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암의 예후는 종양의 종류, 병기, 치료 방법에 따라 다

를 수 있는데, 암의 이질성은 치료에 대한 평가를 예측

하기 어렵게 한다. 최적의 환자 계층화(stratification)

는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하고 확인하는 데에 매우 중

요하다. 하지만 아직 환자의 임상 특징을 반영하는 전임

상 모델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이다. 암세포생물학, 3차원

(3-dimentional, 3D) 프린터를 이용한 생체조직 제조, 

그리고 마이크로 공학 기술의 발전이 약물검사 플랫폼과 

새로운 암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에 쓰이는 보다 정교한 

모델의 개발을 이끌고 있다. 이런 종양미세환경을 흉내내

는 모델들은 치료 저항성에 영향을 주는 이질성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물리, 화학적 인자를 이용한 

최신 생물재료와 조직공학 기술은 대용량 플랫폼을 통하

여 언제든지 다시 재현 가능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불멸

성화된(immortalized) 세포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

는 환자에서 유래된 세포의 성질과 맞지 않을 수 있고 결

국 치료 약물 효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

는 새로운 모델 구축과 검증에 필요한 단계이지만, 앞으

로의 모델 설계에는 환자 유래 물질의 성질이 반영될 수 

있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 종설에서는 

먼저 서로 다른 종양미세환경의 이질성을 일으키는 요소

를 살펴보고, 기존 전통적인 scaffold-free 방법에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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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terogeneity of cancer makes it difficult to predict the prognosis of treatment. There is 
still a lack of preclinical model systems that reflect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ho 
have heterogenetic tumors. Advances in 3-dimentional (3D) cell culture are leading to discover-
ies that occur in the development and progression of cancer that has not been known. There 
are many models including patient-derived xenograft, patient-derived organoid and spheroid, 
patient-derived explant, scaffold-based model, and system-based model. Each 3D model has its 
strengths and limitations. One model cannot answer every question, so it seems most reason-
able to approach multiple models when studying cancer heterogeneity. Hopefully, 3D tumor 
modeling will make tremendous progress on this path by fusion of innovative biomaterials and 
advanced modeling techniques that can partially mimic the heterogeneous environment of 
real tu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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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물질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또 

새로운 생물공학 scaffold-based 접근법, 그리고 생물반

응장치(bioreactor), 미세 유체공학(microfluidics), 종

양칩(tumor-on-a-chip) 장치 같은 동적 시스템까지 합

친 현재 최신 in vitro 3D 암 모델을 소개하려고 한다.

암의 이질성(heterogeneity)

역동적 질병으로서 암의 다면적 특성은 특정 시점에

서 종양 각각의 특징을 알아내는 것을 어렵게 한다. 나이, 

환경, 생활방식, 유전, 후생유전(epigenetics) 때문에 암

은 수많은 종류(type)와 아형(subtype)과 함께 이질성

이 나타난다. 종양의 이질성은 암의 단계, 치료력 등 질병

의 과정에 따라 더 증가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의 치

료상 내성과 실패로 이어진다. 심층 서열분석을 가능하게 

한 지속적인 생명공학의 발달로, 특정한 종양의 아클론

(subclone)이 분리되고 종양의 이질성 모델을 통하여, 효

과적인 개인 맞춤형 약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암의 단계에서 이질성은 두가지 핵심 요인으로 나타

나는데, 이 두가지 요인은 유전적/후생유전적 내부 요인

과 외부 기질적(stromal) 요인이다. 내재적으로 클론 성

장, 기능적 특성, 대사 상태, 발현 마커의 차이가 같은 종

양 클론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된다.1  클론 진화 모델은 

종양 내 이질성의 가장 많이 받아들여진 원인으로, 유전

적/후생유전적 변화가 이전의 클론보다 유리한 점이 많

은 새로운 클론으로 만든다.1 논란이 있지만 암 줄기세포

가 후생유전적 변화를 통해 이질성을 증가시켜 종양에 

작은 아집단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재적으로

는 종양 미세환경이 다양한 분화 단계의 기질 성분, pro/

antitumor 면역 생성물, 장기 특이적 세포바깥바탕질

(extracellular matrix, ECM)으로 구성된다. 초기에는 

종양세포가 국소 종양 미세환경을 조절하지만, 결국에는 

활성화된 기질세포가 종양세포의 종양발생(oncogenic) 

표현형에 기여하고 시너지적으로 가속시킨다. 항-신생물

(antineoplastic) 약물 치료는 암환자의 전반적인 생존

율을 높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질병 이질성 때

문에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불

필요한 독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래에는 향상

된 서열분석 기술이 개인의 분자생물학적 특징 규정을 가

능하게 해, 더 나은 치료 선택과 맞춤형 치료의 토대를 마

련해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는 공간적, 시간적 

맥락에서, 내재적, 외재적 이질성 인자를 설명하는 환자 

특이적 모델을 임상에서 이용하며 실행하기 전에 생물표

지자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 종설에서 다양한 미세환경의 핵심적인 이질성 요소

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현재 종양과 기질세포에서 나

오는 환자유래 세포를 이용해 종양 이질성을 다루는 환자 

특이적 배양 시스템에 대해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

래를 전망하면서 기초 연구와 임상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

해 어떤 기술 플랫폼이 환자 특이성과 정확한 질병 모델

링을 다룰 수 있을지 예측해 볼 것이다.

종양 미세환경에서의  
핵심 이질성 요소에 대한 개요

종양 미세환경은 암 발달의 중요한 요소로 종양은 미세

환경 유래 인자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2 지금까지 

임상 표본의 수집을 통해 암세포 내에서만 아니라 그 주

변 기질에서도 유전자 조절 장애가 일어난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종양의 정체성은 암/기질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물리적, 화학적 변수들에 의해 역동적으로 만들어지고 클

론 재프로그래밍을 강력히 좌우해 이는 종양과 기질세포 

양쪽에서 이질적인 적응 세포 반응으로 이어진다. 바로 

아래에 이질성의 핵심 요소들을 소개할 것이며, 환자 특

이적 미세환경의 효율적인 종양 모델링에 대한 배경지식

을 제공할 것이다.

1. 핵심 세포적 요소

종양은 보통 유전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난 세포 집

단과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집단을 모두 포함한 이

질적인 세포 집단으로 구성된다.1 광범위하게 세포 기

질은 상피세포, 정상이거나 암-관련된 섬유모세포

(cancer-associated fibroblasts, CAFs), 내피세포, 지

방세포, 침윤 면역세포, 혈관주위세포를 포함하며, 이들

은 다양한 방법으로 암 발달을 보조한다.3 유도 혈관형성

(angiogenesis)은 종양의 성장과 전파에 매우 중요하므

로 모든 암을 아우르는 핵심 요소다. 종양세포의 대사 스

트레스는 내피세포와 섬유모세포를 모으고 종양 기질 주

위에 새로운 미세혈관이 생성되도록 신호를 내보내는데 

이를 혈관형성 스위치(angiogenic switch)라 한다. 종

양 혈관형성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면, 혈관은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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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하고 잘 새며 조직적인 모세혈관을 만들지 못한다. 

기관(organ) 간에서도 변동성이 발생하는데, 기관 특이적

인 내피세포가 종양 진행에 영향을 준다.

섬유모세포(CAF)는 종양 이질성과 깊게 관련된 또 다

른 핵심 기질적 요소다. 암-종양 혼선(crosstalk) 이후 

CAF는 성장인자, cytokine, 대사산물 같은 profibrotic 

신호의 분비로 나타나며, 거기서 근섬유모세포가 기질 섬

유모세포로부터 발달해 궁극적으로 CAF 표현형으로 이

어진다. CAF는 혈관 민무늬근세포, 혈관주위세포, 혈중 

섬유세포, 골수 유래 세포에서도 생길 수 있다.4 증식이 매

우 빠른 CAF는 ECM 리모델링에 가장 많이 기여를 하고 

collagen 생산의 원천이 되며, 암세포가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메커니즘적 지지를 제공한다.4 CAF의 생물학적 

특징은 이질적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CAF는 별개의 기능

적 기여를 한다.3 CAF는 전이(metastasis) 성공 여부에도 

중요하며 일부가 암세포와 함께 전파될 수 있어, 암세포

가 자리잡고 생존하기 위한 이차 미세환경을 마련하는 것

을 도와주고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질성에 기여한다.

원발 종양이 진행되는 동안, 암세포는 혈관과 림프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거나 주위 미세환경에 직접 침습해 발

전할 수 있다. 세포-세포와 세포-바탕질(matrix) 상호작

용, 주변분비(paracrine) 신호전달은 이러한 활동에 중요

한 요소다. 암세포 이동 자체는 집락자극인자 1 (colony 

stimulating factor 1), 상피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그리고 각 인자의 수용체를 통해 조절된

다. 주변분비로 C-X-C chemokine receptor 4를 발현

하는 암세포와 섬유모세포나 혈관주위세포같이 C-X-C 

motif chemokine 12 (CXCL12)로 알려진 기질세포 

유래 인자 1 (stromal cell-derived factor 1)을 생산

하는 기질세포는 직접 암세포 이동에 기여한다.5 암세포

가 혈액 순환계로 들어가는 것은 혈관주위 대식세포와 

종양 관련 대식세포의 존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암

세포와 함께 있는 대식세포는 혈관 기저막의 파괴를 매

개한다. 이웃하는 혈관주위세포에서 분비된 인자를 통

한 기저막의 소실이나 파괴로 암세포가 림프계로 진입하

게 된다. 종양세포에 내재된 상피에서 중간엽으로의 이행

(epithelial-to-mesenchymal transition, EMT)과 역

EMT는 E-cadherin의 조정에 의한 이차 미세환경에서의 

종양 발달과 생존에 핵심적인 과정이다.

전이 전 틈새(premetastatic niche)의 형성은 암세포

가 들러붙는 데에 중요하며 이 틈새는 종양 자체에서 인

자들이 분비되면서 형성된다.6 전이 전 틈새는 각 암종마

다 고유하며 혈관 밖으로 유출되는 지점을 결정하는 요인

으로 생각된다. 조혈 전구세포, 기질 세포, 내피 세포, 대

식세포는 국소 인자에 이끌려 전이 전 틈새로 모여든다. 

혈관 밖으로 나간 종양세포 중 오직 약 0.01%만이 순환계 

미세환경에서 살아남은 후 전이 전 틈새에 자리잡는다. 

일부 세포는 자리잡고 얼마 안 가 잠복상태로 남거나 죽

지만, 살아남은 세포는 ECM을 심하게 변형시켜 미세전이

(micrometastasis)를 형성하는데, 이는 매우 작아 현재 

관찰기술로는 탐지되지 않는다. 전이 종양은 새로운 환경

에 대한 종양세포 클론의 적응과 국소 세포 집단, ECM 생

산물, 동적인 주변분비 신호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유지된

다.6 일부 암에서는 원발암과 전이암 사이에 어느 정도 게

놈 일치가 있겠지만, 이질성은 전반적으로 전이암에서 가

장 높다. 이는 전이암이 환자에 가장 오래 머물면서, 아클

론의 진화가 여러 번 일어나고 여러 미세환경에 노출되면

서, 각 위치마다 특이적으로 가장 잘 적응하도록 세포 프

로그램이 바뀌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종양이 진행함에 

따라 세포 이질성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세포/비세포 상

호작용과 그들의 가변적인 생리화학적 기울기가 이질성, 

진행, 치료 반응에 추가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1

2. 핵심 비세포적 요소

세포바깥바탕질(ECM)은 암세포 증식, 침습, 이동, 분

화, 전이, 치료 반응, 자멸사(apoptosis)에 영향을 주는 

생물물리학적, 생화학적 신호를 줌으로써 암세포 행동

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ECM은 구조적, 생

화학적으로 매우 역동적이고 이질적으로, 따라서 암 미

세환경의 이질성에 크게 기여한다. ECM은 collagens, 

proteoglycans, elastin, fibronectin, laminin, hya-

luronan (HA) 등과 같은 수백가지의 거대분자로 구성

되어 있으며, matrix metalloproteinase (MMP)와 같

은 효소로 재형성된다.7 염증은 거대한 ECM 단백질의 침

전과 함께 상당한 ECM 재형성을 수반하며, 이 단백질 침

전물은 lysyl oxidase (LOX)의 증가로 인해 가교결합

(crosslink)하여, 고형 스트레스(solid stress), 종양 ECM 

경직, 약물 내성을 야기한다. 증가한 ECM 단백질의 침

전은 세포-세포 간 부착, 세포 극성, 성장인자 신호를 바

꾸어 암 진행을 촉진한다. 경직성, 국소 해부학적 형태

(topography), 생화학적 분포의 광범위한 차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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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각 종양의 미세환경에 따라 ECM 조직화가 달라진다. 

고도로 정렬된 섬유 네트워크는 뼈 같은 결합조직에서 찾

을 수 있는 반면, 무정형의 기질(substrate)은 뇌 같은 조

직화되지 않은 구조에서 찾을 수 있고, 그 결과 미세환경

의 경직성이 각각 높고 낮다. 예를 들어 뇌는 100–200 

Pa 정도이고, 아교모세포종(glioblastoma)과 관련된 

ECM은 대부분 collagen Ⅳ, procollagen Ⅲ, laminin, 

fibronectin, HA-fibrillar collagen으로 구성되어 있

다.8 반대로 정상 유방 샘조직은 1–45 kPa 정도로, 종

양 ECM은 collagen Ⅰ, Ⅴ, Ⅳ, fibronectin, entactin, 

proteoglycan, glycosaminoglycan으로 구성되어 있

다.8 종양 ECM은 특이한 단백질 구성을 갖고 있어, 일반 

ECM과 달리 분리되면 시험관내에서 암의 성장을 향상시

킨다.9 암에서 경직성은 극적으로 증가하며, 그 예로 유방

의 fibroglandular 조직이 고침습성 ductal carcinoma

이 되면서 경직성이 13배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다.10 결

국에는 증가한 경직성이 상호적으로 종양의 진행을 촉

진한다. 특히 유방암 조직의 증가하는 ECM 경직성은 암

의 공격성, 전이 잠재성, 약물 반응, 전반적인 예후에 대

한 중요한 지표다.11 이는 ECM의 조직 구조의 변화 그리

고 재형성 효소뿐만 아니라 강하게 가교 결합한 원섬유 

collagen, fibronectin, laminin, proteoglycan 등 바

탕질(matrix) 단백질 구성의 변화 모두로 이어진다.

암 침윤은 특히 종양 ECM에 의해 촉발되는데, 종양 

ECM은 정상 기질보다 침전이 증가해, 바탕질 경직성이 

높아지고 durotaxis에 의해 암세포가 이동하는 결과를 

낳는다.12 세포 간 부착의 방해 결과 원발성 덩어리로부터 

일부 종양 세포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세포들은 ECM

을 따라 이동해 주변 조직으로 침습하고 정상 ECM을 손

상시킨다. 암세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microtrack을 

형성을 통해 collagen 섬유를 자주 이용한다. 그리고 이

런 섬유들은 종종 근처 혈관에 달라붙어, 그 자리에 암세

포가 쌓일 수 있다. 초기에 원발암에서 발견되는 콜라겐 

섬유는 점차 종양 경계와 수직 방향으로 배열되어, 원발 

부위에서 전파가 쉽게 일어나게 한다. 결국 암세포가 원

발암에서 떨어져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암세포는 이른바 

mesenchymal나 amoeboid인 이질적 상태로 이동한다. 

최근 연구는 종양세포가 쌓이면서 이동이 일어나지만, 결

국 세포 이동은 그 세포들이 collagen 섬유를 따라 배열

되어 있는 것보다 actin 세포골격에 의해 촉진되는 개별

적인 과정이 된다고 주장한다.13 다른 경우에는, 해부학

적 구조에 마이크로미터 규모로 구멍이 어느 정도 존재해

도, 구멍 크기가 7 µm2보다 작으면 암세포는 주변 ECM

을 파괴해야 한다.14 종양 세포는 능동적 혹은 수동적으

로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들어가(intravasation) 순환계

로 진입할 수 있다. Intravasation은 주로 chemokine 

농도 기울기에 의해 화학적으로 잘 일어나 암세포가 순환

계 관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한 국소적인 스트레스나 궁

극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취약한 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 일어날 수 있다. 섬유모세포와 내피세포에 의해 침전

되는 fibronectin, collagen Ⅳ, tenascin, periostin 등

을 포함한 기질 부위 단백질 집합체에는 종양 세포 군락 

형성에 영향을 주는 분명한 역할이 있다.15 이런 단백질들

은 전이 부위에서의 세포 부착과 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integrin 발현이 종양 세포가 표적 장기를 정하는 데에 관

여하는 중요한 인자라는 가설이 세워졌다. Integrin β1, 

α2, α6는 뇌, 간, 폐 ECM에서 발현되며, 모두 그 부위에

서 세포 부착을 통제하고 있다. 게다가 신호전달 물질을 

운반하는 세포 밖 과립으로 알려진 exosome의 역할이 

혈관 밖으로 나온 종양 세포 증식을 위해 조직을 준비함

으로써 전이 전 틈새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16 종

양 세포에서 유래한 exosome은 기관 특이적 세포로의 

부착을 촉진하는 integrin 발현을 보여준다. 일단 종양세

포가 도착하면, 종양세포는 fibronectin에 의해 유지되고 

성장인자가 전이 전 틈새에 도달한다. 종양세포 도착 후 

국소 조직 재형성은 침윤과 전이 증식을 하는 데에 필수

적이다. 따라서 MMP의 발현 역시 전이 전 틈새에서 상향 

조절된다. 전이 종양 주변에서는 ECM 구성과 기계적 경

직성이 동일하게 많이 재형성된다. 전이 종양은 원발 종

양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이차 부위에서 더 빨리 성장하기 

위한 주변분비 신호전달이 더 활발하다. 다양한 암 종류

와 아형은 서로 다른 장기에 우선적으로 전이되며, 이는 

각 암이 서로 다른 미세환경에 정착하고 성장하는 경향

이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주요 각 종양 미세환경

의 주요 ECM 요소, 생화학적 구성, 공간적 구조, 그에 따

른 경직성을 확인하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연관된 바탕질

을 제작하기 위한 적절한 기반을 제공해, 결국 종양 ECM 

이질성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할 것이다.

환자 특이적 종양 미세환경 모델 공학

전통적인 3차원(3D) 종양 배양 시스템은 불멸의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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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cell line)에 의존해왔다. 세포주는 새로운 배양 시스템

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종양을 3D에서 키웠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에 필수

적이지만, 개별화된 치료를 위한 종양 모델을 만드는 데

에는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그 예로 암 세포주

가 driver mutation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암 세포주가 

조직 기원에 상관없이 모델링하려는 임상 샘플보다 세포

주끼리 서로 닮게 되어버리는 것이 다수 연구 결과 밝혀

졌다.17 즉 세포주를 사용하는 것은 생체내(in vivo) 전임

상 3D 설정에서도 환자를 위한 효율적인 치료 플랫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2상, 3상 시험에서 약물 실패

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고, 환자유래 세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

작했다. 그러나 환자유래 세포는 분리하기 어렵고, 분리된 

수가 적고, 주변 기질의 보조에 의존적이어서 증식에 한

계가 있기 때문에, in vitro에서 배양하기가 까다롭다. 그

리고 환자유래 세포의 연속적인 2차원(2-dimensional, 

2D) 배양이 적은 절차로 빠른 진단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암 세포주보다 적절성이 높다 해도, 효과적인 예측 모델

에 요구되는 범용성에 적합하지 않다. 다만 약물 효능 예

측이 항상 목표는 아니며 모델의 목적도 중요하게 고려하

기 때문에 모델의 복잡성은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몇몇 

더 간단한 시스템들이 약물 선별에 가장 적합하더라도, 

더 복잡하고 생리학적으로 적절한 모델이 검증이라는 목

적을 위해 필요하다. 2D에서의 일차 배양 시스템은 대용

량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가 있어 현재까지 최적의 약

물 선발 방법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약물의 실제 종양

에서의 국소적인 침투는 2D 설정에서는 빠져 있는 간질

액의 흐름, 저산소증, pH, ECM 구성 성분의 영향을 받

고,18 이는 치료 효능에서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in vivo에

서 약물 효능의 예측자로서 능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

온다. 향상된 3D 시스템의 발달이 이 문제를 일부 다루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암세포가 질병의 진행에 따라 순차

적으로 노출될 미세환경 이질성의 환자 특이적 기질적, 

면역학적, 구조적, 화학적, 분자적 양상을 완벽히 재현할 

수 있는 전임상 모델은 없다. 지금까지의 발전이 뒤에서 

논할 최신식의 향상된 바이오 소재와 기술에 더해지며 복

잡한 암 진행 단계를 재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떻게 

환자유래 미세환경이 scaffold-free 접근법으로 더 전통

적으로 모델링 되는지 볼 것이고, 이어서 더 복잡성을 가

능하게 한 새로운 바이오 소재와 조직공학 기술도 볼 것

이다. 마지막으로 동적 배양 접근법을 활용한 시스템 기

반 기술에 대해 논할 것이다(Fig. 1).

1. Scaffold-free 접근법

현재까지 환자유래 배양의 대다수는 암 진행의 재현과 

연구보다는 약물 실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암 진행의 

재현과 연구는 주로 cell line을 이용했다. 사용 가능한 재

료에 제한이 큰 것 외에도, 환자유래 재료를 다룰 때 약물 

실험과 생물학적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

동안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난점이다. 이

와 같이 단순하고 단기간인 전략을 전통적으로 사용하였

고 이는 바로 뒤에 소개한다.

1) 환자유래 이종이식

환자유래 이종이식(patient-derived xenograft, 

PDX)은 표적 검증을 위한 표준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in vitro 설정에서의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발전된 

전임상 모델을 제시해왔다. PDX는 환자에게서 막 떼어낸 

종양 생검체를 면역이 약화된 쥐(Nonobese diabetic/

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t [NOD/SCID], 

Nude, NOD SCID gamma [NSG] mouse)의 손상되지 

않은 기질과 ECM 구조물을 포함한 전위(ectopic) 또는 

정위(orthotopic)에서 증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몇몇 경

우에는 해리된 종양 세포를 이식 전에 Matrigel이나 다른 

gel (fibrin, gelatin)을 이용한 organoid에서 재성장 시

키기도 한다. Mouse 순환계의 존재가 화학 요법을 시험

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다양한 기관으로의 후속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준다. PDX는 많은 암에서의 종양

을 사용했고 일부 전이 종양(이자관 샘종, 포도막 흑색종, 

직장암, 유방암, 전립선암)도 사용하지만, 대다수는 원발

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몇몇 최근의 연구는 원발성 유

방암, 아교모세포종, 두경부암, 전립선암, 이자관 샘종, 직

장암의 이종이식을 포함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이종이식

은 생물표지자 선별과 검사, 전임상 약물 평가, 개별화된 

치료법에 쓰이고 있다.19

기본적인 기질과 구조 내에서 PDX는 기본적인 종양 전

반의 생물학적, 유전적 형질이 유지되고 여러 단계를 거

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다만 PDX는 mouse에서 

이식 속도의 한계와 ECM 구성을 바꾸는 이종 이식으로 

인한 오염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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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하는 설정에서 종양이 변질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

부 잘라낸 종양은 생존 가능한 인간 기질이 부족해 빠르

게 쥐 기질에 압도당하고 이종이식한 부위의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이는 증식 속도가 느린 종양 조직에 치명적

으로, 숙주세포의 군집 형성이 가능하게 한다.2 이식 부위

와 종양의 종류(원발, 전이)에 따라 어떤 PDX는 상대적으

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아교모세포종에서 1–3주20), 

반대로 어떤 PDX는 배양에 수 개월이 걸린다(전립선암

에서 최대 22개월2). 이런 상당한 배양 시간은 유전자 변

형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약물 선별 시간이 늘어나, 반

응이 달라지고 예측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Daniel 등21의 연구는 small cell lung cancer 

(SCLC)의 PDX 모델이 원발 종양 조직과 유사한 유전자 

발현 특징을 유지했지만, 다시 배양으로 돌아가 두번째로 

이종이식을 했을 때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

여주었다. PDX가 종양 미세환경의 비세포적 자발적 이질

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다양한 방법들이 쓰이고 

있다. 특정 기질, CAF, 중간엽 줄기 세포(mesenchymal 

stem cell, MSC) 등은 큰 종양에 이질성을 유지하게 도

와줘, 이를 PDX 옆에 이식할 수 있다.22 맞춰진 환자 기

질 구성성분을 이용하는 것은 더 적절한 인간화 미세환경

을 제공하지만, 그것을 분리하고 원래 종양처럼 성공적으

로 생존하고 정착하는 것을 보장할 정도로 세포를 불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면역 침윤은 또다른 중요한 면

이지만, PDX로서는 림프구와 대식세포가 없는 NSG 품

종 같은 면역이 상실된 쥐를 써야 한다. 이는 T세포와 B세

포로 분화할 수 있는 인간 CD34+ 조혈 줄기세포를 이식

해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점은 조직 특이적

인 ECM인데, PDX 모델에서 이식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 내재적으로 성장인자 성분이 풍

부한 쥐-기저막 Matrigel이 있다. 게다가 사용되는 이 모

델은 상당수가 전위성으로, 변형된 ECM 성분으로 구성된

다. 이러한 한계는 합성 hydrogel 대체제와 표적 미세환

경과 유사한 ECM 성분을 사용하고, 정위부위를 사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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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Microdissected explant

( m/mm)�

Organotypic tissue slice

( m)�
Patient-derived xenograft

(mm)
Organoid/spheroid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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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or components+stromal components)Scaffold-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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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micro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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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tient-specific tumor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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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해결할 수 있다.

재료로 인한 이질성을 제한하는 또다른 방법은(전형적

으로 몇 개월 정도 걸리는) PDX 배양 시간을 제한하는 것

이다. 이는 환자가 임상적으로 적절한 기한 내에 개별화

된 화학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빠른 약물 민감도 검사

로서 “mini-PDX”라 불리는 새로운 PDX가 최근 도입되

었다. 이 모델에서 종양은 추출되고, 단일 세포로 해리시

켜 속이 빈 섬유 캡슐(OncoVee, Biotech, Shanghai, 

China)에 삽입된다. 그리고 nu/nu mouse에 이식되고 

7일 동안 생착시켜 반응성을 비교하게 된다. 이 연구에

는 구멍 크기가 500 kDa보다 작은 분자만 통과하도록 하

는 것 말고는, 캡슐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다. Mini-PDX

는 위암, 폐암, 췌장암 조직, 전이된 십이지장 암종, 담낭 

암종의 환자유래 종양세포를 사용한다. 약물 반응에 대

한 상당한 차이점이 관찰되었지만, PDX 지시대로 화학치

료를 받은 환자들이 기존의 화학 치료를 받은 담낭 암종

에 걸린 환자 12명의 집단보다 전체 생존 기간이 길었고

(18.6개월 vs. 13.9개월), 무병 생존 기간도 마찬가지였다

(17.6개월 vs. 12개월).23 이는 고무적이지만, 세포 해리와 

짧은 기한은 어떤 기본적인 기질 구조도 막았고 기존의 

PDX처럼 적절한 3D구조의 재현도 없다는 것을 알아 둬

야 한다. 또 in vitro 체외 이식 모델이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동물을 단기간 실험에 쓰는 것에 대한 윤

리적 문제도 있다. 추후 체외이식이나 organoid를 mini-

PDX와 비교해 이 방법이 더 잘 예측한다는 것을 밝힐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궁극적으로 PDX는 이질성과 원발성 종양의 복잡성을 

다루는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전임상 플랫폼이다. 

그러나 이식과 증식이 가장 공격적인 표현형을 가진 암세

포를 선택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PDX 역시 결과

적으로 원래 종양의 특징을 잘못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면역계의 상실, 높은 유지비용, 윤리적 문제 때

문에, PDX는 약물 시험에 사용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다.

2) 환자유래-오가노이드와 스페로이드

환자유래-오가노이드(patient-derived organoid, 

PDO)와 스페로이드(patient-derived spheroid, PDS)

는 in vitro에서 해리된 단일세포로부터 자발적인 유기적 

구조체를 구현할 수 있고 이 유기체는 2D 단일배양이나 

PDX보다 원래 환자 종양의 특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PDS는 무바탕질 3D 세포 집합체로, PDO는 자연

적 유래 바탕질이 지지하는 3D 배양체로 정의된다. 단연

코 PDO를 배양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Matrigel이나 

collagen Ⅰ과 같은 자연유래 hydrogel 바탕질을 이용

하는 것이고, PDS는 adhesive/agarose-coated plate

를 이용하는 것으로24 모두 공학적으로 복잡하진 않다. 천

연 hydrogel을 이용한 PDO 배양은 장기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유래된 조직의 이질적 특징 때문

에 특별하다. 그러나 organoid 형성의 성공률에 문제가 

있는데, PDO가 종양 미세환경과 관련된 섬유모세포, 면

역세포, 그리고 다른 지지 세포 종류같이 종양 내 이질성

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세포 성분이 자주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PDO는 세포주 유래 organoid에 비해 

in vivo 종양의 유전적 다양성을 더 정확히 유지할 수 있

고, 자연 조직병리에 더 가깝게 반복 재현할 수 있다고 알

려져 있으며, in vivo에서 약물 민감도 예측이 가능해, 결

과적으로 강력한 전임상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1) 무바탕질(matrix-free) PDS 형성

바탕질의 지지가 없는 PDS 형성 실험에는 Hanging 

Drop 기법25과 ultra-low-adherent plate/coating26

이 가장 많이 쓰이고, Aggrewell plate27가 드물게 쓰인

다. Hanging drop 기법은 종양의 중력 매개 자가조립

에 의존하고, 부유(suspension) 배양을 사용하며, ultra-

low attachment (ULA) 배양접시는 세포가 잘 부착되

지 않는 표면을 갖고 있어, 그 결과 세포 응집을 유도한

다. Aggrewell 접시는 특히 매우 균일한 3D spheroid 

배양체를 얻는데 좋다. Hagemann 등25은 이 두 기술

을 비교했고 hanging drop 기법보다 ULA 접시에서 두

경부 편평세포암종(head and neck squamous cell 

carcinoma, HNSCC)의 더 일관성 있는 spheroid가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전립선암 PDS 성장을 위한 

ULA 접시를 이용한 유사한 프로토콜이 환자 109명의 샘

플을 이용해 개발되었다.24 Gleason score가 높은 전립

선암은 점수가 낮은 것보다 spheroid 형성이 잘 되지 않

았다. 게다가 100 µm보다 큰 종양은 중심에서 저산소증

과 비슷하게 괴사가 일어났고, 종양 초기 발달 단계에서 

영양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PDS가 전립선 상피와 

기질세포를 포함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모델은 다양한 약물 치료를 시험하는 데에 쓰였고 결과는 

각 환자 샘플마다 달랐다. 이와 비슷하게 Plummer 등28

은 아교모세포종 조직으로부터 PDS를 얻기 위해 공동배

Jung Woo Lee, et al: Patient-Specific Tumor Microenvironment Models

203www.kjuo.or.kr

KJUO



양(coculture) 접근법을 이용해, 먼저 유도만능줄기세포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를 신경 전구세포로 분

화하게 했고, 그 다음 환자유래 아교모세포종 세포와 공

동배양하였다. 24시간 후 두 세포를 모두 긁어내 다시 심

었고, 화학치료제에 노출시키거나 정밀분석을 위한 조직 

microarray을 만들기 위해 고정되었다. 

Halfter 등29은 환자 78명의 생검을 이용한 더 광범위

한 유방암 연구를 발표했다. 세포 부착을 막고 세포 응집

을 유도하기 위해, PDS는 아무 처리도 안 한 한천으로 코

팅된 접시를 이용해 형성되었다. PDS 간 이질성은 기록

되었다. 흥미롭게도 높은 등급의 종양에서 유래된 조직

은 낮은 등급의 종양보다 덜 빽빽하게 PDS가 형성되었

다. 이 모델은 임상에서 개별 환자가 받은 다양한 치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또 한천 코팅된 접시를 이용해 

Bansal 등26은 전립선암 조직으로부터 spheroid를 만들

었다. 이 저자는 세포 생존, 클론형성(clonogenicity), 이

동성에 영향을 주는 B 세포 특이적 삽입 부위의 억제를 

연구했다. 여기서도 환자 간 이질성이 관찰되었다. 종합적

으로 PDS 배양은 수행하기에 상대적으로 쉽고 저렴하다. 

그러나 주위 조직 미세환경이 제공하는 생물공학적, 생화

학적 신호가 종양의 발달뿐만 아니라 침윤과 다양한 화학

요법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인자는 무바탕

질 spheroid 모델에는 빠져 있다.

(2) 천연 바탕질에 기반한 PDO 형성

기저막 추출물인 Matrigel은 제조과정에서 묶음마다 

차이가 생기고 구성이 복잡해 바탕질 신호를 세포 기능으

로 연결하는 것이 어려워도, PDO 배양에 이용된 바탕질 

중 지금까지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지금부터 최근이거나 

핵심이 되는 Matrigel을 이용한 PDO 연구를 소개할 것

이다. Sato 등30의 핵심 논문은 대장암 환자 20명의 창자

움(intestinal crypt)을 Matrigel에서 배양한 결과를 발

표했다. 인간 organoid는 적어도 한 달 동안 배양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형태가 바뀌고 증식이 감소한다. PDO

의 배양 기간은 passaging (주로 1–2주마다)을 통해 연장

될 수 있으며, 필수 성장인자와 억제자를 추가해 최대 6개

월까지 늘릴 수 있다. 이후 이자, 결장직장, 전립선, 위장

관, 유방, HNSCC PDO 배양을 위한 비슷한 프로토콜이 

개발되었다. PDO는 암생물학 지식의 확장을 위한 일반

적인 도구가 되었다. 그 예로 Sato 연구진은 CRISPER-

Cas9 게놈 편집 기술을 이용해 평범한 창자 PDO에 종

양 억제유전자와 종양유전자 돌연변이를 만든 논문을 발

표했다.31 이렇게 조작한 organoid는 이러한 돌연변이들

만으로 암 발생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PDO 배양을 약물 시험과 예측 임상의학이나 미래의 연

구에 대비한 PDO biobank에 적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Matrigel에서 자란 PDO에는 다양한 성공률이 나올 수 

있다. 이자에서는(성공률 80%) 건강한 이자 organoid가 

배양 6개월 후 증식이 멈췄는데, 종양 샘플은 무한정 증

식할 수 있었고 냉동보관해도 생존했다.32 Mouse에 정위 

PDO 이식 후, mouse 이자에서 정상 관 구조가 관찰되었

고 종양 발달의 전체적인 과정이 모방되었다. 종양 이질

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종양 발달에 따라 달라

졌다. 이 변화가 쥐의 미세환경인 organoid가 스스로 촉

발한 것인지, 아니면 Matrigel 바탕질 때문인지는 아직 

판명된 바가 없다. 한 인상적인 연구가 환자 20명의 건강

한 결장직장 organoid와 악성 결장직장 organoid가 짝

지어진 biobank 수집물의 특징을 분석했다.33 전제적으

로 성공률과 냉동-해동 생존율이 모두 80% 이상이었다.

PDO가 대부분 원발 종양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반면에, 

전이 PDO는 한정된 채로 남아있다. 전이 결장직장암에

서34 환자 14명으로부터 Matrigel 배양된 PDO (성공률 

71%)가 원래 종양에 비교해 체세포 돌연변이의 90%를 

유지했다. Kijima 등35은 이질성이 매우 높고 치료상 내성

이 큰 암인 입인두와 식도 편평세포암종으로부터 PDO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성공률 71.4%). 3주가 지나 PDO가 

p53와 CD44의 발현, 증식, 자가포식 현상 등 원래 종양

과 유사성을 띄었다. 저자는 PDO를 통해 환자에서 높은 

CD44의 발현과 자가포식과 관련된 5-fluorouracil 치

료 내성을 모방할 수 있었다. 또다른 연구는 유방암에서 

90%보다 높은 유지 성공률을 가졌으나 이 비율은 30일

동안 확장한 결과 72%까지 떨어졌다.36 이 저자는 PI3KA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와 이들 억제 인자에 대한 민감도 

사이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발견해 환자 간 이질성을 깔끔

하게 다룰 수 있었다. 아마 임상 예측의 가능성을 보여준 

가장 획기적인 PDO 연구 중 하나는 전이 위장관 암 환

자 110명의 PDO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성공률 70%).37 

PDO와 원래 조직의 조직학적 평가는 비슷했고, 추가로 

원래 종양과 PDO 모델의 돌연변이 스펙트럼 유사성이 

96%이었다. 시공간적 이질성과 치료에 대한 종양의 진

화/내성은 임상에서 88% 양성 예측도가 나오며 모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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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전립선암은 유독 낮은 PDO 증식 성공률

을 보여주었다. 장기간 전립선 PDO 배양 연구에서 저

자는 같은 환자에서 유래한 전이 종양, PDX 종양, PDO 

모델을 비교했다. PDO 7개가 70% 이만의 부드러운 전

이 종양 생검에 대해, 30% 이만의 뼈 생검에 대해 최

대 2개월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식하는 

organoid 배양체를 형성할 효율은 18% 미만이었다. 이 

3D organoid 배양은 환자 간 이질성을 유지하며 일차 환

자 생검 표본에서 조직학적 구조와 표지자 발현을 모방했

다.38 HNSCC에 대한 다른 연구39에서도 Matrigel 사용에

서 낮은 성공률(30%)을 보였으나, 성공한 PDO는 in vivo

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약물 반응을 보여주었다.

PDO는 개별화 치료의 영역에서 귀중한 자원을 제공하

고 다양한 암 종류를 모델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

다. 환자유래 조직의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양이 적

은 조직으로도 많은 시험 가능한 organoid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Organoid가 냉동보관이나 biobank로

서 제공하는 재생가능한 자원과 임상과 organoid 모델

에서의 치료 반응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높은 상관관계

는 약물 선별을 위해 강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

공한다. 약학적 약물 검사에의 PDO 적용을 위한 핵심 생

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는 organoid 배양체를 생성하

고 약물 패널에 적용할 수 있는 pipetting 도구의 개발

이 있으며,40 이는 spheroid를 통해 수천개의 약물을 선

별할 수 있다. Matrigel 묶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변동

성이 organoid 배양체의 재생을 방해할 수 있지만,41 다

양한 반(semi)합성, 합성 바탕질의 조작42이 Matrigel같

이 복잡한 미세환경부터가 아니라 세부적인 데에서부터 

새로운 플랫폼 설계를 도와줄 것이다. 게다가 Matrigel과 

collagen hydrogel 간 PDO 행동의 형태적, 표현형적 차

이는 미세환경의 신호가 세포 반응에 직결된다는 것을 거

듭 보여주어, 사용하려는 바탕질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다. 혈액 공급 부족이 PDO 성장 잠재력을 제

한하고 있지만, 이는 새로운 multi-PDO chip-based 플

랫폼43이나 organoid 미세환경의 공동배양44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3) 환자유래 체외이식(patient-derived explant)

PDO가 3D에서 재성장한 세포를 이용한면, 또다른 

환자 특이적 접근법으로 수술을 통해 수집한 종양 조직

을 기관형 체외이식(organotypic explant)으로써 또

는 조직 슬라이스 배양으로써 배양할 수 있다. 딱 맞게

도 종양의 3D 구조는 육안으로 해리했을 때만 온전히 

남는다. 환자유래 미세절개 체외이식(patient-derived 

microdissected explant, PDME)는 주로 조직 조각

으로 조심스럽게 해리되기 전에 조각조각 갈리는 반면

에, 환자유래 기관형 조직 슬라이스(organotypic tissue 

slice, OTS)는 메스(scalpel)를 이용해 손으로 자르거나 

vibratome같이 특화된 절단기를 이용할 수 있다. 상대적

으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형태, 세포 증식, 조직의 생존

력을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유지할 수 있다.45

(1) 환자유래 미세 절단 체외이식

PDME는 약물 시험용으로 폭넓게 쓰인다. 수술 표본

에서 분리된 일차 조직이 기계적으로 분해되고 효소와 

collagenase 소화를 이용해 부드럽게 가공된다. 그리고 

밀도 원심분리나 체 거르기(sieving)를 통해 마이크로미

터에서 밀리미터 크기의 조각을 분리할 수 있다(40–100 

µm 조각, 300 µm, 1 mm3, 3 mm3). 주요 장점은 PDME

는 조직을 조작하는 데에 수일이나 수주가 걸리지 않는다

는 것이고, 이는 신속한 약물 선별에 적합하기 때문에 중

요하다. 약물 검사와 기계론적 조사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PDO와 다르게, PDME는 증식 지표(index)가 적고 수일 

이상 배양할 수가 없어서, 기계론적 조사에는 쓰이지 않

는다. 하지만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PDME의 생존력은 

미세 유체공학이나 생물반응기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배

양 기간을 7–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46

종합적으로 PDME는 종양 미세환경을 고려하면 임상 

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는 데에 사용되는 매우 대표

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몇몇 예시에는 치료하지 않았거

나 진행되었거나 전이된 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에 쓸 화학요법을 선택하는 데에 쓰일 때가 있

다.47 이 전략으로 과거 대조군 30%에서 두 배 개선되

었다. PDME는 전립선암2과 유방암48에도 96시간 동안 

100% 생존하면서 성공적으로 쓰인다. 일부 연구에서는 

PDME를 단순히 배지에 스며들게 하지 않고 때때로 티타

늄이나 스테인리스 격자나 젤라틴 스폰지 같은 기질에 놓

기도 한다.49 이는 예를 들어 전립선암 PDME 같은 곳에

서 볼 수 있는 자주 발생하는 현상인 종양 조직 밖으로 세

포가 자라는 현상을 막아, 배양체의 생존력을 최대 일주

일까지 유지한다.50 중요한 점은 PDX나 PDO와는 다르게 

PDME는 기질세포와 면역세포를 유지한다는 점인데, 이

것이 immune checkpoint blockade (ICB)와 같은 면

Jung Woo Lee, et al: Patient-Specific Tumor Microenvironmen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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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종양학에서 약물 선별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면역 담

당 부분이 결여된 다른 그 어떤 3D 접근법에서도 불가능

하다. 이는 미세 유체 기구를 이용해 철저히 조사된 것이

다.46

PDME의 가장 큰 단점은 실험에 쓸 크기를 조절하기

가 어렵다는 것이다. 크기 조절이 빈약해 조각이 좋지 못

하게 잘리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조각들이 체로 걸러진

다 해도 조각들은 여전히 서로 차이가 커(두 배 이상 차이

가 남) 이질성이 높아지고, 이는 약물 반응의 변동성이 최

소화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변

동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면에서 기관형 슬라이스가 약물 

시험을 위한 체외이식물을 배양하는 재생 가능한 방법을 

더 많이 제시한다.

(2) 기관형 조직 슬라이스

OTS는 전체 종양 조직에서 뗀 얇은 부분으로, 조각을 

부유하거나 지지 구조 위에 배양된다. 최근에는 OTS가 

종양 내 이질성과 in vivo 종양에서의 종양-기질 상호작

용을 고려하는 데에 최적이다.51 OTS는 organoid 배양에 

필요한 조직을 해리하는 것과는 달리 조직 환경의 복잡성

을 유지할 수 있으나, 짧은 시간 동안만 가능하다. OTS는 

이질적인 표현형을 지지하는 기본 세포를 포함한다. OTS

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현대 연구에는 그다지 잘 쓰

이고 있지 않다. 이 이유는 대부분 생검 조직으로부터 만

들 수 있는 샘플 수가 적고, passage가 불가능하며, 배양

하는 동안 샘플을 연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다.

OTS는 주로 다양한 암 조직에서의 화학요법에 대

한 반응을 연구하는 데에 쓰여 왔다. 조직 절단기와 

vibratome을 이용한 자동화 절단은 조직을 온전히 유

지하고 조직 조각에 손이 최소한으로 가게 해주어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슬라이스의 두께는 적절한 배지 

관류(perfusion)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동시에 조직

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는데, 대부분 300 

µm 안팎이다.2 일부 보고는 더 작은 종양은 자르기 전에 

agarose gel에 고정하는 것을 추천한다.52 종양의 질감

은 절단의 용이성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부드럽거나 점액

질이거나 섬유질인 종양 부위는 500 µm보다 작게 자르

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동화 절단은 NSCLC, 뇌 종양, 결

장 종양, 전립선 종양, HNSCC, 그리고 이자 종양 조직의 

OTS를 준비하는 데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OTS는 다양한 방법으로 배양할 수 있는데, 주로 배지

에 떠있거나 막의 지지를 받는다. 지지 구조물을 사용하

는 것은 때때로 OTS 배양의 주 특징이 된다. 초기 발표

에는 티타늄이나 스테인리스 금속 격자를 썼고53 최근 발

표에는 Millipore 세포 배양 삽입물을 쓴다.54 일부 연구

진은 각 슬라이스 표면에서 의미 없는 염증성 반응을 피

하기 위해, 젤라틴 스폰지로 OTS 배양을 지지하기도 한

다.55 비교를 위해 Davies 등52은 고정과 조직학적 절개 

전에 배양치를 배지에 띄우거나 Millipore 세포 배양 삽

입물 위에서 72시간 동안 유지했다. 부유하는 OTS는 스

트레스 전달경로가 변하고 조직 온전성도 잃은 반면에, 

막에서 배양된 슬라이스에는 이러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

다. 국소적인 미세환경이 공기와 필터가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었고, 종양이 원래 있던 자리(in situ)처럼 산소 농

도 기울기를 모방했다. 정적 부유 배양에서는 산소와 영

양소 관류의 부족이 조직의 생존력이 약한 이유로 여겨진

다. 관류를 보장하기 위한 회전 장치를 이용해 부유 배양

을 더 긴 시간동안 지지할 수 있다. 잘 다듬어진 배지 보

충제나 자가 혈청의 사용은 배양 시간을 늘리거나 임상

적 관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자가 혈청은 환자 간 이질성

과 긴밀히 관련된 한편, 또한 환자의 임상적 과거력에서 

발생하는 변동성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 발표된 것 

중 찾을 수 있는 가장 긴 OTS 배양 기간은 Millipore 세

포 배양 삽입물에서 일차 아교모세포종 조직 슬라이스를 

350 µm 두께로 잘라 준비한 Merz 등56의 것이다. 환자 

12명의 샘플이 적어도 16일 동안 원래 종양 구조와 표현

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전임상 연구에 통합되었을 때, OTS는 임상적으로 관련

된 endpoint를 양적 평가할 수 있다. 조직에의 치료의 효

과를 기본 종양 이질성을 포함한 전체 구조로써 시각화 할 

수 있다면 짧은 기간이라도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

한 정상 조직에 인접하게 종양 조직을 배양할 수 있는 기

회는 건강한 주변 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악성 세포만 표적

으로 한 치료를 시험할 수 있다. 미래에 OTS의 가치를 제

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대용량 live spinning 

disc와 광 시트 공초점 현미경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들

은 전체 OTS에 쓰일 때 정적 분석보다 괄목할 만한 이점

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로 다양한 공간적 위치에 따

라 약물 처치에 대한 시간상 반응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접근법은 약물 반응에 따른 살아있는 세포의 메

커니즘을 동물의 생체 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보다 

희망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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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affold 기반 접근법

Scaffold 기반 시스템은 종양과 기질 유래 재료가 함

께 배양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적용할 수 있는 화

학적, 물리적 단서와 함께 천연이나 합성 바탕질을 사용

함으로써, 다양한 미세환경 인자들의 영향을 연구할 수 

있다. 혁신적이고 더 적절한 전략이 계속 보고되고 있

고, Matrigel이 쥐 종양 ECM에서 유래되었지만 현재에

도 환자유래 물질의 3D 세포 배양의 절대적인 표준이

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합성/반합성 hydrogel과 조직

공학 scaffold와 위 조합물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모든 

scaffold 기반 대체물에 집중해볼 것이다.

1) Hydrogel과 조직 공학 scaffold

(1) Hydrogel

PDO는 일차 종양 세포의 생체모방 배양에서 획기

적인 개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변 바탕질의 전성

(malleability)이 약해 공간적 조절과 세포를 통제할 수 

있게 다층으로 쌓는 것이 힘든 문제가 남아있다. 반합성

이나 합성 재료는 둔함(inertness)을 줘 세포가 특이적 

표현형이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신호를 받기보다 스스

로 세포만의 ECM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

는 Matrigel이 자기 scaffold 간, 묶음 간 이질성으로 환

자 이질성을 훼손하는 한편, 합성 재료를 사용하면 생체

재료의 이질성 감소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41 주로 

glycoprotein과 함께 polyethylene glycol (PEG)에서 

유래한 최신 3D 생물공학 모델은 천연 바탕질의 발달을 

도와주면서 추가한 ECM 단백질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준

다. 이러한 접근법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그 결과 신

소재들이 탄생했으나, 일차 환자유래 종양세포로의 적용

은 미미한 상황이다. 

Hribar 등27은 integrin 결합 부위와 MMP 분해능

력이 있는 무-성장인자 플랫폼인 VersaGel이라 불리

는 photocrosslink 가능한 hydrogel에서 아교모세포

종과 신장세포 암종의 배양을 설명했다. VersaGel은 

PDX 샘플이나 환자 조직에서 온 해리된 세포나 종양 조

각의 성장을 도와준다. 앞선 ULA 플라스크에서의 배양

이 VersaGel에 놓이기 전에 spheroid 형성을 촉진한

다. 일반 배지에서 배양된 gel이 빽빽이 배치된 spheroid

가 된 반면에 원래 ULA spheroid 배양에서 온 조건 배

지(conditioned media)에서 배양된 gel은 신장암 PDX 

조직의 침습적 표현형을 보여주었다. 환자 다섯 명의 아

교모세포종 샘플도 VersaGel에서 배양되었고 일선 아

교모세포종 화학치료제인 temozolomide에 노출되었

다. 여기서의 반응을 Matrigel에서의 반응과 비교했는데, 

VersaGel의 치료 반응이 환자 다섯 명 모두의 임상 반응

과 연관된 반면, Matrigel 배양은 환자 다섯 명 중 오직 

세 명과만 연관되었다. Combinatorial hydrogel 접근

법은 다른 연구진들57이 가슴막과 폐 사이에서 발견된 유

출액에서 분리된 두 폐암 샘플을 배양하는 데에 사용했

다. 이 hydrogel은 자외선 중합을 이용해 methacrylate

화된 collagenⅠ과 thiolate화된 HA로 구성되었다. 배

양은 6주간 유지되었고 세포집단의 이질성을 유지했으

며 2D 배양에 비해 화학치료가 gel에 덜 먹혔다. 또다른 

combined hydrogel 접근법에서는 환자 12명의 충수암

으로 HA-collagen hydrogel 모델을 제작하였다.58 일부 

배양체에서 연구자들은 환자의 종양 샘플에 더해서 같은 

환자의 림프절에서 뽑아낸 세포를 추가해 배양체의 “면역

을 향상”시키려 했다. 환자 12명으로부터 75%의 배양체

를 완성할 수 있었다. 높은 등급의 암은 hydrogel에서 조

직 비슷한 구조를 보여주었고, 낮은 등급의 암은 더 확산

된 세포/organoid를 보여주었다. 흥미롭게도 낮은 등급

의 암은 화학치료에 반응하지 않았으나, 높은 등급의 암

에는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림프절 세포와 공동배양한 

종양에서는 면역치료에 노출된 organoid가 첫 노출 24

시간 후에 증가한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활동을 보여주었

다. 그러나 노출 96시간 후 치료를 받은 그룹에서 미토

콘드리아 대사가 줄었다. 이러한 면역세포와의 상호작용

은 특히 면역치료 연구에서 종양 미세환경 재현의 핵심

적인 부분이다. Tam 등59에서는 HA도 포함한 생체모방 

hydrogel 플랫폼을 이용해 전이 폐암 모델을 개발했다. 

폐조직의 점성과 탄성을 모방하기 위해 methylcellulose

를 3D 모델에 첨가하였다. MMP 매개 세포 이동과 침습

은 세포 분비 MMP에 의해 촉매 분해 가능한 collagen 

Ⅰ 유래 펩타이드 가교를 포함함으로써 설명했다. 연구자

들은 대용량 약물 선별을 가능하게 할 384-well 포맷을 

개발하기 위해 그들의 배양 플랫폼을 개조했는데, 이는 

미래의 환자 특이적 ex vivo 모델의 핵심 우선사항이다.

Fong 등60은 PDX 샘플과 조직 공학을 섞었다. PDX 

전립선 종양 해리 직후에 세포 알갱이들은 HA-PEG 

hydrogel에 다시 띄워졌는데, 이 PEG 구성성분은 Arg-

Gly-Asp (RGD) tripeptide와 MMP로 분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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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열로 수정된 것이다. 몇몇 경우에는 PDX 샘플은 

MC3T3-E1 뼈모세포와 함께 압축되기도 한다. 이 모델

에서 뼈모세포는 시간이 흐르면서 확산하고, 반면에 PDX 

전립선암 샘플은 뭉친 채로 있는다. 공동배양은 개별 단

일배양보다 높은 증식성을 보여주며, 모델에서 효과적

인 세포 간 신호전달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 연구는 원

래 환자 종양, 쥐 PDX 모델, in vitro hydrogel 모델 사

이의 강한 구조적, 표현형적 유사성을 보여준다. Fong

등60은 나중에 16개의 간암 PDX 샘플을 배양하기 위한 

hydroxypropyl cellulose methacrylate에서 유래한 

새로운 미세구멍 hydrogel 스폰지를 발표했다. 샘플 16

개 중에서 두개는 시스템에 맞지 않았으며, 이는 샘플 간 

종양 다양성을 암시했다. Taubenberger 등의 연구에서 

이미 환자유래 샘플의 배양을 위해 반합성 PEG-hairpin 

hydrogel을 사용했다.61

가장 최근에 Bray 등42은 사람의 급성골수성백혈병

(acute myeloid leukemia, AML) 세포의 성장을 이 

hydrogel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일선의 화학치료로 처치

한 연구를 발표했다. 환자 세명의 말초 혈액에서 온 세포

주와 일차 AML 세포는 사람 배꼽 정맥 내피 세포(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 HUVEC)와 MSC에

서 유래된 혈관계를 따라 성장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세포주는 배양 전체로 증식하는 반면, 일차 AML 

세포는 퍼지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했다. 배양은 화학치

료제 처치 전 7일간 유지되었고 기증자 사이에서 다양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De la Puente 등62의 연구에서 

fibrinogen hydrogel을 이용해 다발골수종, (다발골수

종 환자에게서 유래한) 기질세포, HUVEC의 다세포 배

양을 개발했다. 그리고 이 fibrinogen을 poly(lactic-

co-glycolic acid) (PGLA) microsphere, AlgiMatrix, 

MatriGel과 비교하였다. 이 fibrinogen 모델을 이용

해 저자는 환자유래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 

MM) 세포와 기질세포의 공동배양이 MM 세포의 증식

을 증가시키고 내피세포가 추가되면 증식이 더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는 종양 미세환경 모델에 지지 세포류

를 추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MM 세포가 2D 환

경에서 배양하기가 악명 높게 어렵고 대부분은 ex vivo

에서도 자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흥미로운 발견이

다. 다른 바탕질 종류를 볼 때, PGLA microsphere는 

환자유래 MM 증식을 도와주지 못하고, AlgiMatrix와 

Matrigel은 MM 증식을 조금 도와주는 한편, fibrinogen 

scaffold는 혈액과 골수 원형질의 천연 구성물질이 되기 

때문에 환자 세 명의 MM 샘플의 증식이 250%까지 증가

하게 도와준다. 이러한 scaffold는 산소 농도 기울기를 형

성하고, hypoxia-inducible factor 1-alpha (HIF1α)와 

pimonidazole가 scaffold의 농도가 하층에서 높게 발견

되는 한편, 약물 침투성은 scaffold 깊이에 반비례한다.

아교모세포종 연구 영역에서는 alginate microfiber

와 결합한 합성 PEG hydrogel을 이용해 3D 종양 모델링

이 진척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쥐 뇌 미세혈관 내피세포

주와 결합해 환자유래 성인 아교모세포종 이종이식 세포

주(D-270MG)를 활용했다. 종양세포는 RGD 펩타이드와 

분해 가능한 MMP와 함께 PEG-HA hydrogel 전구체 용

액에 다시 띄워졌다. 이 종양세포는(photocrosslinking

을 통해 형성된) 무세포성 alginate microfiber나 

alginate 용액에 미리 띄운 내피세포주와 공동 배양되었

다. 이 단층 내피세포들은 단일배양에서는 잘 형성되지

만, 종양세포와의 공동배양에서 조직화되지 못하고 둥글

게 된다. 14일 후 내피세포 통로 근처의 아교모세포종 종

양은 더 동그랗게 된 반면, 단일배양에서는 이 종양이 더 

퍼진다. 그러나 쥐 내피세포와 인간 아교모세포종 세포를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반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생성된 미세섬유 통로가 관류나 흐름을 일으키지 않았다

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럼에도 hydrogel 재료와 융합

한 모세관 구조의 공간적인 조직화는 유용한 in vitro 모

델을 재구조화 할 수 있게 한다. 관류 가능한 모세관에 대

한 미래의 연구가 종양으로의 영양과 산소 공급의 관점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종양 미세환경의 재현은 종양세포의 배양을 넘어선다. 

최근 연구에서는 젤라틴 다공성 microbead를 이용해 

미세조직 구조를 만들거나 spheroid를 생산한다. CAF

나 정상 섬유모세포는 microbead와 함께 spinning 

flask에 실리거나 methylcellulose 용액이 든 둥근 바

닥 무처리 96-well 접시에 심어지고 12일간 유지된다. 

Methylcellulose 모델의 생물물리학적 특성은 CAF와 정

상 섬유모세포의 중간과 비슷하지만, microbead에서 배

양되면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모델 개발에

서 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CAF의 바탕질 퇴적

이 증가했고, 정상 섬유모세포에서 생겨난 것에 비해 높

은 증식 속도, 높은 경직도가 나타났다. 추가로 용매의 녹

는점 아래에서 hydrogel을 형성함으로써 cryogel이 생

성될 수 있다. PEG-hairpin에서 형성된 cryogel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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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63 그것은 유방암 세포주와의 공동배양을 위해 결

정화된 일차 인간 뼈모세포를 이용해 뼈 미세환경을 만드

는 데에 사용되었다. 또다른 연구에서는 methacrylate 

그룹(GelMA)으로 개조된 젤라틴 기반 cryogel을 활용했

다.64 저자들은 cryogel을 이용해 유방암 환자에서 유래

한 CAF를 이용한 종양 기질 미세환경을 만들었고, 단일

배양에 비해 암세포 전이가 증가한 것을 보여주었다. 다

른 연구자들65은 CAF를 활용해 유방암 일차세포와 뇌 전

이세포 이동에 CAF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들

은 PEG-HA-Collagen hydrogel을 이용해 수많은 환자

유래 종양세포가 뇌 전이 샘플에서 유래한 CAF로 전이된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 발견은 전이 전 틈새 가설을 지지

하고 암세포를 끌어오는 데에 cytokine 농도 기울기가 효

율적임을 강조했다.

악성 변이가 일어나는 동안 국소 조직이 겪는 미세환경 

변화가 생기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자주 간과되는 암 모델

링에 통합될 필요가 있는 종양 공학의 양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연구자가 반합성이나 합성 hydrogel 바탕질 이

용을 통해 재료 간섭의 감소 등 재생산성에서 무엇을 얻

든, Matrigel에서 ECM 구성물질이 많이 손실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합성 모델이 환자 간, 종양 

간 이질성이 Matrigel 기반 모델과 비슷하게 유지되었는

지 결정할 조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장 

적합한 in vitro ECM 재현은 고르는 조직에 달려 있다. 

Collagen은 유방, 전립선, 직장결장 부위를 포함한 많은 

종양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다. Collagen 말고도 

ECM을 구성하는 proteoglycan, laminin, fibronectin

도 모두 종양 진행의 맥락에서 중요하다. Hairpin과 HA 

유래 hydrogel의 적용은 위에 서술하였으나, 반합성 

hydrogel 재료의 조작에서 chondroitin sulfate 같은 다

른 glycosaminoglycan을 포함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

를 수행할 수 있다. 조직 공학의 영역에서는 ECM 모방을 

위해 collagen Ⅰ (GFOGER), laminin-111 (IKVAV), 

fibronectin (GRD)을 모방하려 펩타이드 모티프를 합성 

재료로 통합해볼 수 있으나,61 이를 환자유래 조직을 이용

해 검증해보지는 않았다. 몇몇 경우에서 포함된 지지 세

포들이 그들의 바탕질을 스스로 쉽게 축적할 수 있으면 

ECM 성분을 합성 hydrogel로 통합할 필요가 없을 수 있

다.

(2) Tissue-engineered scaffold

종양 미세환경 공학에 적용된 Scaffold는 표적 미세환

경에 맞춰 제작이 쉬운 천연이나 합성 폴리머에 기반을 

두었다. 천연 폴리머(alginate, chitosan)로부터 만들어

진 구조물은 독성이 낮고 천연 ECM과 성분이 비슷하지

만, 기계적으로 약하고 분해성이나 화학적 성질을 조절하

는 데에 제한이 크다. 합성 구조물은 재생산성이 높고 화

학적, 기계적 측면에서 재단이 쉬운 의료등급(medical-

grade) 폴리머[polycaprolactone (PCL)과 PLGA 기반]

로 만들 수 있다.

Hydrogel은 부드러운 종양을 모방하는 데에 적합한 반

면, 단단한 scaffold는 경도가 2에서 10 GPa 정도 되는66 

단단한 뼈 같은 경직도가 높은 종양 부위에 더 적합하다. 

의료등급 PCL (mPCL)은 점성과 탄성이 적합하고 녹는점

이 낮아 다양한 scaffold 모양을 제작하기 쉽기 때문에 뼈 

조직 공학 적용에 폭넓게 쓰인다. 이는 대부분 in vivo 적

용에 조사되었지만, mPCL은 이제 in vitro 암 모델에도 

쓰이고 있고, 주로 뼈세포의 이식과 배양을 가능하게 하

는 미세섬유 3D 구조물로서 생산되고 있다. Bock 등67은 

mPCL 미세섬유를 일차 인간 뼈조직에서 분리한 뼈 전구

세포가 담긴 선형이나 관형 다공성 scaffold에 print하기 

위해 추가 공정(“용융 전기각인”)을 거친 용융 전기방사법

을 이용했다. 섬유를 인산 칼슘으로 코팅하고 뼈 형성 분

화 배지를 이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뼈모세포 유래 미세

조직이 핵심 ECM 축적이 풍부한 뼈모세포와 뼈세포를 포

함하게 되었다. 암세포주67와 PDX68를 공동 배양해 환자

유래 미세조직이 뼈에서 전립선암의 성장을 연구하기 위

한 in vitro 결정화 모델 플랫폼으로 쓰인다. 이 PDX 연

구에서는 림프절 전이(LuCaP35)와 뼈 전이(BM18)에서 

온 전립선암 PDX 모델이 사용되었다. PDX는 관형 뼈모

세포 유래 미세조직의 중심에서 Matrigel의 지지를 받고 

3주간 배양된다. 공동배양은 유전자, 단백질, 결정화 정도

에서 양쪽 PDX가 뼈를 모방하게 했다. 흥미롭게도 PDX 

공동배양을 기증자 한 명의 뼈 전구세포로부터 만들어진 

미세조직으로 완성했지만, 연구는 처음에는 미세조직을 

서로 다른 기증자 세명의 세포로 만들었다고 보고했다. 

한 환자에서 온 세포는 재생 가능했지만, 뼈 미세조직은 

기증자 이질성을 보였고, 한 환자는 구조의 결정화가 잘 

안 되었는데, 이는 심각하게 비만인 body mass index로 

설명 가능했다. 이러한 결과는 적절한 환자 특이적 맥락

의 조직 공학을 보장하기 위해 3D 배양 시스템 모델에서 

일차 세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미래에는 

완전한 인간 모델에서 쥐 성분을 피하기 위해 Matrigel

Jung Woo Lee, et al: Patient-Specific Tumor Microenvironmen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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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GelMA같은 매력적인 합성물질로 대체될지도 모른다. 

Bock 등67에서처럼 유사한 scaffold 디자인을 이용해, 용

융 mPCL 전기각인 scaffold가, 분화된 불멸 인간 MSC

를 이용하더라도, 뼈모세포와 비슷한 미세환경을 만들기 

위해 쓰인다. 두 환자유래 PDX 샘플들이 해리되고 결정

화된 미세조직 위에서 한 환자 PDX는 50일 동안 다른 환

자 PDX는 30일 동안 배양되었다. 구조물에 기질이 없으

면 이웃에서 온 PDX 세포도 생존했다. 이는 환자유래 성

분의 장기간 배양을 위해서는 기질 환경이 필요함을 의미

한다.

용융 전기각인 mPCL scaffold는 또한 전립선 CAF와 

정상 섬유모세포를 배양하고 기질 환경이 갖춰진 미세조

직 구조를 만들기 위한 ECM 축적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쓰인다. 보통 전립선 섬유모세포와 비교했을 때 CAF 미세

조직에서 배양하면 BPH-1 양성 전립선 과다형성 내피 세

포의 구형, 방향, 세포 길이가 변한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

다. 비슷하게 Nayak 등69은 salt leaching 기술로 제작한 

PCL 다공성 scaffold을 활용해 ECM 바탕질에 불멸 CAF

가 축적된 두 환자유래 유방암 표본을 배양했다. 이 사례

에서 CAF가 있는 PCL scaffold은 ECM 축적 이후 탈세

포화 했다. CAF ECM의 존재가 맨 PCL scaffold과 비교

했을 때 유방암 내피세포의 생존력과 세포-바탕질 상호작

용을 증가시켰다. 유방암 세포의 약물 반응성은 환자마다 

천차만별이었으며, 이는 환자 간 이질성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70

2) 부가 바이오 제조/3D 바이오 프린팅

3D in vitro 종양 모델을 디자인하기 위한 scaffold 기

반이나 무-scaffold 접근법의 대부분은 세포나 바탕질 정

형화의 한계, 다수 세포 집단과 ECM의 동시 축적의 한

계, 적은 처리량, 수동 제작, 묶음 간 변동성 등 많은 한계

를 보여주고 있다. 부가 바이오 제조나 바이오 프린팅은 

복잡하고 공간적으로 깔끔한 3D 생물구조물의 재생 가

능한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다용도 대체제이다. 전통적으

로 3D 바이오 프린팅은 압출이나 잉크젯이나 레이저 등

의 보조로 이루어진다. 다수의 세포나 조직으로 구성되면

서, 바이오 프린팅된 다세포 모델은 보통 조직이나 병든 

조직을 모델링할 수 있는 특이적 미세환경을 더 사실적으

로 재현할 수 있다. 더 최근에는 이러한 다용도 기술이 다

세포성 암과 기질부분을 같이 프린팅 함으로써, 재생성이 

더 높고 더 복잡한 in vitro 암 모델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

고 있다. 처음으로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바이오 프린팅

된 시스템은 대부분 세포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드

물게) 암71이나 기질72부위에서 발견되는 환자 특이적 성

분을 담으려는 연구가 일부에서 시작되었으며 환자 특이

성과 미세환경 이질성을 이전의 단순화된 3D 시스템보다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그 영역의 핵심 연구에서 Langer 등71이 환자

유래 기질세포로 둘러싸인 암 코어로 구성된 밀리미터 크

기의 무-scaffold 구조물을 프린팅 하기 위해 Organovo

의 Novogen MMX 바이오 프린터 플랫폼을 사용했다. 

췌장암 PDX cell line (OPTR3099C)과 두 일차 환자 종

양(Oregon Pancreas Tissue Registry, OPTR) 조직

이 안쪽 코어로 쓰였다. 바깥 코어를 구성하는 기질 성분

은 HUVEC의 성분과 일차 췌장 성상세포(pancreatic 

stellate cell, PSC)가 섞인 반 일차성이다. Hydrogel

은 alginate가 들어있는 젤라틴 hydrogel로 만들어졌

으며, 섭씨 37℃ 배양에서 48시간 후 용해되게 설계되었

다. OTPR/기질 바이오 프린트는 대응하는 PDX 유사체

와 일차 조직의 형태학적 구조물을 재현했다. 신호 이질

성도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신호를 판독하

는 pS6 염색을 거치며 재현된다. 그러나 종양 조직과 원

래 PDX는 암세포와 주변 기질 모두에서 선명하게 pS6

가 염색되지만, 바이오 프린트는 주변 기질이 염색되지 

않는다. 암세포 영역에서의 이질적인 염색은 바이오 프

린트와 PDX와 일차 조직 사이에서도 비슷하다. 종합적

으로 모든 바이오 프린팅된 종양 모델은 기본 세포와 유

사하게(Ki67+로 측정되는) 증식하는 세포 수준이 낮다

(10% 미만). 생존력이 측정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세포나 

다른 약물 처치의 추가가 임상 상황과 더 비슷한 정량화 

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기질 혼합물에서

의 PSC의 사용은 반응성이 높은 ECM이 풍부한 종양 미

세환경을 보여주고, dactolisib (PI3K 억제 약물)같은 약

물은 섬유모세포가 있는 배지를 추가하면 효능이 떨어진

다. 이는 과거에 섬유모세포의 곁분비(paracrine) 인자가 

dactolisib 치료 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예상

된 결과였고, 바이오 프린트에서 재현된 것이다. 요약하

자면 이 연구는 환자유래 재료와 지지 세포주의 조합으로 

치료에 대한 반응, 이동, 신호의 이질성을 포착할 가능성

을 보여준 것이다.71

다른 바이오 프린트 된 시스템도 암 세포주를 사용해왔

지만 일차 세포와 함께 바이오 프린트 된 기질 부분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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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왔다. 이 전략은 연구의 초점이 암/기질에 맞춰줘 있

다면 적절하다. 이는 다양한 photocurable GelMA 바

이오 잉크에 프린트된 골수 bone marrow (BM)-MSC

와 함께 유방암 뼈 전이 모델에 채택되었다.72 공동배양에

서 BM-MSC가 암세포의 증식과 혈관 내피 성장인자 발

현을 증가시켰고, 상호적인 효과로 BM-MSC에서 알칼

리 인산염 반응성의 감소가 있었다. MSC와 뼈모세포 세

포주(hFOB 1.19)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그

러나 뼈모세포 세포주 바이오 프린트와 일차 BM-MSC의 

생존력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모든 GelMA 바이오 잉크 

variant에서 바이오 프린팅으로 죽은 세포가 75%를 넘었

고, 뼈모세포 세포주에서는 그만큼 죽지는 않아, 후자에서 

과정으로 인해 손상이 크게 일어났다.72 이 결과는 일차 

세포가 세포주보다 바이오 프린팅에 더 민감함을 의미해, 

바이오 프린팅 모델에서 생존력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다른 유방암 연구에서 암 세포주 코어와 일차 지

방세포 유래 MSC (adipose-derived MSC, ADMSC)

로 만들어진 다양한 층수의 기질 껍질을 얻기 위해 이

중 hydrogel 기반 바이오 잉크가 압출되었다.73 양촉 부

분 모두 서로 다른 바이오 재료 성질을 가진 채 성공적으

로 프린트 되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 잉크는 HA와 젤라

틴을 포함하고, 이는 methacrylate화되거나 안 되었다. 

세포 확산을 위해 연한 혼합물(~400 Pa)은 암세포에 사

용되었고 밀도가 높은 성분(~1,000 Pa)은 ADMSC에 쓰

였다. 종합적으로 HA와 젤라틴은 변형 없이 점성을 높이

고 프린트를 잘 되게 하며 바이오 프린팅 된 구조물의 부

드러움을 유지해 세포 이동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쓰였다. 

여기서 이질성은 비만도처럼 기질층의 두께를 구분해(얇

음: 0.4, 중간: 0.8 두꺼움: 1.2 mm) 구조적 시각에서 다

뤄졌다. 21일 동안 배양한 후, doxorubicin (DOX)과 

LOX 억제제에 대한 반응을 3일간 측정했다. Apoptosis

는 중간과 두꺼운 ADMSC 층에서는 느렸다. 흥미롭게

도 collagen과 elastin의 가교결합을 유도하고 유방

암 진행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LOX는 ADMSC 두께

나 DOX 투여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발현되었다. 그러나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결과에 따르

면 두꺼운 ADMSC 층이 ABCC1, ABCB1, ABCG1 같은 

다중 약물 내성과 연관된 유전자를 상향 조절하는데, 따

라서 이들 유전자는 LOX 억제자에 의해 ADMSC 중간두

께 층에 한해 확연히 줄어들었다. 최종적으로 연구자들은 

ADMSC가(HIF1α으로 측정되는) 저산소증보다 약물 내

성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73.

최근의 아교모세포종 연구에서 2% HA와 섞인 해리된 

암줄기세포(tumor-initiating cell, TIC)가 육안으로 보

이는 alginate 튜브(400 µm)에 압출되었다.74 세포는 7

일만에 튜브를 채우며 30배 팽창하였고 높은 생존력을 보

였다. 이 단순한 시스템의 정교함은 생존력의 문제(95% 

초과 생존)이나 형태적 이상 없이 TIC를 팽창시키고 10

번 passage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양할 수 있게 했다. 성

장인자가 제거된 상태에서, TIC는 Tuj1+과 GFAP+을 보

이며 각각 성공적으로 뉴런과 교질세포로 분화되었다. 이 

연구는 샘플 압출 시스템과 바이오 재료의 적절한 선택의 

조합이 어떻게 일차 유래 종양 줄기세포의 증식, 표현형, 

분화를 지지하는지 강조한다.74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3D 바이오 프린팅은 이질

성과 복잡성을 둘 다 잡으면서 현장에서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다중규모의 ECM 유사 바이오 재료를 프린트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질성과 농도 기울기를 포함한 더 포괄적

인 종양 미세환경이 반복적으로 재현될 수 있다. 이상적

으로, 높은 수준의 물리화학적 기능화를 보여주는 바이오 

잉크는 경직도와 추가적인 종양 ECM이 천연 미세환경에 

더 가깝게 모방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게 해, 환자유래 조

직을 프린트하는 데에 선호될 것이다.

3. 시스템 기반 접근법

3D 배양 모델의 배양의 난관 중 하나가 전달 시스템

에 있다. 사실 3D 종양은 초기에는 in vivo 샘플과 닮지

만, 물질 전달 한계로 인해 동적 미세환경의 부재가 세포 

증식에 충격을 주게 된다. 회전 세포 배양 시스템(rotary 

cell culture system, RCCS) 생물 반응기 같은 동적 시스

템은 조직 공학 영역에서 널리 쓰여왔고 개선된 물질 전

달과 전단 응력(shear stress)을 제공한다. 종양 공학에서 

이런 척도는 국소적인 기계적 스트레스를 받는 자연 상

태의 미세환경을 재현하는 데에 중요하다. 이는 미세 유

체공학 시스템으로도 비슷하게 얻을 수 있다.75 이 시스템

은 관류와 함께 지속적으로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 제

거를 제거하며, 그 결과 더 안정된 배양 환경을 유지하고, 

더 쉽게 수송 지표를 정량화 할 수 있게 되었다. Organ-

on-a-chip같은 향상된 미세 유체공학 시스템으로, 이러

한 속성은 추가로 기질 성분과 합쳐져 시공간적, 생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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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질성을 통합한 동적 상황에서의 약물 반응을 연구할 

수 있게 한다.

1) 생물반응기(Bioreactor)

RCCS 생물반응기는 주로 scaffold-free spheroid의 

자가조립과 배양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널리 쓰여왔다. 

다만 생물반응기는 약물 선별 과정에서 3D 종양 모델의 

수명과 예측력을 연장하기 위해 환자유래 종양 모델로 영

양분을 전달하는 데에도 가장 많이 쓰였다. 물리적 생물

반응기는 대류를 통해 유체 수송량을 늘리는 일반적인 목

적을 위해 roller tuber, spinner flask, microgravity 

bioreactor를 이용하거나 관류 시스템으로 전단(shear)

을 얻어 궁극적으로 물질 수송을 개선할 수 있다.76 환자

유래 3D 모델 환경에서 RCCS와 관류 시스템 모두 다발

성 골수종, 유방암, 직장결장암, 아교모세포종의 영역에서 

쓰여 배양 시스템의 생존력을 높인다.

특별히 Ferrarini 등77의 연구에서는 RCCS 생물반응기

가 다양한 전이 위치에서의 다양한 다발성 골수종 (크기

가 2–3 mm3) 배양에 쓰였다. 조직학적 평가가 뼈의(관련

된) lamellae와 혈관을 포함한 구조가 잘 보존된 조직학

적 구조와 함께 원래 미세환경에 있는 생존 가능한 골수

종 세포의 보존을 보여주었다. 7일간의 동적 배양 사용은 

혈관 유지에 특히 중요하며, 혈관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

하면 정적 배양에서 전체 구조가 망가지고 사라진다. 이

후 3일간의 표준 항-골수종 약인 bortezomib 투여에서, 

약물 처리된 샘플은 ex vivo와 in vivo에서 약물 반응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치했다. 특기할 점은 치료받은 한 환

자에서 관찰된 in vivo 약물 내성은 대응하는 생물반응

기 시스템에서의 체외이식에서도 관찰되었다는 것이다.77 

같은 그룹에서의 후속 연구78에서 저자는 분리된 MM 세

포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여기서 저자는 scaffold 기

반으로 접근했고, 이 scaffold는 Spongostan sheet

로 환자에 맞춰진 BM-MSC와 HUVEC가 preload된 

procine gelatin 유래 스폰지다. 공동배양은 분리된 MM 

세포가 생물반응기에서 최대 7일까지 살아있게 했다. 배

양 마지막에 scaffold에서 회수된 동종이형 BM-MSC, 

HUVEC, MM 세포의 풀은 투입 숫자와 일치했고, 이는 

세포가 증식하지 않고 살아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Immunohistochemistry에서는 MM 세포와 CD73+ 기

질의 분포가 균일했다.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에 쓴 환자 6

명에 대해서 MM 세포와 기질 모두가 특화된 기능과 유의

미한 화학치료 반응을 유지했다. 종합적으로 생물반응기

에서의 ex vivo 3D 공동배양 모델은 연장된 시간 동안의 

MM-BM 영속성, 일차 MM 세포의 생존의 재현이라는 요

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고, 따라서 MM의 2D나 정적 시스

템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시간적 차원도 통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MM이 진행되고 치료에 반응하는 동안의 

클론 역학의 정밀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환자의 다발성 

골수종 세포를 맞추는 동종이형 BM-MSC의 조합은 이 

연구의 또다른 강점으로, 이는 환자 골수 틈새(niche) 특

이성을 복제할 수 있게 했다.78

유방암에서는 Muraro 등79은 유방암 체외이식물을 최

대 14일까지 유지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쓰였던 생물반응

기를 이용했다. 종양 표본을 2 mm×2 mm×2 mm 조각

으로 수작업으로 조각 낸 상태에서, 배지로 동질의 조직 

관류를 유도하기 위해 collagen type Ⅰ으로 제작한 두 

8-mm-scaffold 디스크가 샌드위치 배양 시스템에 쓰였

다. 저자는 차세대 서열분석을 이용해 임상 샘플과 생물

반응기로 배양된 체외이식물이 가깝게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와 비교해 정적 배양에서의 종양 조각은 생

존 상태의 세포가 비율이 매우 낮았다. 체외이식물의 최

대 2주간의 유지는 항-에스트로겐 치료와 다른 항체 치료

를 평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후 같은 관류 생물반

응기 개념이 in vitro에서 배양하기 어렵기로 알려진 결장

직장암 표본의 종양 조각의 배양에도 쓰였다.80 유방암 연

구와는 다르게 결장직장 샘플은 생물반응기에서 3일 동

안만 배양되었다. 정적 배양과는 다르게 생물반응기 배양 

표본은 조직 물질, 높은 조직 세포충실성, 전반적인 초기 

구조가 유지되었고, 이는 관류가 안 된 배양에서는 상실

되는 성질이다. 그 예로 관류 배양에서의 내피 성분과 면

역 세포 일부는 신선한 조직과 비슷했지만, 정적 배양에

서는 유사성이 줄었다. 그리고 크게 이질적인 반응이 환

자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scaffold 

시스템과 결합한 생물반응기 시스템이 일차 조직 샘플의 

유지, 길어진 배양 기간 그리고 이질성을 다룰 능력 등 어

떤 선명한 이득을 갖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중요하게 생

각할 점은 hydrogel 같은 부드러운 물질의 일부가 회전

하는 well-culture 시스템에서 찢어질 수 있는 생물반응

기 미세환경에서 다른 생체물질이 살아남을 가능성이다. 

이런 맥락에서는 정적 시스템에서의 관류가 추천된다.

아교모세포종에서 alginate hydrogel 튜브로 압출한 

후 양적 측정 가능한 환자유래 아교모세포종 세포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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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위한 프로토타입 생물반응기가 개발되었다.74 기계

적 단계가 배지가 들어있는 부분을 압축해, 튜브를 포함

한 부분에서 임상적 흐름이 일어날 수 있게 했다. 정적 

2D/3D 그리고 3D에서의 무-동적 부유와 달리, alginate 

튜브에 있는 세포는 14일간 최대 710배 팽창할 수 있었

고 생물반응기로 옮겨졌을 때 높은 부피 팽창을 이루었

다. 이 연구는 환자유래 세포를 빠르고, 경제적이고, 양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확장하는 중요한 발전을 보여주었고, 

세포가 대량으로 필요한 개별화된 대용량 약물 검사에 상

당한 영향을 주었다.74

2) 미세 유체공학

미세 유체공학적 3D 세포 배양은 더 복잡한 암 미세환

경을 전달하고 암 역학을 조사하는 데에 최적인 전략이

다. 미세 유체공학의 개념 덕분에 축소화 되었지만 명확

하고 생물학적으로 적절한 배양 환경에서 연구자가 세포

를 배양해 발달 과정과 약물 반응성을 연구할 수 있다. 암 

증식, 혈관 신생, 전이, 침윤 등 암의 일련의 특징을 연구

하는 데에 적합한 미세 유체공학 장치는 여러 복잡한 시

공간적 층을 가능하게 한다. 미세 유체공학은 정량화 할 

수 있는 chemokine 농도 기울기에 대한 종양 세포의 반

응을 측정하는 수많은 곳에서 적용되고 있다.81 종양세포

와 기질세포 모두 성장과 확산을 하는 동안 chemokine

의 근원을 향해 이동하며, 이는 미세 유체공학 플랫폼을 

통해 볼 수 있다. 암 세포주를 쓰는 매우 복잡한 모델과 달

리, 환자 특이적 미세 유체공학 모델은 상대적으로 준수

한 편이며, scaffold-free PDME/PDS/PDO 접근법이

나 간단한 공동배양 모델을 사용하고, cytokine 정보수집

이나 치료 평가에 주로 쓰여, 최대 28일까지 배양할 수 있

다. 이들을 지금부터 소개할 것이다.

(1) 면역요법

미세 유체공학 장치를 이용한 특이적 환자유래 적용 

중 하나는 면역종양학에서 ICB에 대한 동적 반응의 모

델링이다. 암이 면역 검문 경로(checkpoint pathway)

를 끌어들여 면역 반응과 약물을 회피할 수 있고, 이 면

역 검문지점을 차단하는 것이 항암 면역을 가속하고 암 

퇴행을 일으킬 수 있다. 미세 유체공학 장치는 자연상태 

면역 세포의 존재 덕분에 다양한 ICB 연관 억제제에 대

한 PDME의 반응을 평가하는 좋은 선택이다. 예로 Aref 

등46의 연구에서 효소에 의한 소화를 이용해 다양한 종

양에서 온 종양 표본이 단일 세포, PDS, 육안으로 보이

는 PDME (>100 µm)로 해리되었다. 이 spheroid 조각

이 collagen-Ⅰ과 혼합되어 cyclic olefin co-polymer 

(COC) 기반 3D 미세 유체공학 장치(DAX-1, AIM 

BIOTECH)에서의 배양에 쓰였다. 이 연구에서 소장 신

경내분비 종양이 RNA 서열분석과 cytokine 정보 분석

을 위해 9일간 배양되었다. 같은 연구팀에서 이 연구에 대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더 많은 환자(20명 이상)

로부터 흑색종 PDME를 배양하기 위해 비슷한 미세 유

체공학적 접근을 이용했다.82 다양한 암 종류에서 림프

구성과 골수성 세포 집단이 organoid 형태로 보존되었

고 PDS가 ICB에 적당히 반응했다. 이 시스템의 한가지 

한계점은 T 세포 활성화(priming)나 비활성(naive) 면

역 세포를 종양 미세환경으로 모으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에 PDME와 상호작

용할 면역세포 자원을 제공할 더 복잡한 tumor-on-a-

chip 플랫폼을 설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덧붙여 전

통적인 미세 유체공학 장치는 작은 소수성 분자를 흡수하

는 polydimethylsiloxane (PDMS)를 주로 이용했는데, 

이것이 약물 시험에 어느정도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COC 유래 미세 유체공학 장치를 쓰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COC 유래 미세 유체공학 

장치는 Jenkins 등82과 Aref 등46의 ICB 연구에도 비슷하

게 준비한 이자관 샘암(pancreatic ductal adenoma, 

PDA) PDME에 쓰였다. 체외 이식물을 mincing하고 

collagen에서 PDME를 재부유한 후, 혼합물은 새로운 억

제 분자(RIP1i)를 평가하기 전에 DAX-1 미세 유체공학 

장치에 삽입되었다. PDA 유래 PDME를 위한 미세 유체

공학적 장치의 사용은 복제가능한 RIP1i 치료의 평가와 

환자 10명에서의 면역성 cytokine의 스펙트럼을 분석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동물실험의 결과와 들어

맞았다.

(2) 화학요법

미세 유체공학 chamber는 관류를 통해 체외 이식물의 

생존력을 늘릴 수 있어, 같은 종양 조각에서 온 몇몇 표본 

조각에서 시험되는 대량의 복제를 가능하게 한다. Astolfi 

등83의 연구에서 난소암(2명)와 전립선암(1명)에서 추출한 

대형 PDME를 PDMS 미세 유체공학 장치안에서 생존력

이 내내 떨어지지 않고 최대 8일간 성공적으로 배양했다. 

PDME 4종에서 이질적인 염색 패턴이 있었고 이 4종 모

두에서 암이 없는 조직이 생존력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아마 감소한 대사 때문일 것이다. 이후에 난소 PDME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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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장치 안에서 24시간 후와 48시간 후에 일반 환자

에게 이론적으로 최대한 투여할 수 있는 혈중 농도와 동

일한 carboplatin으로 처리하였다. 조직 가용성과 높은 

수의 미세 유체공학 chamber 덕분에 PDME 복제 25개 

모두 장치에 실려 종양 내 이질성이 다뤄질 수 있다. 특별

히 PDME 간 높은 변동성이 관찰되었고, 난소 종양은 높

은 종양 내 이질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

자들은 이 PDME 간 변동성이 종양조직에 있는 서로 다

른 세포 하위집단의 변동성이 큰 화학적 반응에 기인한다

고 여겼다. 궁극적으로 높은 변동성에도 치료에 대한 환

자의 반응이 in vitro 실험 결과와 유사함을 입증했다. 다

만 일부 암의 경우 종양이 충분히 뻣뻣하지 않거나 생존

이 미세환경의 영향을 너무 심하게 받아 PDME의 사용이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적출, 파편화, 미

세 유체공학 장치에서의 배양 전에 이종이식을 통해 종양 

질량을 늘릴 수 있다. Holton 등84은 이 전략을 폐, 방광, 

흑색종 체외이식에서 사용하였다. PDX는 쥐에서 적출된 

후 미세 바늘 흡인(fine needle aspiration)으로 해리되

고 지속적으로 관류하는 미세 유체공학 장치에서 10일간 

배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폐 유래 환자 PDX를 PDME 

샘플 18개로 쪼개 5일간(광범위한 단백질 인산화 효소 억

제제인) staurosporine 처치에 쓰였다. 이 PDME는 처치

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확연히 생존력이 줄었고, 약간

의 종양 내 이질성만 나타나, 임상에서 쓰게 되었을 때 더 

높은 치료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84

암 세포주는 일차 종양 세포와는 다르게 화학치료제

에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폐암을 이용한 미세 유

체 칩 기반 3D 공동배양 장치를 통해 증명되었다.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폐 종양 표본에서 일차 종양 세포를 분

리한 후, 세포를 세포 기반 막 추출물(cell-basement 

membrane extract)과 함께 24시간 동안 공동배양하

고 약물검사를 시행했다. 암 세포주를 일차 세포 대신 공

동배양에 사용할 때, gefitinib약제에 대한 IC50가 일

차 세포의 경우보다 더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 전체적

으로 apoptosis 속도는 환자 8명에서 비슷했다. 그러

나 이 연구에서는 일부 세포를 종합적으로 보면서도 개

별 세포에 자체의 반응도 확인하였다는 특장점이 있었

다.81 Mazzocchi 등85의 연구에서 종양 세포는 중피종(환

자 2명)에서 가져왔고, 이를 HA-gelatin hydrogel에서 

in situ로 높은 세포 생존력을 갖는 organoid로 성장시

켰다. Organoid는 각 환자에서 1일과 7일 후 관찰되었

고, 각각에 서로 다른 양의 carboplatin/pemetrexed이

나 cisplatin/pemetrexed 화학치료제 혼합물이 주입되

었다. 어떤 약물을 어떤 양으로 선택해 칵테일 요법으로 

섞었는지에 따라 7일과 14일 후 각 환자에서 다른 반응

이 나타났고, 이는 비슷한 치료에 대한 환자의 선천적인 

반응의 차이를 강조한다. 전통에서 벗어난 미세 유체공학 

장치가 최근 2018년 Akay 등86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아

교모세포종 PDS에서 다양한 약물 농도가 동시에 시험될 

수 있었고(channel 7개가 microwell을 11개까지 포함) 

효능이 spheroid 크기와 생존력으로 측정되었다. 세 환

자의 실험으로부터, 시험된 channel 7개 중 4개에서 동

일한 하락 경향이 관찰되었는데도, 큰 환자 간 이질성이 

관찰되었다. 이런 방법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약물 농도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해 대용량의 실험을 가능하게 해

준다. 

Ruppen 등87의 실험에서 세포 중력 microwell-포착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 두명의 원발성 폐 샘암종에서 PDS

를 생성했다. 처음 24시간 동안 spheroid를 생성한 후 

그들의 크기는 밀집되면서 수축했다. 변형에서는 알려

진 혈관주위세포의 약물 차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내

피 세포가 일차 혈관주위세포와 5:1비율로 주입되었다. 

Spheroid가 다시 동일하게 생성되었고 다양한 cisplatin 

농도로 처치되었을 때 그 종양/혈관주위세포 spheroid의 

화학 민감성이 확연히 떨어져, 이 미세 유체공학 장치를 

이용해 혈관주위세포의 알려진 효과를 입증했다.

(3) 방사요법

HNSCC 같은 일부 암에서는 표준 치료법에 감마선 조

사(irradiation)가 있다. 그 결과 미세 유체공악 장치가 

단지 종양 표본의 생존력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닌 조사를 

지속하는 쪽으로도 개발되어 왔다. HNSCC PDME 샘플

에의 조사에 쓰이는 미세 유체공학 장치는 대부분 PDMS

로 구성되지만, 여기에 유리, 최근에는 polyether ether 

ketone (PEEK)도 포함한다. 가장 큰 규모의 환자 수로 

진행된 실험에서88 환자 35명의 표본이 3 mm2 PDME 샘

플로 분할되어 미세 유체공학 장치에 실려 72시간 배양

되었다. 이 연구는 Gy를 높이면 apoptosis의 지표가 늘

어나지만, 임상에서의 양을 쓰면 apoptosis는 22시간 

후에 줄어든다. 후속 연구에서89 HNSCC 환자 5명(3명

은 원발 2명은 전이)의 PDME를 0에서 20 Gy까지 실험

했지만 조사 후 24시간 동안만 배양했다. 흥미롭게도 전

이 샘플이 조사에 내성이 클 것이라 예상한 것에 반해, 전

214 https://doi.org/10.22465/kjuo.2021.19.4.197

KJUO



이 PDME의 3분의 2가 비전이 샘플에 비해 15 Gy에서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환자 5명의 PDME

는 조사에 대해 무반응부터 가벼운 반응까지 굉장히 다

양한 반응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종양 내, 종양 간 이

질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에서 환자의 특이적 반응

을 결정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환자 당 많은 복제물을 만

들어 종양을 개별 분석하는 것의 가치가 두드러졌다.89 

Kennedy 등90의 연구는 PEEK 유래 미세 유체공학 장치

를 환자 18명으로부터 생으로 적출된 샘플을 로드하기 위

해 썼다. 표본을 vibratome slicing으로 자르고 중간에 2

시간 관류를 끼고 68시간 동안 배양했다. 표본은 2 Gy 조

사와 ±cisplatin에 노출되었고, 이는 대조군보다 증가한 

apoptosis 염색을 보여주었다. 종양 내 이질성은 조사 치

료 전후의 모든 면역조직화학적 마커에서 확실했다. 이러

한 PEEK 시스템의 장점에는 사용하기 쉬운 설정과 조사

에 따르는 결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이 미세 

유체공학 장치는 chamber가 4개밖에 없어, 동시에 연구

할 수 있는 복제의 수에 한계가 있다.90

3) Tumor-on-a-chip

지난 10년간 organ-on-a-chip 시스템에서 파생된 수

많은 tumor-on-a-chip 시스템이 대용량 기술을 받아

들이며 암의 다양한 동적 양상의 복잡성을 제공할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들 시스템은 미세 유체공학에 의

존하고 다세포 구조, 조직-조직 인터페이스, 혈관 관류를 

지속할 수 있는 생체 모방의 물리적 미세환경을 제공함으

로써 개별 종양 모델의 이점도 가진다. 다만 침윤, 이동, 

혈관 진입, 혈관 이출, 전이 같은 동적 암 진행 모델은 주

로 세포주를 이용해 개발되어왔다. 최근에 와서야 환자유

래 종양 물질과 기질을 결합해 더 복잡한 “개별화 tumor-

on-a-chip”에 다가가고 있으나, 이 역시 제작 과정에 세

포주가 들어간다. 주로 cytokine 세부 정보와 단일 세포 

유래 spheroid나 체외이식물에의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쓰인 단순한 미세 유체공학 시스템을 소개한 이전 

절과는 달리, 이번 절에는 생물학 연구에 약물 반응 검사

를 위한 다양한 세포 종류와 결합한(면역 시스템과 전이 

발생을 모방한) 더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1) Immune-system-on-a-chip

암 모델링의 영역에서 면역 반응은 in vitro에서 재현

하기가 복잡해 면역 반응을 상대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일

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상식이었다. 그러나 tumor-on-

a-chip은 환자유래 물질을 세포주에 결합함으로써 염증 

반응과 면역 세포-종양 상호작용을 자세히 연구할 수단

을 주어 이 방향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Moore 등91은 ex-vivo immune-oncology 

dynamic environment for tumor biopsy (EVIDENT)

라 불리는 COC 유래 미세 유체공학적 모델을 개발해 

환자에 맞춰진 유동 tumor-infiltrating lymphocyte 

(TIL)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12개의 분리된 생검 단편을 

수용할 수 있게 했다. 이 EVIDENT 미세 유체공학 시스

템은 정량화할 수 있는 수준의 TIL 침윤과 종양 괴사를 

나타내 유동 TIL의 ICB 처치에 대한 in vivo 종양 반응

을 모방한다. 혁신적으로 이 시스템은 시각적으로 투명도

가 높은 재료를 쓰고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습득하고 분석

할 수 있는 고해상도 공초점 현미경에 로드 할 수 있다.91 

물론 이 방법도 세포주가 들어가 있지만, 이 연구는 한 

NSCLC 환자의 샘플도 추가로 연구했다. TIL 투여 24시

간 후에, 투여한 NSCLC 종양 조각에서 세포 apoptosis

와 거의 비슷한 현상과 함께 상당한 TIL 침윤이 나타났고 

이는 시간의 흐를수록 더 나타났다. 다른 연구는 세포주 

종양 organoid를 재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분화된 

환자유래 면역 세포의 추가로 인한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 

미세 유제공학 장치를 사용했다. 그 예로 Lee 등92은 B형 

간염 바이러스 특이적 T세포에 대한 단핵구의 면역억제 

능력과 ICB 신호전달의 역할을 조사하기 위해 정적 3D 

미세 유체공학 모델을 이용해 간내 종양 미세환경 모델

을 개발했다. 이 미세 유체공학 장치를 이용하는 것의 3D 

microchamber를 앞선 장점은 처음 HepG2 cell line 

무리와 환자 단핵구, 그 다음으로 환자유래 T 세포 순으

로 순차적으로 주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핵구가 레트

로 바이러스로 형질 도입된 T 세포의 암에 대한 세포독성

만 억제하고 세포독성이 단핵구의 존재에 영향을 받지 않

아, 다르게 생성된 T 세포들 사이에 기능적 차이점이 존재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미세 유체공학 장치(동

적 3D)에서만 관찰되고 정적 2D 환경에서는 관찰되지 않

는다.

(2) Metastasis-on-a-chip

전이의 동적 진행은 미세 유체공학 플랫폼을 이용한 연

구에 매우 적합하고, 뼈 전이에 대해 깊게 조사되었다. 

이는 MM에 대해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일차 MM 

세포가 쉽게 접근 가능하고 뼈와 유사한 조직으로 구성

된 미세 유체공학 장치에 쉽게 주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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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g 등93은 “3D 골화 조직”이라 부르는 것을 발명하

였다. 이 연구는 많은 review가 있을 정도로 미세 유체공

학계에서 자주 인용되는데, 이 연구의 한계점이 대부분

의 review에서 빠져 있다. 이 “3D 골화 조직”이라는 호칭

은 맞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인간 뼈모세포(hFOB 1.19 

cell line) 한 층으로 되어있는 이 “조직”은 MM 환자에

게서 골수 단핵 세포를 4시간 동안 뽑기 전에 미세 유체

공학 chamber의 평평한 표면에서 4일간 배양된 후, 관

류한 배양에 21일간 배양한다. 논문에 쓰이는 부적절한 

“scaffold”라는 용어 때문에, 물리적인 3D scaffold가 조

직을 키우는 데 쓰인다고 착각한다. 구조적으로 뼈모세포 

유래 조직은 60 µm보다 작다. 또한 CD138+와 CD38+ 

CD56+ 집단은 7–21일 사이에 증식이 멈추고 집락을 형

성하기 전 뼈모세포 층의 꼭대기에서 7일간 증식하는 데

에 충분한데도, 뼈 전이에 중요한 뼈 ECM 표지자의 특성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저자는 MM cell의 존재 하에서 결

정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는 양적 측정

이 아니라 눈으로 관찰한 결과다.93 같은 연구진이 한 후

속 연구는 뼈모세포/MM 세포 상호작용과 어떻게 뼈모세

포의 N-cadherin MM 세포를 뼈모세포 층으로 옮겨 유

지하는지에 대한 기계론적인 논의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 공동배양한 일차 MM을 어떻게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후속 연구는 오직 일차 세포만을 이

용해 유체공학 장치에서 뼈 기질/MM 세포 상호작용과 

약물 반응을 심층 조사했으나94 골수 미세환경은 tumor-

on-a-chip 시스템이 아닌 미세 유체공학 기술의 보조를 

받는 단순 2D 공동 배양 모델을 반영했다. 흥미롭게도 환

자 1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백질 분해효소 복합체 

억제제 bortezomib에 대한 반응은 in vitro 모델의 반응

과 일치했으나, 이는 오직 MM 세포가 CD138- 골수 기

질세포와 공동 배양되었을 때 뿐이었다. 이 결과는 복잡

한 구조의 3D 미세환경을 가질 필요성에 의문을 던진다.

최근에 내피조직, 폐, 간을 포함한 각 개별 chamber에

서 다양한 종류의 organoid를 재생하기 위해 독창적인 

multi-organ-on-a-chip 기술에서 파생된 multi-site 

metastasis-on-a-chip에서 HA-gelatin hydrogel의 

광-패터닝과 미세 유체역학과 결합했다.95 결장직장암의 

upstream organoid를 재순환하는 액체 흐름 하에 최대 

15일까지 배양함으로써, 형광 표지된 종양 세포가 결장직

장암 organoid에서 떨어져 다른 chamber의 장기에 전

이되는 것을 추적했는데, 간과 폐에 잘 안착했고, 이는 임

상적으로도 그렇다. 이 연구는 전부 세포주(HCT116)로 

수행되었지만, 환자유래 원발 종양 세포와 비슷한 시스템

의 이용은 개별 전이 전파 정도와 개별화 치료 선택을 평

가하기 위한 더 전체론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고      찰

3D 세포 배양의 발전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암의 발달

과 진행에서 발생하는 특이적 세부사항 등 새로운 발견을 

이끌었다. 각 3D 모델은 고유의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

고, 전형적이지만 어떤 모델도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 없

으므로, 암 이질성을 연구할 때 여러 모델로 접근하는 것

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 오늘날 환자 특이적인 대표 

전임상 플랫폼을 공급할 수 없는 것이 개별화되고 효율적

인 암 치료를 해치는 주요 원인이다. 희망적으로 3D 종양 

모델링이 이 길에서 부분적으로 실제 종양의 이질적 환

경을 모방할 수 있는 진보된 모델링 기술과 혁신적인 바

이오 재료를 융합해 엄청난 진척을 이루었다. 그러나 불

행히도 이러한 시스템은 ex vivo에서 조직 접근성, 조직

의 질, 조직의 생존력 등에 한계가 있어 시스템상으로 환

자유래 물질을 활용하는 데에 실패해 응용력이 떨어졌다. 

환자유래 종양의 ex vivo 배양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압도

적으로 PDO와 PDS를 활용해 scaffold-free/Matrigel 

접근법을 이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96 이는 최소화

된 공정을 거치고 빠르게 약물을 검사할 수 있게 했다. 이

러한 전략은 단순화, 생산량, 적은 노동력, 상대적으로 높

은 처리량이라는 면에서는 이득을 제공해 제약 회사에게

는 매력적이겠지만, 이러한 모델은 묶음마다 존재하는 이

질성과 이질성을 고려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3D 기질 네

트워크의 부재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기관이나 조직을 모방하기 위해서, 화학자, 생물학자, 

의공학자들이 기술과 지식의 협력을 통해 spheroid에 환

경을 제공하고 원래 organoid에서 온 다수의 지지 세포

류의 배양을 도와주는 좀더 in vivo를 닮은 종양 미세환

경을 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CAF의 사용

은 모델과 상대적으로 쉽게 결합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

한 요소이지만, 종양 모델의 이질성을 높일 수 있기도 하

다.22 그리고 조직 특이적 내피세포와 혈관지지세포는 환

자와 기관 특이적 혈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데, 이는 종양 

세포 생존과 전이에 상당한 하류 효과를 일으켜 영양과 

치료법에 접촉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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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는 수집, 확장, 3D 환경에서의 유지가 어렵기에 이러

한 이질성 양상을 위해 HUVEC을 사용해볼 수 있다.

생물반응기, 미세 유체공학, tumor-on-a-chip 같은 

생물공학 접근법은 통제된 동적 공동 배양을 위한 통합적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질성을 높이는 흥미로운 옵션

을 제시하며, 여기에는 적절한 개별 미세환경에 특이적인 

물리적, 화학적 경사를 포함한다. 종양이든 기질 유래물이

든 동적 플랫폼으로 통합된 지지 scaffold 바이오 재료와 

조합한 환자유래 물질의 이용은 가장 높은 수준의 이질성

을 제공해 따라서 종양 모델에 적절할 것이다. 전이의 특

이적 환경에서 multi-site organs-on-a-chips는 이 방

법으로 완벽하게 환자 특이적인 미세 기관을 재현하는 것

이 불가능해도 증가한 복잡성을 위한 적절한 후보다. 이

러한 경우에는 기관 특이적 세포주 유래 organoid와 일

차 환자유래 종양의 혼합물이 전이 평가와 개별화된 화

학 치료 지침에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추가로 다

세포나 다장기 모델 개발에서 모델을 어떻게 크게 하는지 

의문이 남는다. 연구자가 실제 크기의 종양과 그 바탕질을 

in vitro에서 개발하면서 영양과 산소 결핍으로 인해 세

포/조직 죽음과 괴사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혈관과 다

른 구조의 이식이 종양 모델에 필요하며 관류, 기능성, 내

피세포 기원과 표현형, 그리고 종양세포와의 공동배양이

라는 추가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목표가 멀어 보

이지만, 사실 이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가까이 와있다. 

독립된 3D 배양과 신경이나 뉴런과의 조합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세포류와 조직 구조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자동화된 피펫팅, 이미징, 다른 기계화 

전략을 통해 대용량으로, 재생가능한 결과를 낼 수 있게 

할 것이다.40 최종적으로 환자 특이적 미세환경에 대해 고

려할 사항은 적절한 특징화 기술과 함께 새로 나오는 공

학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질성을 

고려하고 포괄적으로 통합된 기술을 향해 나아갈 때에 복

잡한 종양 미세환경을 복원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통해 개별 암 진행과정을 이해하고 개별 치료를 현실적으

로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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