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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사람의 외이는 자생 능력이 매우 낮아 
소이증 등 선천적 또는 외상 등 후천적 사고에 
의해 연골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치료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많은 의사들이 늑연골을 
이식한 수술 또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인공 
대체재로 손상된 외이를 치료하고 있고 
있으나[1], 염증, 감염으로 인해 재건된 외이가 
붕괴되거나 이식된 인공대체재가 피부 외부로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 최근, 조직 
공학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외이는 인체의 외형 
중에 가장 복잡한 3 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고, 
탄성 연골 내의 elastin 섬유의 분포 때문에 
매우 강한 탄성을 가지는 동시에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단순히 
외이 외형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도전 
과제이며, 완전한 외이를 재생하는 것은 연골 
재생 분야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공학 분야의 하나인 자유형상 
제작 기술과 세포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여 
외이를 재생하고자 하며, 외이 재생을 위해 
자유 형상 제작 기술 기반의 시스템인 Multi-
head deposition system (MHDS)과 희생층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3 차원의 복잡한 형상의 외이 
재생용 다공성 인공지지체를 제작한 뒤, 
제작된 인공지지체 내부에 세포들을 
위치시키기 위한 기초 실험을 수행하였다. 

 
2. Materials and methods 

 

 
Fig. 1 Limitation of FDM technology  

본 연구단에서 개발한 MHDS 는 온도 조절 
및 공압 시스템이 있어, 생체재료를 고온의 
열로 녹여 분사할 수 있다. 또한, 각각 위치 
조절이 가능한 4 개의 서로 다른 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재료로 구성된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다. 

표면의 굴곡이 심하고 복잡한 외이 형상의 
인공지지체를 layer-by-layer process 로 제작하면, 
Fig. 1(A)와 같은 한계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층 공정 기술을 기존의 
인공지지체 제작 기술에 적용하였다(Fig. 1(B)). 
동시에 인장 실험(UTS 장비, Instron 3344)을 
통해 제작된 인공 지지체가 외이와 유사한 
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line width 및 
pitch 를 결정하였다. 외이 재생용 인공 지지체 
및 희생층에 사용될 생체재료로 PCL (Poly 
caprolactone, Mw=43,000-50,000, Polysciences)과 PEG 
(Poly ethylene glycol, Mw 20000, Sigma-Aldrich)을 각각 
선정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of auricular shaped 

scaffold 
 

Condition Pressure Temperature Scan velocity 

PCL 650 kPa 105°C 108 mm/min 

PEG 100 kPa 75°C 210 m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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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ecimens and tensile test  

PCL 과 PEG 를 이용하여 Table 1 의 조건에 
따라 희생층 공정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외이 형상의 다공성 스캐폴드를 
제작하였다. 또한, Fig. 2 과 같이 인장 실험을 
위한 시편(30mm × 5mm × 0.4mm)을 준비한 뒤, 
인장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제 외이의 기계적 
강도와 이 결과를 비교하여 외이의 탄성과 
유사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line width 와 
pitch 를 확보하였다. 

또한, 세포 프린팅을 위한 기초 실험으로 
4% w/v 의 alginate hydrogel 과 ASC(human 
adipose derived stem cell)를 일주일 간 ASC 를 
연골 및 지방 세포로 분화시킨 뒤, 4% alginate 
hydrogel 에 균일하게 encapsulation 하였다. 연골 
세포가 포함된 hydrogel (chondrocyte-laden 
hydrogel, CLH)과 지방 세포가 포함된 hydrogel 
(adipocyte-laden hydrogel, ALH)을 일주일 간 co-
culture 하여 연골 및 지방 조직의 재생 정도를 
Real time PCR 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3. 결과  
PEG 는 가공이 용이하며, 세포 특성이 

없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제거가 용이하여 희생 
층 재료로 충분히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제작된 구조물을 통해 형상의 
제약이 없이 원하는 형상을 제작할 수 있음을  

 

 
Fig. 3 Results of tensile test 

 
Fig. 4 the AS-scaffold and its flexibility  
확인하였다. 또한, 인장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실제 외이의 Young’s modulus 및 yield 
strength 와 유사한 line width 와 pitch 를 결정할 
수 있었다(Fig. 3). 희생층 공정 기술과 선정된 
line width 와 pitch 를 적용하여 외이 형상의 
인공지지체를 성공적으로 제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귀와 비슷한 탄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4). 또한, Real time PCR 결과 
연골 세포와 지방 세포가 co-culture 환경에서도 
동시에 자기 조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론  
생체 재료를 이용한 희생층 공정 기술은 

인공지지체 제작에 있어 형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기계적 강도를 갖는 인공지지체 제작 기술을 
통하여 맞춤형 인공지지체 제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세포 실험을 통하여 세포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외이의 재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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