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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ous efforts are being made to develop an ideal dermal filler that should be bio-compatibility, non-

immunogenicity, long-lasting and biodegradable without a toxic secretion. Biomaterials of dermal fillers are hyaluronic

acid filler, calcium filler, PMMA filler and collagen filler depending on the ingredient. Although hyaluronic acid (HA)

is most widely used, it has shortages such as short shelf life and low mechanical strength compare to extracellular matrix

(ECM). The cartilage ECM composed of collagen type II, proteoglycans, glycosaminoglycans (GAGs) and in a minor part

with glycoproteins.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cartilage ECM injectable filler capable of improving biocompatibility

and longevity compared with hyaluronic acid (HA) fillers. The ECM hydrogel was cross-linked by the reaction of N-

(3-Dimethylaminopropyl)-N’-ethylcarbodiimide hydrochloride (EDC)/N-hydroxysuccinimide (NHS) for mechanical

enhancement. Prepared ECM filler was compared with cross-linked HA by butanediol diglycidyle ether (BDDE), which

is the most widely used natural polymers for dermal filler. In the results, the articular cartilage ECM hydrogel has

great potential as a dermal filler to improve the biophysical and biologic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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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피부의 노화는 크게 생물학적 노화와 자외선에 의해 노화

진행 속도가 앞당겨지는 광노화로 진행된다[1]. 이러한 노화

가 진행됨에 따라 콜라겐이 감소하여 진피층이 얇아지고 주

름 생성, 탄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2-5]. 그 동안

이러한 주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고 필러 또한 다양하게 개발, 발전되어왔다[6].

이상적인 필러는 이식 안전성, 면역 반응 유도가 적은 높은

생체적합성, 독성 없는 생분해성, 그리고 감염에 대한 위험성

이 매우 낮아야 한다[7]. 현재 상업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HA) 필러는 본래 인체의

피부, 연골 등에 존재하는 체내 구성 성분으로서 면역 반응 없이

생체 적합성이 매우 뛰어나고 독성 없이 생체에서 분해되지만

분해 속도가 빠르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8-11].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은 단순한 세포

간의 구조적인 연결체, 즉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세포의 성장,

분화 등에 필요한 생화학적 인자들을 저장하고 공급해주는 역

할을 한다[12,13]. 특히 연골의 세포외기질은 대부분 제 2형 콜

라겐과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 GAGs), 프

로테오글리칸(proteoglycans) 그리고 당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압축응력에 대한 높은 탄성을 가질 수 있다[14,15]. 그

리고 세포외기질은 인체 및 동물에서 추출된 천연 생체소재로서

매우 우수한 생체적합성과 생리적 기능이 있어 염증반응이 적고

뛰어난 생체 기능성과 생분해성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16],

생체 내에서 단백질분해효소(protease)에 의해 분해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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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수화 작용으로 분해가 되는 HA 필러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7,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돼지 무세포 연골 세포외기질(cartilage

acellular matrix, CAM) 생체소재가 기존 HA 필러의 빠른

분해도를 극복하고 생체 이식 후에 인가되는 물리적 자극에 잘

견디는 개선된 필러로서의 사용 가능 여부를 실험하기 위하여

미세구조, 기계적 성질 그리고 생체적합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실험 재료 및 제조 방법

CAM의 준비를 위하여, 돼지 슬관절을 분리한 후 연골 부

분만 잘라내어 3차 증류수로 세척 동결 건조 후 동결분쇄 진

행하였다. 탈세포화를 위해 저장성 완충액(10 mM Tris-HCl,

pH 8.0)으로 처리하고 400 rpm으로 4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다음으로 1% sodium dodecyl sulfate가 들어있는 Tris-buffered

saline(10 mM NaCl, pH 7.6)을 첨가하여 400 rpm에서 2시간

교반하고 3차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2~3회 세척 후, DNase

(100 U/µm, Elpis Biotech, 대전, 한국)을 첨가하여 400 rpm

으로 12시간 교반하고 원심분리하여 4일 이상 동결 건조하였다.

동결 건조하여 얻어진 분말을 0.5 M HCL 수용액 500 mL에

pepsin(1600 U/mL)을 함유하는 용액에 넣어 4 oC에서 24시간

교반하고 10 M NaOH 용액을 소분하여 pH 7.7로 맞춰 중

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얻어진 용액을 3차 증류수로

24시간 투석(molecular weight cutoff:3.5kDa; Spectrum

Laboratories, CA, USA)해주고 동결 건조하였으며, 이렇게 동결

건조된 CAM을 3차 증류수에 녹이고,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한 30 mM N-(3-Dimethylaminopropyl)-

N'-ethylcarbodiimide hydrochloride (EDC)와 30mM N-

hydroxysuccinimide (NHS)를 10:1(v/v) 비율로 섞어 최종

CAM의 농도(w/v)가 1%, 3%, 5%, 7%로 되도록 준비하였다.

그리고 본 실험에 사용된 대조군은 800 KDa의 HA (Lifecore,

USA)를 0.2 M NaOH 9.8 ml에 10% (w/v)로 녹이고 가교제인

1,4-butanediol diglycidyl ether (BDDE, Sigma-Aldrich, USA)

200 µl를 섞어 겔화를 유도하였다[19]. 제조된 HA 하이드로

겔은 세포 실험에 앞서 잔류 가교제를 없애기 위해 3일간 3차

증류수와 PBS로 투석시켜 사용하였다.

2. 하이드로겔의 미세구조 분석

HA 하이드로겔과 CAM 하이드로겔의 미세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low vacuu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JSM-6490LV,

JEOL, Japan: MONO CL3+, GATAN, UK)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가교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잔류하는 가교제를

제거시키기 위하여 3차 증류수로 세척한 뒤 냉장고에서 24시

간 동안 동결하고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하였다. 건조된

샘플은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Ion sputter coater

(E-1010, Hitachi, Japan)를 이용하여 1분 동안 백금 코팅을

하고 15 k의 전자빔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3. 유변학적 특성 분석

전단 변형에 의한 HA 하이드로겔과 CAM 하이드로겔의 저

장 탄성률을 비교하기 위해 회전형 Rheometer인 Discovery

HR-2wk (TA instrument, Leatherhead, Surrey, UK)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8 mm plate를 사용하였

으며 체내 온도와 유사한 37 oC로 조절된 Peltier 위에 하이

드로겔을 올려놓은 후 상위 plate를 1000 µm까지 접근시켰다.

다음으로 1 Hz (6.28 rad/s)의 주파수로 저장 탄성률 G'을 측

정하여 비교하였다. 모든 측정은 각 샘플 별로 3회씩 반복하

였다.

4. 세포 독성 평가

제조한 HA 하이드로겔과 CAM 하이드로겔의 세포 독성을

관찰하고자 계대배양 한 인간 섬유아세포(HFF-1, ATCC®

SCRC1041TM)를 0.25% trypsin-EDTA 용액으로 처리한 후

원심분리하여 얻었고 5×104의 농도로 confocal dish (SPL,

한국)에 분주하여 5% CO2, 37 oC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24

시간 뒤, 용출 실험을 위해 제조된 배양액으로 교체해 6시간

동안 배양하였다[20]. 6시간 후, 생존 세포와 죽은 세포의 비

율을 확인하기 위해 live and dead cell viability assay kit

(Invitrogen, USA) (Calcein & Ethd-1 염색)로 30분 간 형

광염색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세포 생존 정도를 제시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였다. 생존 세포는 calcein 염색으로 인해 녹색 형

광을 띄고, 죽은 세포는 EthD-1 염색으로 적색 형광을 보이

게 된다. 

5. 세포 증식 및 생존 평가

Live and dead assay에서 HA와 CAM 하이드로겔의 세

포 독성을 확인하고 세포 증식 및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하고자 Ez-Cytox assay를 진행하였다. HA와 CAM 하이

드로겔을 각각 높이 2 mm, 지름 8 mm로 제조하고, 하이드로겔

위에 인간 섬유아세포를 5× 104의 농도로 분주하여 5% CO2,

37 oC 배양기에서 1, 4, 7일 동안 배양하였다. 각 기간 동안 배

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2회 세척하였다. 세척 후에 다시

첨가한 배지 volume의 1/10만큼 EZ-CYTOX을 넣어 4시간 동안

5% CO2, 37 oC 배양기에서 배양하고 ELISA Microreader

장비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6. 통계학적 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으로 이루어졌으며, 통계프로그램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22.0 for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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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 Chicago, IL)을 사용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 간에 통

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와 Turkey post-hoc comparison test를 시행하여

비교하였으며, 통계적 유의 수준은 p-value가 0.05 미만일 때

통계적 의미가 있다고 정의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하이드로겔의 미세구조 특성

가교 된 HA와 CAM 하이드로겔에서 가교 반응에 참여하

지 않고 잔류하는 가교제를 제거한 후에 동결 건조하고, 동결

건조된 겔의 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다(Fig. 1

A-E). HA 하이드로겔(Fig. 1A)과 CAM 하이드로겔은(Fig. 1

B-E) 모두 다공성 구조를 나타내었지만, HA 하이드로겔은 매

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었고 CAM 하이드로겔의 표면에는 섬

유 다발 구조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HA 하이드로겔의 단면

두께는 약 0.617 µm, CAM 1%, 3%, 5%, 7% 하이드로겔의

단면 두께는 각각 0.427 µm, 1,52 µm, 4.034 µm, 5.345 µm

로 농도가 높아질수록 단면이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유변학적 특성

Rheometer를 이용하여 HA와 CAM 하이드로겔의 유변학

적 특성을 분석하였다(Fig. 2). 모든 주파수 범위에서 CAM

하이드로겔은 HA 하이드로겔에 비해 저장 탄성률(G')이 증

가함을 보였고 CAM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G' 값 또한 증가함

을 보였다. HA 하이드로겔은 약 100Pa, CAM 1%, 3%, 5%, 7%

는 각각 약 300Pa, 1,000Pa, 4,000Pa, 10,000Pa로 HA 하

이드로겔보다 CAM 하이드로겔이 전단 변형에 더 잘 버틸 수

있는 강도를 나타내었다. 측정 범위 Angular frequency

(rad/s) 101과 102 구간 사이에 CAM 하이드로겔의 양상과는

달리 HA 하이드로겔 그래프가 일정하지 못한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전단 변형을 주는 각도가 커졌을 때 HA 하이

드로겔이 변형을 이기지 못하고 부서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변학적 결과는 CAM 하이드로겔이 HA 하이드로겔

보다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했을 때 모양을 잘 유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세포 독성 평가

HA 하이드로겔과 CAM 1%, 3%, 5%, 7% 하이드로겔을

제조할 때 쓰이는 가교제들이 잔류하여 세포 독성을 띄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하이드로겔들을 24시간 동안 담가

놓은 세포 배양액으로 인간 섬유아세포에 6시간 처리한 후 live

and dead cell cytotoxicity assay를 수행하였다(Fig. 3). 세포

생존을 의미하는 calcein 형광염색은 초록색으로 염색되고 세포

손상을 의미하는 ethidium homodimer 형광염색은 빨간색으로

염색된다. 따라서 가교된 HA 하이드로겔과 CAM 1%, 3%,

5%, 7% 하이드로겔 모든 실험군에서 세포 생존율 90%이상으로

세포 독성을 띄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4. 세포 증식 및 생존 평가

HA 하이드로겔과 CAM 하이드로겔에 대한 세포의 증식도

및 생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간 섬유 아세포를 각각의 하

그림 1. 미세구조 확인을 위해 동결건조 하여 얻은 하이드로겔의 SEM 이미지. (A) HA, (B) CAM-1%, (C) CAM-3%, (D) CAM-5%, (E)

CAM-7% (scale bar = 20 µm)

Fig. 1. SEM images of the freeze-dried fracture surfaces of crosslinked (A) HA (B) CAM-1%, (C) CAM-3%, (D) CAM-5%, (E) CA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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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로겔에 분주해 특성 시간 후에 대한 세포의 정량적인 분

석으로 EZ-CYTOX assay를 수행하였다. 세포배양 1일 차에

서는 HA 하이드로겔과 실험군인 CAM 하이드로겔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효성이 없었지만, 세포배양 4일 차에서는 HA

하이드로겔과 CAM 7%보다는 CAM 1%와 3%에서 세포 성

장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배양 7일 차에서는

HA 하이드로겔과 CAM 7%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세포 성장률을 보였고 다른 군들에 비해선 유의하게

세포 성장률이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세포의 증식과

생존율이 매우 높은 HA 하이드로겔과 CAM-7% 하이드로겔

이 유사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세포 외 기질이 성형용 필러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2. 하이드로겔의 저장 탄성률

Fig. 2. Storage modulus of hydrogels

그림 3. 인간 섬유아세포의 형광 이미지. (A) HA, (B) CAM-1%, (C) CAM-3%, (D) CAM-5%, (E) CAM-7%

Fig. 3. Fluorescent images of hFbs. (A) HA, (B) CAM-1%, (C) CAM-3%, (D) CAM-5%, (E) CA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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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교된 HA 하이드로겔과 세포외기질인

CAM 하이드로겔을 활용하여 미세구조 분석, 유변학적 분석을

통해 기존에 많이 쓰이고 있는 HA 하이드로겔 보다 물리적 강

도가 높고 외부에서 인가되는 힘에 대한 변형이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live and dead cell cytotoxicity assay와 Cell

proliferation assay 결과 세포 증식 및 세포 생존율 분석을 통

하여 생체적합성이 매우 뛰어난 HA 하이드로겔만큼 CAM 하

이드로겔, 특히 CAM-7% 하이드로겔이 우수한 생체적합성과

세포 증식 및 생존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세포외기질이 필러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특성을 본 실

험을 통해 확인하였고 앞으로 동물 실험을 통한 생체 이식 후의

CAM 하이드로겔의 부피 변화 및 이식 안전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될 것이다. 이렇게 개발될 CAM 기반 필러는 성형 및 피부

질환 개선 응용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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