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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Cancer Microenvironment Bio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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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is the tissue complex consisted with heterogeneous cellular compositions, and microenvironmental cues. 
During the various stages of cancer initiation, development, and metastasis, cell−cell interactions as well as 
cell-extracellular matrix play major roles. Conventional cancer models both 2-dimensional and 3-dimensional (3D) 
present numerous limitations, which restrict their use as biomimetic models for drug screening and fundamental 
cancer biology studies. Recently, bioprinting biofabrication platform enables the creation of high-resolution 3D 
structures. Moreover this platform has been extensively used to model multiple organs and diseases, and this 
versatile technique has further found its creation of accurate models that figure out the complexity of the cancer 
microenvironment. In this review we will focus on cancer biology and limitations with current cancer models and 
we discuss vascular structures bioprinting that are critical to the construction of complex 3D cancer organoids. 
We finally conclude with current literature on bioprinting cancer models and propose future perspectives. (Korean 
J Urol Oncol 2017;15: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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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암의 미세환경은 엄청난 복합체로 이루어져있으며, 암의 

다수는 돌연변이화된 상피세포로부터 기원한 암세포, 내

피세포, 섬유아세포, 세포 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

로 구성된 주  간질에 이르는 다양한 미세환경과 상호 작

용하면서 증식한다.1-3 암세포는  신생 인자의 구체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를 생성시키고 간질 세포 

 주  염증 세포( 식세포, 호 구  비만세포)와의 상

호 작용을 진시킴으로써 그들의 증식  이동을 조 한

다.4 화학  신호(성장 인자  사이토카인)  생물물리학

 신호(간질 내압  매트릭스 역학)를 비롯한 종양 미세 

환경은 매우 복잡하며 시간에 따라 진행되며 종양의 성장 

 이에 요한 역할을 한다.4,5 이 미세환경은 질병의 상

이한 단계마다 나타나는 특유의 주요 특징(세포  ECM 조

성물, 매트릭스 강성  신생정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작용이 매우 역동 이다.6,7 따라서 암세포와 상호 작용하는 

모든 주요 요소를 분해하여 종양의 성장과 이동에 어떻게,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2465/kjuo.2017.15.3.103&domain=pdf&date_stamp=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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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언제 련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한 암 종양

의 이형성  이종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8-11 이러

한 이질성(heterogeneity)때문에 환자 맞춤형 치료는 높은 복

잡성과 가변성을 띄게 된다.12

통 인 동물에 기 한 생체 모방 암 모델이 반드시 인

간의 생리학과 약물 반응을 재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3D 암 모델은 인체 내 

종양 세포/기질 구성과 질병의 유형과 일치하는 한 종

양 세포/기질을 재구성하여 환자의 생체 내 종양 미세 환경

을 정확하게 모방하고, 정 한 기계학 인 연구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화된 항암제 치료 스크리닝을 

한 도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 한다.13-15 이 논문에서는 조직 

공학  근을 통해 시험  내 3-dimensional (3D) 암 모델을 

생성하는 기존의 방법  한계에 하여 논하고, 정확한 공

간 정 도와 성분 정 도를 가져 복잡한 조직 구조물을 생

산할 수 있게 하는 3D 생체인쇄기술을 소개한다. 마지막으

로 생체모방 암 모델 제작에 한 3D 생체인쇄기술의 용

과 향후 망에 해 논할 정이다.

시험  3D 암 모델 구축을 한 통상 인 근법

재의 시험  암 모델의 범 는 2-dimensional (2D) 단층

모델뿐만 아니라 기존의 조직 공학  근법을 이용한 3D 

공동 배양(cocultures) 모델까지 다양하다. 평면 인 암 모델

(planar cancer model)은 1950년  반부터 오랜 역사를 가

지고 있으나 생체 내 반응과 비교할 때 특히 약물반응에 

강한 차이를 나타낸다.16,17 이러한 차이 은 2D 모델에는 종

양 미세환경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며 결과 으로 2D 암 

모델의 응용과 효능은 매우 제한 이다.18-21 이러한 2D 단

층배양의 결 을 완화하기 해, 회  타원체 공동 배양기

법과 3D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3D 암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후속 으로 개발되었다.22 

일반 으로 다세포 종양 회  타원체라고 불리는 종양세

포의 집합체는 세포를 아가로오스(agarose)  폴리디메틸

실록산(polydimethylsiloxane)과 같은 비 부착성 표면에 종

하여 생성할 수 있다.22,23 회  타원체 생성을 한 다른 방

법에는 “hanging drop”24,25을 이용해 바닥에서 종양 세포의 

응집을 유도한다.26 회  타원체에서 응집하는 세포는 생체 

내 세포와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는데, 심부의 괴사가 원

형에서 형성된다.27 개선된 기능을 가진 다세포 종양 회  

타원체는 근본 인 암 생물학27  약물 스크리닝  검증

에 사용되었다.28-30 2차원 배양과 비교하여 더 발 되었지

만, 다세포 종양 회  타원체를 기반으로 한 3D 모델은 종

양 미세 환경의 주요한 ECM 요소가 부족하다.4,31

이러한 문제 의 극복을 해, 하이드로겔 는 다공성 

스 폴드를 기반으로 암 ECM을 모방한 3D 매트릭스를 종

양세포와 결합시킨 생체모방 암 모델을 개발했다.32-36 매트

릭스 재구성을 한 생체 합물질인 다양한 하이드로겔은 

콜라겐,37 피 린,38  마트리젤(Matrigel)39,40과 같은 천연 

고분자에서 추출하며, 종양 ECM의 요한 특성을 재 할 

수 있기 때문에 암 모델링의 맥락에서 일반 인 매트릭스

로 사용된다.40 다른 방법으로, 3D 스캐폴드는 폴리에틸  

리콜(polyethylene glycol, PEG), 폴리락트산(poly-lactic 

acid), 폴리 리콜산(poly-glycolic acid), 폴리에틸 리콜 

등의 화학   물리  특성을 보다 잘 제어할 수 있는 합

성 폴리머로 제조될 수 있으며, 이들의 공  합체 폴리(락틱

-코- 리콜산, poly-lactic-co-glycolic acid)가 포함된다.41,42 다

공성 스캐폴드를 사용하여 생성된 3D 암 모델은 시험  내

와 생체 내 이식 후 마트리젤(matrigel)에 내장된 2D 단층배

양  3D 조직보다 향상된 성장 인자의 분비와  형성을 

보인다.32

생체모방 암 모델 구축을 한 생체 인쇄 기술

재의 3D 시험  모델과 련된 주요 문제 은 단순화

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형성의 가능성이 매우 제한

이라는 이다. 를 들어, 다세포 종양 회  타원체

(multicellular tumor spheroids) 는 3D 스캐폴드 기반 종양

(3D scaffold-based tumors)은  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크기가 제한되며, 종양 세포와 ECM 조성물의 조직화된 공

간 분포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생체를 모방한 

시험  내 3D 암 모델(biomimetic 3D in vitro cancer models)

을 구축하기 한 목 으로 3D 생체 인쇄 기술 활용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3 

1. 생체 인쇄 기술

생체 인쇄 기술은 일반 으로 생체 잉크를 사용하는데, 

이는 세포와 같은 생물학  성분을 가지고 공간 으로 생

체를 모방한 방법으로 만드는 기술이다.44,45 3D 인쇄는 수십 

년 에 개발되었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생체 합물질을 

사용해서 정교한 생물학  구조를 제작하는 기술로 발 하

다.46 생체 인쇄 기술의 일반 인 방법에는 잉크젯 인

쇄,47,48 압출기반 인쇄,49,50 이 지원 인쇄51,52와 조형기

술이 있다.53-55

잉크젯 생체 인쇄는 열  는 압 구동에 의해 활성화

되어 확립된 드롭-드롭(drop-by-drop) 부착 메커니즘을 기반

으로 하며, 일반 인 카트리지의 설정은(셀이 가득 찬) 생

체 잉크로 채워져 있고, 이 잉크는 컴퓨터 로그램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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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되는 동 스테이지와 동기화된 린트 헤드를 통해 

방울로 분사되어 특정 치에 부착되고 3D 구조물을 구축

한다.44,45 잉크젯을 사용한 생체 인쇄는 다른 방법에 비해 

상 으로 렴한 비용, 빠른 속도, 부착된 구조물상에서 

세포의 높은 생존력을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56,57

압출 기반 생체 인쇄는 노즐을 통해 공기의 압력 는 

기계식 압력을 사용하여 생체 잉크를 분사하는 방법으

로,44,45 비교  비용이 렴하고 간 빠르기의 속도를 제공

한다.

이 지원 인쇄(laser-assisted bioprinting) 는 이 유

도 인쇄(laser-induced forward transfer)의 경우, 간층을 필

요로 하는데 이 간층은 집 된 에 지를 흡수하고 고압 

버블의 국지  생성을 이용해 이  자극에 반응하는 것

으로 이 방법은 선택된 기 (substrate) 에 간의 생체 잉

크를 정 한 방울의 형태로 분사하는 것이다.44,45 그러나 이 

방법은 비용이 비싸고 계측이 부피가 클 뿐만 아니라 생체 

잉크보다 선택이 제한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조 기술은 을 함유한 하이드로겔을 패턴화할 수 있

게 로그래 된 미러 어 이(mirrors array)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마스크로 선택 으로 포토 크로스 링크 패턴을 촬

하기 해 계층- 이어 방식(layer-by- layer manner)으로 

바이오 연료 탱크에 투 된다. 이것은 3D객체 구조물을 수

직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서 매우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

다.53-55,58,59

이러한 모든 생체 인쇄 방법은 기존 근법에 비해 3D 

공간 내에서 세포 배분을 매우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있으

며, 규모 구조물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여 생체 내 조직을 

모방한 복잡한 암 미세환경을 재 할 수 있다.

2. 생체 잉크의 종류

종양의 ECM은 종양  간질 세포와 함께 종양 미세환경

을 구성하는 세포 외 단백질과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4,7,18,21 

종양기질의 구성은 종양 유형  단계에 독특한 특징이 있

으며 환자 간에 강한 이질성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시험 

내에서 종양의 표 형을 유지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한

다.60 한 매트릭스의 단단함은 지지  같은 역할을 하여 

종양의 개시, 진행  이를 조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

다.61-65 따라서 종양 모델 제작에 사용되는 생체 잉크는 암

의 생체 인쇄에 필요한 조건들에 충족되도록 신 하게 선

택하거나 설계해야 한다.

생체 인쇄를 해 사용되는 생체 잉크는 일반 으로 하

이드로겔(hydrogel) 형태이며, 이는 인쇄성, 가교 결합 메커

니즘(cross-linking mechanisms)과 생체 합성을 지녀야 한

다.44-46,66-69 생체 인쇄된 조직 구조체의 인쇄성은 생체 잉크 

자체의 물리  성질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지만, 구조물

의 후속 안정화는 추가 인 가교 결합 단계(cross linking 

step)에 의해서도 좌우된다.46,70 일반 으로, 가교 결합 방법

은 두 가지 방법을 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알긴산의 경우

와 같은 이온  상호작용 기본으로 한 물리 인 가교 결합

과,71,72 하이드로겔 구체를 포함하여 합체의 메타크릴

화 형태와 같은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학 인 가교 

결합 방법이 있다.44,73-75

기존의 생체 잉크는 합성물( : PEG  그 유도체, 루

로닉스)과 천연물( : 콜라겐, 히알루론산, 피 린, 알긴산, 

젤라틴)에서 기원한 수많은 종류의 생체 합 물질

(biomaterial)에서 유래되었다.44-46,76,77 천연 생체 합 물질의 

주요 이 은 생체 합성  고유의 세포 부착 리간드의 

존재와 같은 우수한 생체 활동에 있으나 일반 으로 이것

은 기계 인 성질이 약하고 조 이 어렵다는 단 이 있었

다.46,78 그와는 반 로, 합성 생체 합물질로 된 생체 잉크

는 범 한 범  안에서 기계  성질, 분해  생체 활성을 

쉽게 조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41,79,80 각각의 암 유형에 

최 화된 생체 잉크를 사용하기 해서는 천연  합성 생

체 합물질들의 조합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합은 암 조직

에 한 생존력, 생물학  활동과 기능 인 측면의 재 성

을 최 한으로 기 할 수 있다.

최근에는 decellularized ECM (dECMs)에서 유래한 생체 

잉크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조직에 특이 인 dECM을 표

인 탈세포 차에 따라 공정한 후 다시 이를 수화함으로

써 얻을 수 있다.45,81-83 dECM 기반 생체 잉크의 장 은 생체 

인쇄 과정에서 표  조직에 유사한 생체 물질과 생화학  

신호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생체 인쇄한 구조물과 실제 조

직과 유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구조의 생체 인쇄

범 한  형성은 암의 요한 특징으로 시험 상의 

암 모델을 구축하는 데 요한 요소인데 생체 인쇄는  

같은 구조물을 3D 조직상에 만들어 낼 수 있다.6,7,84 이를 

하여 sacrificial bioprinting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데, 하이드로겔 매트릭스가 주형 주 에 주조되고, 마지막

으로 주형이 선택 으로 제거되어 류 가능한 채 이 하

이드로겔 내에 매립된다. 이러한 빈 채 은 더욱  내피

세포 내제화를 이용하여 으로 인쇄할 수 있다. 희생  

생체 인쇄를 통한  생성을 달성하기 해 다양한 종류

의 재료가 선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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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생체 인쇄

재 사용되고 있는 3D 암 모델은 실험실마다의 차이, 조

직 패턴화에 한 제한된 통제, 낮은 처리량 등의 여러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으므로3D 생체 인쇄는 이러한 한계

을 해결하기 한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의 방법으로 생체 모방 암 모델에 한 생체 인쇄 

시도는 아직 많지 않다.

앞서 언 한 의 새로운 생성은 부분의 암 종류에

서 필수 인 양소와 산소를 공 함으로써 암세포가 자라

는 데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6,7,84 이 부분에 해서, 

연구자들은 sacrificial bioprinting과 다세포 회 체를 결합한 

아교모세포종(glioblastoma)  신생 모델을 개발한 바 있

다.85  내피세포에 심어진 마이크로 채 이 콜라겐 지지

체에 생체 인쇄되고, 이후에 환자로부터 얻어진 신경교종

(glioma) 기세포를 포함하는 회 체가  채 에 주사

되는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신경교종 회 타원체는 7일 동

안 차 으로 리모델링되어 증식하고  형성을 보여 

암세포-  간의 간극(niche)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한 종양의 미세환경을 심으로 하는 연구 한 진행

되고 있는데, 3D 자궁경부암 모델을 직  생체 인쇄할 수 

있도록 HeLa 세포들을 젤라틴/알지네이트/피 리노겐으로 

구성된 생체 잉크에 캡슐 형태로 제작한다.86,87 통 인 2D 

모델에 비해 생체 인쇄된 3D모델이 암세포의 확산, 생존 능

력 그리고 화학  요법에 한 반응이 생체와 유사하며, 우

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이크로 섬유 메트릭스(microfibrous 

matrix)의 네트워크를 디자인 할 수 있다. Droplet 생체 인쇄

를 사용하여 난소 암 세포인 OVCAR-5와 마트리젤에 정상

인 섬유아세포를 사용하는 공동 배양 모델도 제작되었으

며, 세포 간의 간격 배분뿐만 아니라 세포의 도를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어 생체와 유사한 종양의 

미세환경을 만들 수 있다.88 

면역세포는 암세포의 변형에 극 으로 여하는 세포

로써 종양 미세환경의  다른 요한 구성요소로 알려져 

있다.5 MDA-MB 231 유방암 세포와 식세포 간의 작용을 

밝 내기 한 공동 압출(coextrusion) 생체 인쇄 모델이 보

고되어 있다.89 두 세포 타입은 생체 인쇄의 카트리지 내에 

따로따로 주입되며, 공간 으로 분리(통제)된 상태에서 공

동 압출이 진행된다. 여기에서 이 유방암 세포들은 식세

포와 함께 CaCl2 용액에 섞인 후 코어를 통해 내보내진 후 

아르긴산의 바깥층을 가교 결합하는 동안, 아르긴산 생체 

잉크에 각인되어 인 홈을 통해 달된다. 처음부터 코어 

마이크로 채 (core microchannel)에 있던 식세포의 경우 

주 의 유방암 세포와 작용하기 해 서서히 이동해 나가

는데, 이는 종양세포와 주 의 간질세포상 간의 상호작용

을 밝 내기 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한 정 하게 디자

인된 niche에 종양세포를 생체 인쇄하는 것 역시 암세포의 

이와 이동에 한 미래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90 

비뇨기계 암에서 시험  3D 암 모델 구축을 한 

재까지의 연구 황

신장, 요 , 방 , 립선  요도로 구성된 비뇨기계에서 

다양한 암이 발생하지만, 신장암, 방 암  립선암이 주

로 발병하며, 많은 연구들이 이들 암을 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Liu 등91은 microfluidic system을 이용하여 방 암 미

세환경을 제작하 는데, 방 암 세포주 T24, 기질세포, 

내피세포, 식세포를 3D 환경에서 공동 배양하 다. 

류시스템을 이용하고, 서로 다른 크기의 채 을 이용하여 

4가지 세포를 공동 배양할 수 있는 최 의 조건을 구축하

고, 이를 이용하여 자들은 방 암에 한 다양한 신보조 

항암치료법의 효과를 비교하는데 활용하 다. Zhao 등92은 

동일한 microfluidic system을 이용한 방 암 미세환경에서 

식세포  암세포의 이동에 lactate shuttling이 향을 

다고 보고하여 암세포의 이동에 하여 용이 가능함을 

보고하 다. 상기의 연구들은 방 암 3D 암 모델의 개발이

라는 데 의의가 있으나, 디자인이 복잡하고 제작이 어려운 

은 상용화의 걸림돌이다.

립선암은 재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진단  치료에 하여 3D 암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Salmanzadeh 등93은 자기장에 한 립선암세포의 반응

을 microchip  립선암세포주 PC3 스페로이드 배양을 이

용한 3D 암 모델을 이용하여 연구하 다. 립선암세포주 

스페로이드는 280 Vrms 자기장을 쐬었을 때 작아지는 경

향을 보 으며, 이를 이용하여 암 치료에 응용하거나 이 

기 에 한 연구를 수행 에 있다. 아직까지는 비뇨기계 

암의 3D 암 모델 구축에 한 연구는 기 단계이고, 부

분의 연구들이 암의 발견에 집 되어 있으므로 향후에 다

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  망

3D 생체 인쇄 기술의 발 은 정 한 조직의 구성과  

신생을 통해 시험  내 3D 조직 모델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 다. 하지만 3D 암 모델에 생체 인쇄 기술이 용된 것

은 최근의 일이며, 향후 기  생물학분야뿐만 아니라 항암

제 스크리닝과 개인화/맞춤화된 암 치료법을 발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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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양하게 사용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낮은 생존 능력과 암  기질세포들의 자연  표 형을 유

지하는 것이 3D 생체 인쇄 기술을 이용한 3D 암 모델을 개

발하는데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개인화된 암세포 모델링

을 달성하기 해서는, 세포의 생체 활동과 표 형을 그들

이 native niches에서 가진 그 로 보존하는 것이 매우 요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체 인쇄 과정 자체에서 세포에 가

해지는 스트 스는 세포의 생존력을 떨어뜨린다. 한 생

존력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생체 인쇄되는 과정에서 

가해지는 스트 스로 인해 표 형이나 기능 인 부분에서 

변형이 생길 수 있다.94-97 따라서 생체 인쇄 과정의 매개 변

수들(생체 잉크의 도, 압출 비율, 노즐의 움직이는 속도)

을 제 로 설정하는 것이 생존력과 표 형이 보존된 세포

를 만들어내는 데에 아주 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는 합한 생체 인쇄 조건을 통한 생체 잉크의 개발 

 생체 잉크 결합 기술을 통한 암세포 생체 인쇄 분야의 

발 이 이 의 암 모델의 문제 을 개선할 것으로 기 하

며, 결국 환자 유래 체세포, 기질세포, 암세포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화/개별화된 암 치료 방법으로 응용될 것으로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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