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사형 이식조직(Injectable Implants)

 
액체 hydrogel을 피하로 주사한 후 피부에 빛을 쪼이면 hydrogel이 피하에서 고분자화 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기술은 조직공학, 성형 및 정형수술, 그리고 투약기술에 응용될 가능성
이 크다. MIT의 화학공학 및 의용공학 교수인 Robert S. Langer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로 연골을 만들거나 캡슐화된 단백질의 방출을 제어하는데 사용
될 수 있음을 보였다[Proc. Natl. Acad. Sci. USA, vol. 96, 3104 (1999)]. 연구진들은 "새로
운 개념을 증명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빛에 의한 고분자반응기법은 이미 의학 및 치의학에서 응용되고 있으나 현재 빛이 직접 고분자
전구체에 조사된다. 예로, 치과의료에서 빛을 조사하여 치아위에 바른 밀봉제를 고분자화 시키
고 있다. 연구팀은 빛을 충분히 쪼이면 피하에 주입된 전구체도 고분자화될 것으로 생각하였
다. 

연구팀은 돼지와 해부용 시신에서 피부를 채취하여 파장 360nm의 자외선과 550nm의 가시광
선을 조사하여 투과정도를 분석하였다. 주로 사용되는 광개시제가 이 파장들에서 매우 효과적
이기 때문이다. 장파장의 빛은 두가지 피부를 효과적으로 투과한 반면, 단파장의 빛은 인산의 
피부를 투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팀은 인체의 피하에 주입된 이식조직이 가시광선과 적
절한 광개시제에 의해 고분자화될 것으로 결론지었다. 

Poly(ethylene oxide) 전구체로 이루어진 hydrogel을 피하에 주입한 후 자외선과 가시광선
을 phototherapy에서 사용되는 정도의 강도로 쪼여주며 고분자반응을 유도하였다. 가시광선
을 100초 조사하자 고분자반응은 80% 진행되었고 이때 hydrogel은 적당한 기계적 강도를 지
녔다. 

다음 단계로, 전구체 용액에 소 연골(cartilage)세포를 섞어서 면역성이 없는 쥐에 주사하였
다. 빛을 쪼여 고분자반응을 유도한 후 7주간에 걸쳐 hydrogel-연골의 구조를 관찰한 결과 새
로룬 연골조직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조직의 양이 증가
되었다. 즉, hydrogel이 연골조직 성장을 위한 틀(scaffold)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고분자반응이 진행되는 중에 hydrogel의 모양을 성형하면 연골조직의 형태도 미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외과 시술시에 특정한 부분을 메꾸고자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팀은 
수술시 생기는 절개자국을 없애는 데에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환자의 세포를 이용하여 성
장시킨 연골 이식조직의 경우에는 인체의 이식거부 현상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Cross section of skin tissue (left) shows position of hydrogel implant (P). Red-
stained histological section of cartilage grown in a mouse implant (right) shows 
proteoglycan matrix surrounding newly generated cartilage cells (black). The cells 
reside in lacunae, or cavities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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