 보여준다. 하이드로젤의 분해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가교밀도에 의한 차이만 나타났다. 가교밀도가 낮은 

하이드로젤(Low G')의 G'은 1000 Pa에 다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교밀도가 높은 하이드로젤(High G')의 G'은 약 4500 

Pa로 4배이상 높은 값을 나타냈다. 연구에 적용된 전탄탄성율 

범위는 실제 뇌 조직과 같은 체내 연조직(Young's modulus ~1 kPa) 

및 평활근 조직(Young's modulus ~12 kPa)과 유사하다 [36]. 

하이드로젤 내에서의 초기 세포 증식을 확인하기 위해 

하이드로젤에 세포를 캡슐레이션하고 1시간 배양 후 수득하여 ATP 

정량 분석을 실시하였다(Figure 14). 그 결과, 분해성에 관계없이 

High G' 하이드로젤에서 ATP 발광세기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분해성 가교제를 사용했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나, 분해성 가교제를 사용한 경우 통계적 유의차는 확인 

할 수 없었다. 또한 분해성 가교제를 사용했을 때 비분해성 가교제 

를 사용한 경우보다 ATP에 의한 발광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Figure 15는  서로  다른  분해성과  G'을  가지는  하이드로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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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Shear elastic moduli of PEG hydrogels of different 

degradability and stiffness (n = 3,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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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TP contents of RAW264.7 cells encapsulated in (A) 

MMP-insensitive and (B) MMP-sensitive PEG hydrogels of 

different stiffness 1-h post-encapsulation. (n = 3, mean ± SD,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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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Live/Dead fluorescence images of RAW264.7 cells 

encapsulated in MMP-insensitive and MMP-sensitive PEG 

hydrogels of different stiffness 1-h and 4-day post-encapsulation 

(green: calcein-AM; red: ethidium homodimer-1, scale: 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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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레이션된 RAW264.7 세포의 1시간 및 4일 배양 후의 

Live/Dead 형광염색 결과를 나타낸다. 분해성이나 G'에 관계없이 

모든 하이드로젤에서 80% 또는 그 이상의 초기 세포 생존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5(A), Table 5). 캡슐레이션 직후의 

RAW264.7 세포의 기질 분해성과 탄성율에 따른 초기 생존율을 

통해 기질의 탄성율이 세포의 캡슐레이션 과정에서 세포의 사멸에 

크게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네트워크 밀도가 높은 

하이드로젤 내에서 세포가 물리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14]. 그리고 캡슐레이션 후 4일간 배양한 

세포의 경우 구형의 세포회합체를 형성하며 사멸한 세포 없이 증식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5(B)). 또한 Low G' 하이드 

로젤에서 보다 큰 세포회합체를 형성하였고, 하이드로젤의 분해성에 

따른 세포회합체의 크기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Figure 

16의 위상차현미경 영상 및 세포회합체 크기 분포를 통해서도 

확인가능 하다. 배양 초기에는 분해성이나 G'에 관계없이 

세포회합체의 직경이 약 20 μm정도로 균일한 형태로 존재하다가 

4일간 배양 후에는 세포회합체의 크기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게 

커지고 분포 또한 넓어졌다. 특히 Figure 16(B)를을 통해 분해성 

가교제를 사용한 경우 비분해성 가교제를 사용한 경우보다 더 큰 

세포회합체를 형성하였다. Figure 17은 하이드로젤에 캡슐레이션 

RAW264.7 세포의 배양 시간에 따른 대사활성을 보여준다. Low G' 

하이드로젤에서 4일간 배양했을 때 가장 높은 대사활성을 보이고 

7일차가 됨에 따라 대사활성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High G' 하이드로젤에서는 배양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사활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분해성 가교제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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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ell viabilities of RAW264.7 cells encapsulated in PEG 

hydrogels of different degradability and stiffness 1-h post-

encapsulation. The viability value was obtained from the acquired 

Live/Dead fluorescence images (n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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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A) Phase-contrast images of RAW264.7 cells 

encapsulated in MMP-insensitive and MMP-sensitive PEG 

hydrogels of different stiffness 1- and 4-day post-encapsulation 

(scale: 100 μm). (B) Cell cluster size distributions 1- and 4-day 

post-encapsulation (mean ± SEM,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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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Metabolic activities of RAW264.7 cells encapsulated in 

MMP-insensitive and MMP-sensitive PEG hydrogels of different 

stiffness. The values are presented in fold change compared to the 

mean fluorescence intensity on day 1 (n = 3, mean ± SD,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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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다. 이를 통해 캡슐레이션된 

RAW264.7 세포의 증식은 기질 분해성보다 G'에 더 큰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질 분해성에 관계없이 Low G' 

하이드로 젤에서 높은 대사활성능과 증식능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큰 세포 회합체를 형성하였다. 이는 탄성율이 낮을 때 세포에 가해 

지는 물리적 스트레스가 덜하고, 산소나 영양분과 같은 물질들의 

교환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114]. 특히 Low 

G' 하이드로젤에서 MMP 민감성 가교제를 사용하였을 때 세포 

회합체 의 크기와 배양시간에 따른 대사활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MMP 민감성 가교제를 사용한 경우 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기질이 더 많이 분해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Figure 18은 하이드로젤의 분해성 및 전단저장탄성율에 

따른 3차원 하이드로젤 내 캡슐레이션 된 RAW264.7 세포의 

염증성 사이토카인(iNOS, COX2, TNF-α)의 mRNA 발현양을 

나타낸 것이다. 2D TCP에서 배양된 세포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mRNA 발현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 가지 종류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모두 High G' 하이드로젤 내에 캡슐레이션된 세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증가하였다. 특히 iNOS와 COX2의 경우 

그 발현양이 현저히 증가함을 보였다(Figure 18(A), (B)). 그리고 

ELISA 분석으로 통해 TNF-α의 발현을 정량하였다(Figure 19). 

2D TCP에 배양된 RAW264.7 세포에서 발현된 TNF-α양과 

비교했을 때, 3차원 하이드로젤 내에 캡슐레이션 세포에서 약 4배-

9배 정도 발현양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질 분해성에 관계 

없이 Low G' 하이드로젤보다 High G' 하이드로젤에서 TNF-α 

발현양이 증가하였으나 MMP 민감성 가교제를 사용한 경우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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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Inflammatory cytokine gene expression levels of 

RAW264.7 cells encapsulated in MMP-insensitive and MMP-

sensitive PEG hydrogels 4-day post-encapsulation (A: iNOS; B: 

COX2; C: TNF-α). 1-fold is an expression level of cells cultured on 

2D TCP (n = 3, mean ± SD,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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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expression levels of 

RAW264.7 cells in MMP-insensitive and MMP-sensitive PEG 

hydrogels 4-day post-encapsulation (n = 3,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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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분해성에 관계없이 Low G' 하

이드로젤보다 High G' 하이드로젤에 캡슐레이션된 RAW264.7 세포

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 분해성에 따

른 영향보다는 G’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Blakney 등과 Patel 등은 기질의 탄성율이 높은 경우 면역세포의 

F-액틴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이는 기질 탄성율에 따라 면

역세포의 세포골격의 형성을 조절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반응을 나

타낸 것이라 설명하였다[24, 115]. 또한 Previtera 등은 기질의 탄

성율이 증가할수록 기질의 표면에 배양된 대식세포의 톨유사수용체

4(toll-like receptor 4, TLR4)와 같은 자극 수용체가 더 많이 활성

화되어 염증성 매개물질이 증가되는 매커니즘을 보고하였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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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배양 환경에서 대식세포의 생리학적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 PEG 기반의 하이드로젤에 RAW264.7 세포

를 캡슐레이션하여 배양하였다. 다양한 조직의 3차원 환경을 모사하

기 위해 하이드로젤의 물성(분해성, 생활성, 전단탄성율)을 조절하

였고 이에 따른 세포의 대사활성, 구조, 및 분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3차원 배양된 면역세포의 분비형 및 막고정형 MMP 발현

이 증가하여 이들 효소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하이드로젤에서 캡

슐레이션된 세포가 활발하게 증식하였고 비분해성 하이드로젤 조건

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큰 구형의 세포회합체를 형성하였다. 

생활성 성분인 콜라겐Ⅰ의 고정화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수준에

서 세포의 대사활성 증가를 유발하였으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

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질 분해성과 G'은 캡슐

레이션된 RAW264.7 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영향을 미쳤지만, 기질 

분해성에 의한 영향보다는 G'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Low G' 하이드로젤에 캡슐레이션된 경우 대사활성이 높고 세포회합

체의 크기가 크게 나타난 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경우 High G' 

하이드로젤에서 발현양이 증가하였다. 또한 2차원 TCP에 배양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3차원 하이드로젤에 캡슐레이션된 RAW 

264.7 세포에서 기질분해효소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배양 환경에 따른 세포의 부착 단백질이나 자극수용

체의 양의 차이로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PEG 기반 하이드로젤이 면역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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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차원 배양을 위한 소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이드로젤의 물성을 조절하여 실제 체내에서 면역세

포가 노출될 수 있는 3차원 환경을 모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대식세포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한 기

초 자료로서 조직 공학 분야나 생체 의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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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rophages play an important role in both innate and 

adaptive immune systems. Macrophages undergo dramatic 

environmental changes in migration to the target tissue as well 

as phagocytosis. Especially, macrophages become to be 

surrounded by various types of three-dimensional extracellular 

matrices depending on organs or carcinoma. Nevertheless, 

conventional macrophage culture has largely relied on a 

traditional 2D surface culture platform using tissue cultur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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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 or suspension system. In this study, a PEG hydrogel-

based 3D culture platform for macrophage was investigated. 

RAW264.7 cells were encapsulated in thiol-norbornene PEG 

hydrogel niches of which diverse physical and physiological 

properties (i.e., degradability, stiffness, bioactive component) 

were modulated. It was observed that gene expressions of 

proteases that remodel matrix and inflammatory cytokines were 

markedly upregulated in 3D, resulting in rapid hydrogel network 

degradation. The incorporated collagen I promoted the growth of 

cell clusters while i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inflammatory 

cytokine expressions. In stiff hydrogel, the expressions of 

inflammatory cytokines were upregulated whereas the 

macrophage proliferation was relatively inhibited compared to 

hydrogel of a lower stiffness.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physiological behaviors of macrophages can be dictated by 

surrounding 3D environment and PEG hydrogel would be a 

proper 3D culture platform for macrophage. 

 

Keywords : Macrophage, RAW264.7, hydrogel, poly(ethylene  

      glycol), 3D cel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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