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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면서네오덤의우수성이소개되었고2007년세

계동물실험대체법학회에서다시한번높은평가를받

았다. 

현재 네오덤은 2004년 당시 일본에서 네오덤의 판

매를 담당했던 J-TEC사가 당사의 네오덤을 역개발

하여 ‘Labcyte’라는제품을출시하 음에도불구하고

일본을포함한아시아및유럽에서도호평받고있다.

또한, 국내외 대학 및 정부연구소뿐 아니라 다국적기

업의연구소와국내유명화장품회사에서독성및유

효성평가목적으로사용되고있으며, 앞으로도그수

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기대한다.

향후 전망
우리나라에서 조직공학제품이 선보이기 시작한 것

은 극히 최근의 일이나 피부세포치료의 시장의 잠재

력은 매우 크며 세계적인 성장추세와 발 맞추어 빠르

게 자라나갈 것으로 보인다. 피부세포치료제는 화상

이나족부궤양치료이외에각막재생이나미용성형에,

나아가 유전자치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 그 수요

의성장이더욱가속화될것이다.

자기유래 피부세포치료제인 홀로덤은 2002년 허가

후 300명 이상의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었고

2007년산재보험의적용으로중환자화상환자에게있

어서없어서는안될첨단의약품으로자리매김하고있

다. 국내유일의 동종유래 세포치료제인 칼로덤은 새

로운개념의생물학적드레싱제제로사용이편리하고

효과가 뛰어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07년

산재 및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다수의 환자에게 혜택

이돌아가게되었다. 

상처치료에 있어서 단순한 구명이 아닌 그와 동시

에 양질의 결과를 유도하고 상처의 조절 기능이 더해

진제품을요구하고있다. 따라서향후상처치료에있

어서 배양피부의 필요성은 높아질 것이며, 시장규모

또한테고사이언스㈜의홀로덤과칼로덤을선두로급

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외국제품이나 기술의 도입 또

는 모방도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제품의 효능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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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피부는 인체의 체표면을 덮고 있는 가장 큰 장기로

서 인체를 보호하는 보호막 기능 외에 미용 및 체온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피부는 크게

표피층과진피층으로구성되어있고표피층에는각질

세포, 색소세포, 랑게르한스세포 등이 있어 각각 보호

막 기능, 피부색 및 자외선 보호 효과, 면역기능을 수

행하고 있다. 표피층의 하단부에는 기저세포층이 있

고 여기에 각질줄기세포가 있어 일생동안 분화된 표

피층을 끊임없이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기저세포층

에 위치한 색소세포는 약 3%의 비율로 존재하며 각

질세포에 멜라노좀의 형태로 색소단백질을 전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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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피부색을결정하고또한자외선으로부터각질

세포를보호해주는커텐과같은역할을하고있다. 표

피층의 기저세포층은 진피 깊숙이 위치한 모낭과 연

결이되어있어표피손상시모낭의줄기세포들이표

피조직의 손상 회복에도 참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표피 아래의 진피조직은 피부의 대부분의 두께를

차지하고있으며2도와3도화상시진피부분의손상

까지동반하게된다. 진피와인접한부분은진피섬유

아세포와혈관세포가풍부하여표피세포의성장에필

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성인이 되어가

면서 점차 진피층에 세포수가 줄면서 섬유상의 콜라

겐이 풍부한 결체조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피

부의 구조적 특성과 연령에 따른 특성 때문에 피부손

상정도에따라다양한치료법이개발/적용되어야할

것이다. 최근국내외에서개발된동종및자가피부세

포치료제는피부조직의재생을촉진하기위한성장인

자 및 세포외간물질 제공하거나 또한 자가 세포로서

직접 조직재생에 참여하여 구히 재생된 조직의 구

성세포로서 남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다양

한 제품들이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임상에 활용되고

있다. 이들 제품들과 비교하여 케라힐(뿌리는 자가세

포치료제)과 스크리닝용 인공피부(Keraskin)를 소개

하고자한다.

뿌리는 자가피부세포치료제
1) 기술및제품개요

케라힐(Keraheal)은 피부상피세포만으로 조성된

화상치료제로 2006년 5월에 KFDA로부터 조건부 품

목허가와 시판 허가를 득하여 현재 시판과 동시에 후

임상시험을진행하고있다. 기존제품과는달리부유

형태(suspension type)로서 화상부위에 분무기를 이

용하여 뿌리게 된다. 케라힐의 제조기술은 원자력의

학원생체조직재생연구실의손 숙박사(현경희대학

교생명과학대학교수)가과학기술부로부터지원받아

수행한 NRL사업(1999~2004)의 연구 결과에 의해

얻어진 기술을 바탕으로 ㈜엠씨티티가 원자력의학원

과 기술이전 협약을 통하여 실용화시켰고, 현재 ㈜엠

씨티티에서 케라힐이라는 상품명으로 제품생산을 하

고있다. 

케라힐 제조기술을 간략히 소개하면 ① 환자의 정

상조직에서 채취된 피부(1cm2)를 세척하여 응고된

혈액과오염물들을제거하고최대한많은정상상피세

포를 얻기 위해서 섭씨 37도 수욕 상에서 magnetic

stirring을 이용한 물리적인 자극과 trypsin을 처리하

여 피부상피세포가 떨어져 나오도록 한다. ② 피부상

피세포가 조직으로부터 충분히 분리되면 trypsin

inhibitor를처리하여 trypsin 반응을중단시키고, 원심

분리한다. ③ 이렇게 분리된 피부상피세포는 이종 단

백질의오염을막기위해서FBS(fetal bovine serum)

가포함되지않은피부상피세포배양액에접종하고, 이

종 섬유아세포 feeder도 없이 배양된다. ④ 케라힐은

화상치료 시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화가 진행되

기전왕성하게분열되는피부상피세포를주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70~80% pre-confluent 시기의 피부상

피세포를 배양접시로부터 탈착시켜서 최종 제품으로

생산한다. 

2) 자가피부세포치료제의개발동향

화상환자를 대상으로 상품화된 피부상피세포치료

제는 그 성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피부상피세포를 100% confluent하게 배양시키고, 일

부를 분화시킨 sheet형태[그림 1(A)]와 70% 정도

confluent하게 배양시키고, 분화가 유도되기 전의 세

(A) (B)

그림 1. (A) 미국의Genzyme사의 Epicel,
(B) 독일의 Clinical Cell Culture사의 Cell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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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치료제로사용하는 suspension형태가있다[그림

1(B)]. 독일의 Clinical Cell Culture사의 CellSpray

(www.cellspray.com)가 케라힐과 같은 suspension

형태의 피부상피세포치료제이다[그림 2]. 독일의

CellSpray는 피부상피세포를 5~10일 동안 배양하여,

케라힐과 같이 주사기를 이용한 spray방식으로 환부

에 적용한다. 현재 독일과 호주를 포함한 유럽지역에

서는제품화되었으며, 미국FDA의허가를추진중에

있다. spray 방식은 손상된 피부조직을 쉽고 고르게

덮어줄 수 있으며 피부에 따로 고정시키지 않아도 되

므로 기존 제품에 비해 사용이 용이하고, 또한 단독

사용뿐만 아니라,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든 인공진피

대체물과창상피복제에분사하여혼합된형태로효능

을증진시켜사용할수있다. 또한케라힐은분화되지

않고 왕성하게 분열하는 시기의 세포를 치료제로 이

용하기 때문에 세포자체가 환부에 직접 생착하여 분

열할 뿐만 아니라 세포가 만들어 내는 growth factor

나 cytokine 등이상처치유에직접적인효과를줄수

있다. 

3) 케라힐임상시험

케라힐은 2007년 2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임

상시험평가위원회의(IRB) 심의를 통과하 고, 2007

년 2월부터 10월까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화상

외과에입원한광범위화상환자 10명을대상으로하여

진행된임상시험결과가대한화상학회지2007년 10권

제2호에기재되었다. 그결과를인용하면환자의평균

연령은 37.8세이며, 평균 화상 면적은 체표면적

50.9%, 3도 이상 화상의 평균 면적은 40.2%이었다.

화상의 원인은 화염 화상이 5예, 열탕 화상이 2예, 화

학 화상이 2예 그리고 전기화상이 1예 다. 가피절제

술은 평균 1.2회 고, 첫 번째 가피절제술은 수상 후

평균 5.2일째에시행되었다. 케라힐시술은 10명의환

자에서모두1회적용되었다. 케라힐은단독사용하지

않았고 전 예에서 1:5~6 그물이식편위에 뿌렸다. 케

라힐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관 유리병에서 뽑아, 분

무기계인 Tissomat를 사용하여 피부이식부위에 조심

스럽게분무하 다. 이후피브린 폐제인Tissucol을

시술부위에 재차 분무하 다. 3예에서는 인체유래 진

피대체물인 AlloDerm(New Jersey, US)을 그물이식

편밑에먼저이식한후케라힐을사용하 다. 케라힐

이 사용된 평균면적은 778.6cm2이었으며, 이는 케라

힐 1바이알 당 평균 370.8cm2의 면적이었다. 시술 후

2주와 4주에평가한생착율은각기95.48%와 99.65%

이었다. 반흔평가는현재진행중이며, 우수한결과를

보여주고있다[그림3].

케라힐의 적용 방법은 임상시험에 사용된 것 이외

에도인공진피대체물에직접분사하여이식하는 one-

그림 3. 케라힐의 임상 결과. 전체 체표면적의 51% 화상
을 입은 39세의 남자 환자 (A) 1:6 자기피부 그물
이식편위과 AlloDerm과 케라힐을 함께 사용, (B)
2주 후, (C) 4주 후, (D) 5주 후 상피조직이 완전
하게 덮인 사진.

(A) (B)

(C) (D)

그림 2. 국내 엠씨티티사의 케라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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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ss 시술방법이있으며, 이경우에는인공진

피대체물이식수술과자가피부이식수술의 2차에걸

친 수술을 1차 수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케라힐을 인공진피 지지체에 뿌려서 손상된 피

부 조직에 이식해 주면, 인공진피 지지체로 섬유아세

포의이동과신생혈관이들어와육아조직이형성되고

동시에 피부상피세포는 스스로 방향성을 갖고 있는

자체의 성질 때문에 분열과 분화를 진행하면서 인공

진피 지지체의 윗부분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진피의 형성과 상피의 형성이 동시에 진행

될수있다[그림4].

케라힐의적응증과적용방법에대한연구뿐만아니

라 상피세포만으로 치료될 수 없는 상처의 완벽한 치

료를 위해서 상피세포와 섬유아세포, 멜라닌세포를

포함한 피부세포치료제(케라힐 II)의 기술개발도 함

께 진행 중이며, 이는 단순히 상처를 덮어주는 것에

국한된화상치료의한계를넘어서흉터를줄이고, 피

부색을 유지할 수 있는 미용측면의 치료에도 넓게 이

용될수있는것이다.  

Bioscreening용 인공피부
1) 기술개발동향

1975년 J.-G. Rheinwald and H. Green에 의해 피

부각질세포의 배양을 성공한 이래 조직공학 기술을

이용한 피부세포치료제의 개발뿐 아니라, 피부세포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여 인공 피부모델을 확립, 독성평

가 및 유효성 평가에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전세계적으로동물보호와복지라는측면에서동물실

험이 사회적인 비판을 받음에 따라 동물실험을 제한

하고 그 대안으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인비트

로 시험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피

부를대상으로한시험의경우많은부분인공피부모

델을이용한대체시험법이개발되어있다.

동물실험의 경우 피부의 두께, 경피 흡수, 피부내의

대사, 염증 반응 등이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피부반응정도의차이가있으며약한자극의경

우피부반응을정량적으로측정할수없는단점을가

지고 있다. 반면 인공 피부모델은 사람 정상 피부의

모든 효소를 가지고 있으며 침투된 물질의 생화학적

변형이 정상피부와 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약물대

Spray Autocel on
dermal scaffold H/E

Human

Pan-Cytokeratin

K10 K14 Col IV

Regenerated Human Skin on Nude Mice

skin

그림 4. Onestep 시술로 표피와 진피 동시 재생. 인공진피 integra에 케라힐을 분사한 후 2주 후에 쥐 등에 형성된 인체
피부층. 인체 keratin10, keratin14 발현하고 basement membrane 형성됨을 확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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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한 자극의 완화나 새로운 자극물질의 생성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며 약한 자극도 생물학적 정량이

가능한 독성 평가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화장품 안전성 시험에 있어 인간의 질병 극복이 아닌

미용을 위한 제품 개발에 동물의 희생이 정당한가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인공 피부모델을 이용

한 대체시험법이 보급되면서, 유럽연합의 제7차 개정

법령(Cosmetic Directive 76/768/EEC)은 2009년부

터 동물실험 화장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

며,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OECD TG 431)에서

는 인공 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 부식성 시험을 표준

시험법으로채택하고있다[표1, 표 2].

2) 기술및제품개요

인공 피부모델은 정상 사람 피부 각질세포를 배양

하고공기중에노출시켜분화를유도, 각질층을포함

한표피의모든층이만들어지며실제사람피부와매

우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인공 피

부모델을 재건하는 데는 자가 증식능이 높은 피부 각

질줄기세포의분리기술, 피부각질세포를이용한3차

배양기술등의핵심기술이필요하다. 

스킨 모델의 제조는 크게 2단계로 실시된다. 첫 번

째 배양단계에서는 피부 각질세포를 단층 배양하는

단계로서, 통상적인 배양조건인 서브머지(submerge)

배양조건에서실시된다[그림5(A)]. 두번째배양단

계는 air-liquid interface 배양으로 실시되며, 서브머

지배양으로확장한피부각질세포를공기중에완전

히 노출시켜 피부세포의 분화를 유도한다[그림

Keratinocyte

Type I collagen

Fibroblast

그림 5. (A) 서브머지 배양 조건, (B) 기-액 배양 조건.

그림 6. 배양된 인공 피부모델(KeraSkinTM).

SkinEthic Reconstructed Human 
Laboratories

France
Epidermis

L’Oreal France Episkin

MatTek USA EpiDerm

Advanced Tissue
USA Skin2

Sciences

Organogenesis USA TestSkin

Henkel Germany Phenion FT

Gunze Japan Vitrolife Skin

J-TEC Japan Labcyte

MCTT Korea KeraSkin

표 2. 인공 피부모델 산업화 현황

제조회사 개발국 제품명

피부 부식성 MTT assay
Test Guideline 431

(2004.4.13)

광독성 MTT assay

유전독성 Micronucleus assay

피부 자극성 MTT assay+IL-1α

경피 흡수 Diffusion cell 이용

표 1. 인공 피부모델을 이용한 동물대체시험법

Research Fields End-point OECD Test Guidelin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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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 이조건에서컨플루언트한피부세포층은실제

인체에서와 같이 공기에 노출되게 되며, 양분의 공

급은 배지와 접촉하고 있는 기저층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화가 이루어져 중층화되

고각질화된피부를형성한다. 이와같이만들어진스

킨모델은피부의전체적인형태뿐아니라분화와지

질의 합성, 보호막 기능, 케라틴 발현패턴 등이 정상

피부와매우유사하다[그림6].  

3) KeraSkin을이용한피부자극성시험

인공 피부모델의 초기 제품인 EpiDerm(MatTek),

EPISKIN(L’Oreal) 등에 대한 피부자극성 대체시험

법으로써의 검증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공 피부모델의 제조에 관한 특

허등록및생산은있으나이를이용한시험법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국립독성연구원에서는 2006년부

터 ‘독성시험 동물 대체 시험법 개발’ 과제를 주관하

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내에서 생산중인 인공 피부

모델인KeraSkin(엠씨티티)을이용한피부자극성시

험의비교검증연구가진행되고있다. 현재한국화학

시험연구원과 아모레퍼시픽에서 inter-lab validation

을진행중이며, OECD 국제표준시험법으로써검증

을 준비하고 있다. 인공 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

성 시험법은 시험물질을 인공 피부모델에 경피 도포

하여 15분 처리 후, MTT assay로 세포생존율을 측

정하여 음성대조물질의 세포생존율을 100%로 하

을때50% 이하일경우자극성물질로분류한다. 음성

대조물질로써 PBS pH7.4를 사용하 고, 시험물질은

Helena Kandarova 등의 2004년 자료와 NIH

publication No: 04-4510을 참고로 하 으며 양성대

조물질로는피부자극시험에가장많이이용되고있는

sodium lauryl sulfate를이용하 다.

인공 피부모델을 이용한 자극성 시험 결과는 아래

와 같다. 민감도 83%, 특이도 75%로써, 그림에서 볼

수있듯이국내개발인공피부모델인KeraSkin을이

용한 피부 자극성 시험결과의 정확도가 국제 검증 모

델인 EpiDerm과 같은 결과를 보 다[그림 7]. 이는

국내 개발 인공피부 모델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결과

이며 자극성 판별에 유용한 시험법으로 사용될 수 있

을것으로기대한다. 나아가국내화장품산업의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표준이 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으로써 EU 화장품 동물시험 금지 등

에대비한동물대체시험가이드라인을제시할것으로

기대한다. 

기타 바이오스크리닝 시스템
이밖에 엠씨티티사에는 인체 세포원을 이용한

Melaskin[그림 8], 인공 각막 모델[그림 9], 기관 상

피 모델[그림 10], 구강 점막 모델[그림 11] 등이 상

용화되어있으며향후바이오스크리닝모델로써의이

용에대비하는연구가진행중이다[표3].

그림 7. 마텍사와 엠씨티티사의 인공 피부모델 자극성 시
험 비교 결과.

그림 8. 각질세포와 멜라닌세포로 구성된 인공 피부 모델.
KeraSkinTM MelaSki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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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와같이인체피부세포원은화상치료, 당뇨성궤

양 치료 등 다양한 피부조직 손상 회복에 세포치료제

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인체 세포원으로 개발된 다

양한 인공 표피조직 모델은 장차 신약개발 후보물질

의효력과안전성평가를동물모델이아닌배양된사

람 조직 모델을 이용한 시험결과로 유추함으로써 인

체적용시와더유사한예측이가능하며화장품및생

활용품, 제약, 화학원료 산업에서 대규모 원료 스크리

닝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것이다. 

그림 9. 인체 인공 각막 모델.

그림 10. 인체 인공 기관지 상피 모델.

그림 11. 인체 인공 구강점 막 모델.

Alternatives for skin corrosion/irritation
Efficacy test model for cosmetic ingredients
Transdermal absorption test

Skin model
Skin carcinogenesis research model
Genotoxicity test
Keratinocyte-melanocyte interaction study
Photodamaging and photoaging study
Whitening effect test

Ocular model
Eye drop test / eye irritation test
Preclinical safety and efficacy test

Toxicity screening, in vitro metabolism 
Airway model study

Intranasal drug delivery

Oral mucosa Antimicrobial barrier study
model Oral care product test

표 3. 인체 조직 모델의 응용분야

Screening Application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