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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미세유체 칩 기반의 수평 방향 

유전 영동 힘 분광기법 개발

 

  본 논문에서는 lateral 방향의 dielectrophoretic (DEP) force 측정 기법을 통

하여 칩 표면과 프로브 사이 분자 간 상대적 결합력 차이의 분포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 하였다.  

Interdigitated electrode 위에 있는 Polystyrene beads는 dielectrophoretic 

(DEP) force 에 의해 전기장 구배의 기울기가 약한 쪽의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어 전

극 사이의 gap 혹은 전극의 가운데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때 beads가 electrode

의 특정한 위치에서 받는 vertical/lateral DEP force를 분석 하였다.

Lateral 방향의 dielectrophoretic  force를 받는 polystyrene beads가 실험 대조

군 별로, 각각 표면이 띄고 있는 결합의 분포와 인가하는 force의 크기 및 loading 

rate에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와 거리의 차이가 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molecular interaction force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single binding 수준의 결

합력 측정도 가능하였다.

Lateral DEP force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합력은 vertical DEP force를 통해 측정

한 결합력에 비해 1~20 % 정도 작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energy landscape 측면에서 

살펴 볼 때, 분자간 binding과 unbinding에 있어서 pathway 방향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이 기법은 생체 분자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데 혹은 표면과 생체 분

자·세포 간에 생기는 화학·생물학적 결합의 관계를 조사하고 측정하는 연구 분야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되는 말 : 유전영동, Force Spectroscopy, Lateral Dielectrophor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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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Dielectrophoresis (DEP)

무극성의 particle이 Non-uniform한 Electric field에 노출되었을 때 particle

에는 쌍극성 (Dipole) 유도되며, 유도된 particle 의 쌍극자가 다시 Non-uniform 

한 electric field와 반응하여 particle 이 움직이는 현상을 유전영동

(Dielectrophoresis)라고 한다. 이때 particle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세기와 방

향은, 사용되는 particle의 크기와 전도율(conductivity, σ), 유전율 

(permittivity, ε) 및, 실험에 사용되는 용매의 전도율 및 유전율과 외부에서 

인가되는 교류 전압의 세기와 주파수 등에 의존한다[1]. 

이때 particle이 처해 있는 주변 환경에 따라 particle이 받는 힘의 극성이 결

정되기 되는데, particle은 전기장의 제곱의 구배(gradient) 의 변화가 가장 큰 

쪽, 혹은 작은 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 [그림1]. 이러한 현상을 각각 양

(positive)과 음(negative)의 유전영동 (dielectrophoresis, DEP)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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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유전영동 (dielectrophoresis). 전기장의 구배가 균일한 왼쪽 그림과 

달리 불균일한 전기장하에서는 particle이 특정한 한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

다.[1]



- 3 -

반경 r인 particle 이 교류 전기장 내에서 받게 되는 DEP force (F)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

 

   FDEP = 2πr3εm Re[fCM]∇|E|2     (1)  

이때 εm 은 particle 주변 용액의 유전율이며, FCM 은 Clausius-Mossotti (CM) 

factor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CM =  


           (2)

εp와 εm 은 particle과 mediμm이  받게 되는 상대 복합유전율 (complex 

permittivity) 이며, Re[FCM] 은 FCM의 실수부 값을 의미한다. Re[FCM]>0 인 경우 

(DEP 는 Positive-DEP (p-DEP) 라 정의되고, particle은 전기장 제곱의 구배가 

가장 큰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반대로 Re[FCM]<0 인 경우에는 전기장 제곱의 구

배가 가장 작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를 Negative-DEP (n-DEP) 라고 정의한

다. 



- 4 -

1.2 Dielectrophoresis의 응용 분야

이러한 유전영동기법은 크기가 수 nano 미터부터, 수 micro 미터에 이르는 

particle 표면의 작용기와 전하에 따른 분류, 세포나 미생물의 분리, 단일 

particle·세포의 조작 및 단백질, 바이러스, DNA, 항원·항체반응 등 micro 

particle 이나 세포배열 및 분리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림2]

그림2. 유전영동 기술의 다양한 응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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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DEP를 이용한 세포 및 입자의 분리

DEP를 이용한 세포의 분리의 경우, 세포의 구조와 세포막을 경계로 내·외부의 

환경 차이에 따라 DEP의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림3] 이때 세포 내 영역을 

결정하게 되는 Plasma membrane이 DEP에 따른  세포의 특성 변화에 중요한 영향

을 끼치게 된다. 이는 세포막의 두께, 세포의 면적, 유전율 (Permittivity), 전

도율 (Conductivity) 등에 따라 세포막에서의 복합유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죽은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와 유전 특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기 때문에 

DEP 특성의 변화를 이용하여 죽은 세포를 정상 세포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게 된

다. [그림4]

이러한 DEP 특성의 변화를 이용하여 microchannel 내에서 particle이나 세포를 

분리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는데 대표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IDT 

(interdigitated electrode) 형태의 DEP 전극 위에 microchannel 을 형성하고, 

IDT 전극에 전압을 인가한 후 세포나 particle이 혼합된 용액을 channel 내부로 

통과시키게 되면, IDT 전극에 의해 생성되는 DEP force에 의해 particle 별로 중

력에 상응하는 Vertical DEP force를 받게된다. 이때 particle들은 channel에 수

직하는 방향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 유속의 흐름은 Channel 중앙

부에서 가장 빠르므로 각각의 Output channel에 particle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수확할 수 있게 된다. [그림5]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1994년에 Ronald Pethig 그룹에서는 DEP를 이용하여 

죽은 세포 및 그램-양성세균을 분리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하여 보고한 바 있고

[3], 1998년에는 James P. O' Connell 그룹에서 혈액에서 박테리아의 분리 [4], 

2002년에 Xiao Xu 그룹에서는 백혈구 세포 (leukemia cells)를 따로 분리 한 연

구[5] 등이 지금까지 보고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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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DEP에 영향을 주는 세포의 Capacitance와 Resistance.[6]

그림4. DEP를 이용하여 세포를 분리하는 방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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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Fluidic microchannel 내에서 particle 및 세포를 분리하는 방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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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Dielectrophoresis를 이용한 면역체 포착

유전영동기법을 적용하여 면역체 포착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2010년에 

Tomokazu Matsuea 그룹에서 유전 영동에 의한 particle 조작 기술을 이용하여 면

역 복합체를 포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Interdigitated (IDT) 전극과 

Polydimethylsiloxane (PDMS) 기판을 사용한 micro-channel 구조를 가진 

dielectrophoretic device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용액 속에 항체 고정화 미립자

를 분산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바닥에 형성된 IDT 전극에 n-DEP가 작용 하는 주파수 영역의 교류 전압을 인가

하면, channel을 통과하는 particle은 IDT 전극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

아 PDMS 표면과 결합하여 배열을 형성한다. 용액 안에 있던 측정 대상 면역 물질

이 PDMS에 붙어 있던 particle 표면에 면역 반응을 하면, 항체-항원-항체 형태의 

면역 복합체가 형성되어 particle이 PDMS 표면 위에 포착된다. 따라서 전압 인가

를 정지한 후에도 particle은 PDMS 표면에 남아 있게 된다. 

포착되는 particle의 양은 측정 대상 물질 medium 의 농도에 의존하게 되므로, 

실험 전 대상 particle에 형광 염색 방법을 이용하여, 표면에 포착된 particle에

서 얻어지는 형광 intensity를 측정함으로써 용액 속에 포함되어 있던 측정 대상 

물질을 정량할 수 있게 된다. 면역 반응으로 포착되지 않은 particle은 PDMS 표

면으로부터 흩어져 없어지므로 형광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9] [그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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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n-DEP를 기반으로 한 PDMS 표면 면역 측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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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Dielectrophoretic Tweezers (DEP Tweezers)

유전영동(dielctrophoresis, DEP)의 원리를 이용하여 micron  단위의 particle

이나 세포를 manipulation 및 separation이 가능하고, surface와 particle 사이

에서 일어나는 분자간의 생물·화학적인 결합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DEP 

Tweezers" 기술의 개념이 2007년에 Lee [10] 그룹에서 처음 고안 및 검증 되었

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개선 및 연구영역의 확대[11.12]가 이루어지고 있다. 

DEP Tweezers 대한 모식도는 [그림7] 에 나타나 있다. DEP Tweezers는 IDT로 

설계된 전극 위에 PDMS로 reservoir를 만들고, 그 안에 생체 분자나 세포 등의 

particle (beads)이 담긴 용액을 넣고, cover glass를 덮은 후, function 

generator와 voltage amplifier를 통하여 다양한 크기의 전압 및 주파수와를 인

가하게 되고, 현미경에 부착된 Top-view CCD camera를 통해 DEP로 인한 beads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된다. 이 때 인가된 전압 및 주파수는 oscilloscope를 통해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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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 DEP Tweezers 실험 시스템의 모식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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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Beads가 수직으로 받는 Negative Dielectroporetic Force는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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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Φ 는 외부의 전기장에 대한 Electrostatic Potential를 의미하고, Kn 

은 n번째order의 Clausius-Mossotti factor (CM factor)를 의미한다. εp와 εm 

은 입자와 외부 매질이 받게 되는 상대 복합 유전율 이며, r은 particle의 반지

름을 의미한다. 

위의 수식을 이용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실험에서 사용된 chip 구조와 동

일한 구조를 디자인한 후 simulation 을 진행한 뒤, 10 MHz 1 Vpp 전압을 적용하

여 IDT 구조의 위치에 따른 전기장의 profile을 구하고, 이를 계산하기 위하여 

위 수식을 기반으로 개발 된 코드에 적용하여 DEP force를 계산 한 결과는 [그림

8]와 같다.[13]

실험에서 사용한 Chip의 전극에 AC 전압이 흐르게 되면, Clausius-Mossotti 

factor의 실수 값이 음의 값을 띄게 되어 negative dielectrophoretic force 가 

발생하게 된다[10,11]. 이 때 인가된 전압에 의해 전극의 끝부분에서 전기장의 

변화가 가장 크게 형성되고, 전극의 중앙에서 전기장의 변화가 가장 작게 형성된

다. 인가된 전압과 주파수의 경우 bead 에 가해지는 DEP force 의 방향은 [그림 

8]의 schematic diagram 에서 나타나듯 전극의 중앙으로 bead 가 이동할수록 

vertical DEP force 의 영향이 증가하며 전극의 중앙에서는 Vertical DEP force 

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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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험에 사용된 전극에 AC 전압(10 Vpp, 1 MHz)을 인가 해 주었을 때 DEP 

Force distribution simulation 결과 (COMSOL Multiphysics v3.5a)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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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DEP Tweezers 실험을 진행시, 전압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bead의 움직임

을 관측하게 되면 beads 가 IDT structure 바닥에 random 하게 위치에 있다가 

negative DEP 에 의해서 electrode 의 중앙에 모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지속적으로 전압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바닥으로부터 떠오르게 된다. 

이때 바닥으로부터 떠오르는 beads의 움직임을 현미경으로 관측하면 초점의 차

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초점의 변화는 CCD camera를 통하여 얻어진 image를 분석

한 각 particle의 grayscale 값의 변화와 대응시킬 수 있다.   

CCD camera를 통하여 얻어진 image를 분석한 각각의 bead에 대한 grayscale 값

을 분석해 보면, surface로부터 높이 떠오를수록 beads이미지의 grayscale 평균

값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촬영된 image에서 처음 beads가 전극의 중앙으로 정렬된 후 수직방향의 

움직임이 포착되기 전까지 beads의 grayscale을 noise level로 정의하고, 이 

grayscale noise level에 대한 표준편차 값의 2배 이상이 되며,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grayscale 을 갖는 지점을 "Unbinding voltage"로 정의하여 표면

과 beads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는 순간의 전압을 알게 된다.[그림9] 이 전압을 수

식(3)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beads와 surface 간의 unbinding force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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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단일 Beads의 Grayscale 분석 시 떠오르는 지점 정의. 초반 Beads의 

움직임이 없을 때 Noise Level의 2배 표준편차가 되는 지점에서의 인가전압을 

Unbinding Voltage로 정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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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Lee 그룹[12]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DEP tweezers 기술을 통하여, 반

복의 실험의 횟수를 줄이면서도 통계적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Microfluidic 

Multifunctional Probe Array Dielectrophoretic Force Spectroscopy (MDFS) 기

술을 개발하였다.

MDFS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생물·화학적인 상호 결합력을 미세 유체 칩 내에서 

측정하며, 측정 결과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분자간의 단일 결합력 (single 

binding force) 수준의 측정이 가능하며, 분자간의 결합력 측정을 다양한 

loading rate 범위 내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그림10]

그림 10. MDFS system 모식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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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1.2.3에서 소개한 DEP tweezers를 이용한 intermolecular binding force를 측

정하는 dielectrophoretic force spectroscopy 기법의 경우 binding force를 측

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DEP force 의 경우 vertical 방향의 힘을 사용하며 probe 

의 움직임 관측이 vertical 방향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surface 와 probe간의 

결합이 끊어지는 unbinding event를 확인하기 위해 CCD 카메라를 통해서 획득된 

image를 grayscale로 변환·처리하여 data를 가공하여야 하여야 한다. 첫 번째의 

경우  측정채널이 한 가지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의 경우 image를 재가공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경우 기존의 dielectrophoretic force spectroscopy 의 기존

의 vertical 만 가능한 측정채널을  lateral 방향의 DEP force를 이용하여 또 다

른 측정채널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개발된 

Lateral 방향의 DEP force를 이용한 측정기법의 경우 결합력 측정 시 CCD 카메라

를 통해서 획득된 image를 재가공 없이 분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측정 data의 

분석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Lateral DEP force를 이용하여 

진행된 연구는 제 2장의 전반부의 경우 Lateral DEP force를 이용하여 binding 

force를 측정하는 실험 시스템의 구현, 구현된 실험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 진행

방법을 기술하였으며 후반부의 경우 실험결과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3장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간략한 정리로 본 논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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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수평 방향 유전 영동 힘을 이용한 단일 

분자 간 힘 분광기법 개발

 본 장에서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DEP를 이용하여 미세 유체 칩 내에서 생

체 분자 간 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Lateral DEP 

(Dielectrophoresis) 기술을 소개한다.[그림11]

IDT electrode위에 있는 Polystyrene beads는 DEP force 에 의해 전기장 구배

의 기울기가 작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어 전극 사이의 gap 혹은 전극의 가운데

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때 beads가 electrode의 특정한 위치에서 받는 

vertical/lateral DEP force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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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Lateral Dielectrophoresis Force Spectroscopy 실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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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험 방법

2.1.1 Interdigitated electrode가 구현된 미세유체 칩 제작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마이크로 유체 칩은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MEMS)의 제작 과정인 Photo-lithography 공정을 통해 제작되었다. 연구에 사용

된 Wafer는 8 kÅ 두께의 SiO2가 증착되어 있는 상용화 된 Silicon wafer 

(05-1652-02, i-Nexus, Inc.) 를 사용하였으며, Fabrication 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Solvent cleaning과 Piranha cleaning의 두 가지 Cleaning 과정을 거친 후

에 Photo-lithography, Deposition, Etching 과정에 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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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포토 리소그라피 (Photo-Lithography)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마이크로 유체 칩은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MEMS)의 제작 과정인 Photo-lithography 공정을 통해 제작되었다. 8KÅ 두께의 

SiO2가 증착되어 있는 Silicon wafer로 먼저 Solvent cleaning을 진행한다. Wafer

가 담겨 있는 Sodalime Petri dish에 Acetone을 넣고, Ultra-Sonicator에서 5분

간 초음파 세척을 한다. 이후 Wafer가 들어 있는 Sodalime Petri dish에 

Methanol을 넣고 똑같은 방법으로 5분간 초음파세척을 한다. 

Solvent cleaning이 끝난 Wafer는 건조시킨 후  황산(H2SO4)과 과산화수소

(H2O2)를 1:1 비율로 혼합한 Piranha solution에 30분간 담가 둔 후에 Deionized 

Water (DI water)로 3분 이상 깨끗하게 세척하고, 이후 질소 가스(N2)를 이용하여 

표면의 수분을 제거한다. 이후 Wafer를 45 ℃ 환경의 Dry oven에 10분간 넣어 두

어 Wafer 표면의 수분을 확실히 제거하였다. 

Cleaning과정을 마친 Wafer는 바닥에 Hexamethyldisilazane(HMDS)를 담은 용기

와 함께 진공 Chamber에 넣게 된다. 진공 Pμmp와 Silicon Tube를 통해 5분간 

Chamber 안의 공기를 빼낸 후 추가로 5분 동안 외부와의 공기 입·출입을 차단하

여 휘발성이 높은 Hexamethyldisilazane(HMDS) 용액의 증기가 Piranha cleaning 

과정으로 OH-기가 활성화 된 Wafer 표면에 증착 하게 된다. 표면에 

Hexamethyldisilazane (HMDS)로 증착 처리가 된 Wafer는 Photoresist가 더 잘 

coating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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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Hexamethyldisilazane(HMDS)로 증착 처리가 된 Wafer를 Spin coater의 

Spinner Chuck에 고정 시킨 후, Pipette을 이용하여 표면에 20 ml의 AZ 1518 

Photoresist를 도포하고 Spin coater 위에서 10초간 150 RPM, 15초간 3000 RPM으

로 회전하여 8 kÅ 두께의 AZ 1518 Photoresist를 도포한다. 액성의 AZ 1518 

Photoresist를 도포 한 Wafer를 60 ℃로 가열된 Hot Plate에 20초간 Bake 하여 

경화시켰다. 

표면에 Photoresist를 도포 한 Wafer는 AutoCAD (Ver 2012, Autodesk Co., 

USA) Program을 통해 80μm Electrode, 40μm Space 의 Interdigitated (IDT) 

Array 형태의 전극과 전원 입력부가 디자인이 된 도면을 이용하여 제작 된 Dark 

Field Sodalime Mask (Buysemi Co., Korea)를 이용하여 UV-Exposure를 진행하였

다. 

UV-Exposure는 Midas System社 (Korea) 의 UV Mask Aligner를 이용하였으며 이 

UV Mask Aligner 통해 200 W/cm2 세기의 UV를 3초간 조사 하고, AZ Developer 용

액에 10초간 Develop 하여 조사받은 부분을 날려내는 80 μm Electrode, 40 μm 

Space 의 Interdigitated (IDT) Array 형태의 Positive Lithography Pattern을 

얻었다. [그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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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12. Interdigitated (IDT) Array (a)제작 도면 (b)Photo-lithography 공정

을 통해 제작된 Interdigitated (IDT) Array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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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전극으로 이용되는 금속 증착 및 전압 인가 부분 식각

Positive Lithography 과정을 통해 80μm Electrode, 40μm Space 의 

Interdigitated (IDT) Array 형태의 Pattern이 그려진 Wafer는 Thermal 

Evaporation System (SNTek Co., Korea) 을 이용하여 Chromium을 증착한다. 

Thermal Evaporation System의 Chamber 안에 있는 3 mm 두께의 Tungsten Boat 위

에 1~3 mm 크기로 잘라진 Chromium 조각을 약 20조각 정도 올려놓고 Vacuum Pump

를 이용하여 Chamber안의 환경을 고진공 (약 5 x 10-6torr) 상태로 만든다. 

이후 Tungsten Boat에 전류를 흘리면 Tungsten Boat 자체의 저항으로 Boat가 

발열을 하게 되며, 발열을 통해 Chromium의 녹는점인 1890 ℃이상에서 Chromium 

조각은 녹게 되어 증류되고, 상대적으로 표면 온도가 낮은 Wafer 표면에 응축되

어 증착을 하게 된다. 

Chromium은 Wafer 위에 전체적으로 증착이 되어 있으므로, Wafer를 Acetone 용

액이 담긴 Sodalime Petri dish에 넣고 Ultra-Sonicator에서 1분간 초음파 세척

을 통해 남은 Photoresist를 모두 제거하여, Interdigitated (IDT) Array 형태의 

Pattern을 가진 Chromium 전극을 형성하였다. 

실험 중 생기는 누설 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성된 전극 위에  8 kÅ 두께의 

SiO2 Oxide 층을 Plasma-enhanced cemical vapor deposition (PE-CVD) 작업

(National Nano Fab Center, Co., Korea)을 통하여 증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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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칩의 전압 인가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 전압 인가 부분만 개방된 Film 

Mask를 사용하여 다시 Positive Lithography 작업을 실행하여 전압 인가 부분의 

패턴을 만들었다. 이 Wafer를 120 ℃ 환경의 Dry Oven에 한 시간 동안 Bake하여 

Photoresist 층을 딱딱하게 경화시킨 후, SiO2를 용해하는 Buffered HF(BHF) 

(buffered oxide etch, BOE) 6:1 용액에 8분간 담가 놓아 전압 인가 부분의 SiO2 

만을 식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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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칩 표면의 작용기 활성

  본 논문에서는 분자들 간의 화학 및 생물학적 상호 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SiO2 

Wafer 표면에 3-aminopropyltriethoxysilane (APTES, Sigma-Aldrich, A3648), 

Succinic Anhydride (Sigma-Aldrich, 239690)를 이용하여 작용기를 코팅하였다.

2.1.2.1 SiO2 표면에 작용기 코팅

완성된 Wafer의 SiO2 표면에 carboxyl 작용기가 코팅된 self-assembly 

monolayer (SAM) 표면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APTES를 코팅하였다. Fabrication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chip을 먼저 solvent cleaning을 진행한다. Wafer가 담겨 

있는 sodalime petri dish에 acetone을 넣고, ultra-sonicator에서 5분간 초음파 

세척을 한다. 이후 wafer가 들어 있는 sodalime petri dish에 methanol을 넣고 

똑같은 방법으로 5분간 초음파세척을 한다. 

Solvent cleaning된 wafer는 깨끗이 건조시킨 후 황산(H2SO4)과 과산화수소

(H2O2) 를 3:7 비율로 혼합한 piranha solution에 30분간 담가 둔 후에 DI water

로 3분 이상 깨끗하게 세척하고, 이후 질소 가스(N2)를 이용하여 표면의 수분을 

제거한다. 이후 Wafer를 45 ℃ 환경의 dry oven에 10분간 넣어 두어 wafer 표면

의 수분을 확실히 제거하였다. 

표면에 amino 작용기를 코팅하기 위해서 수산화기를 활성화시킨 칩을 에탄올에 

희석해 만든 APTES 용액에 80분간 넣어 두었다. 코팅후 남아 있는 잔여물들을 제

거하기 위해서 에탄올과 DI water로 표면을 씻어낸 다음 질소를 이용해 말려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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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표면에 형성된 Si-O 결합을 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120 ℃ Dry 

oven에 1시간 동안 넣어 두었다. APTES 의 농도는 실험 조건에 따라 1~100 mM로 

희석하여 사용되었다.

이후 carboxyl 작용기를 코팅하기 위해서 N,N-dimethylmethanamide (DMF, 

Sigma-Aldrich, D158550)을 희석해 0.1 M로 만든 succinic anhydride  

(Sigma-Aldrich, 239690) 용액에 24시간 동안 넣어두었다. 이후 DMF와 DI water

로 표면을 씻어낸 후 N2 가스를 이용해 건조시켰다. [그림 13]

(a)

(b)

그림13 . SiO2 Wafer 표면에 Carboxyl이 코팅된 모식도 [11]

(a) Amine 작용기 (b) Amine 작용기에 결합시킨 Carboxyl 작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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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작용기가 활성화 된 Beads 준비

본 연구에서는 fabrication을 통하여 제작된 SiO2 wafer의 표면에 코팅된 각 

작용기와의 상호 작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에 각각의 상대 작용기가 

functionalized 된 polystyrene beads를 사용하였다.

2.1.3.1 Carboxyl Beads

Carboxyl beads는 G.Kisker-Products for Biotechnology Inc. 에서  판매하는 

Polystyrene microparticles, carboxylated (10μm)와 carboxyl functionalized 

10μm polystyrene beads (The SPHERO™ Coated Particles, CPX-100, Spherotech)

을 사용하였다. 제품의 용액은 PBS buffer (pH 7.4)에 0.02 % sodium azide로 안

정된 25 mg/ml의 농도였으나, 실험에는 10 ml 의 pH 7 DI water에 50 μl 정도의 

용액을 희석시켜 약 5 x 105 particles/ml 농도로 사용하였다. 

2.1.3.2 Amino Beads

Amino beads는 G.Kisker-Products for Biotechnology Inc. 에서 판매하는 

Polystyrene microparticles , amine (10μm)과 Amino Functionalized 10μm  

Polystyrene Beads (The SPHERO™ Coated Particles, AP-100, Spherotech) 을 사

용하였다. 재질은 polystyrene이며 제품의 용액은 PBS buffer (pH 7.4)에 0.02 % 

sodium azide로 안정된 25 mg/ml의 농도였으나, 실험에는 10 ml 의 pH 7 DI 

water에 50 μl 정도의 용액을 희석시켜 약 5 x 105 particles/ml 농도로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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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실험 시스템 및 측정 방법 

2.1.4.1 실험 시스템

실험 system은 [그림14]와 같다.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sample preparation 과

정을 통해 준비된 각각 Protein A 작용기가 코팅된 80μm Electrode, 40μm 

Space IDT Chip 의 전극 부분에 silver paste를 도포 한 후 Conduction tape 을 

이용해 function generator와 voltage amplifier를 통하여 전압을 인가할 수 있

도록 해준다.

이후 3 x 3 x 1 mm3 크기의 PDMS로 reservoir를 만들어 IgG beads 용액을 그 

안에 넣고 1 mm 두께의 cover glass를 덮어 meniscus에 의한 빛의 산란과 용액의 

증발을 방지하였다 . 이후 10분 동안 beads가 chip의 표면에 가라앉도록 기다린

다. 

이후 function generator와 voltage amplifier를 통하여 다양한 주파수와 전압

을 인가하였으며, 인가된 전압의 크기는 oscilloscope로 측정하였다. 이때 beads

의 움직임을 현미경에 부착된 Top-view CCD camera (Artray P150 III, Artcam) 

및 High-speed CCD camera (Motion Scope M3, Redlake)를 통해 top-view 방향에

서 움직임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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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Lateral DEP 실험 System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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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Beads의 특성에 따른 및 주파수 결정방법

실험에 사용된 전극에 Voltage가 가해질 때, 사용된 Beads와 용액의 전도율

(Conductivity, σ) 및 유전율 (Permittivity, ε)과 같은 유전적 특성 

(Dielectric properties)에 따라 Clausius-Mossotti factor (Re[FCM]) 의 부호가 

결정된다. 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Re[FCM]>0 인 경우는 DEP 는 Positive-DEP 

(p-DEP) 라 부르게 되고, particle는 전기장의 구배가 큰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반면 medium 보다 작게 될 경우 (Re[FCM]<0)에는 반대로 전기장의 구배가 작은 쪽

으로 움직이게 되는 데 이를  Negative-DEP (n-DEP) 라고 한다. 

실험에 사용된 beads와 용액의 전도도(Conductivity, σ) 및 유전율 

(Permittivity, ε)과 같은 유전적 특성 (Dielectric properties)을 기존 문헌을 

통해 확인 해 보았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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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μm)
Cross-over 
frequency   

(kHz)
permittivity Conductivity 

(S/m)
Mediμm 

permittivity
Mediμm conductivity 

(S/m)

Carboxyl 
terminated 

beads

10

12

15

60±4

50±5

21±2

2.5

3.51E-04

2.94E-04

1.61E-04

78

1.4E-04

1.2E-04

1.2E-04

Amino 
terminated 

beads

10

12

15

35±3

30±6

10±3

2.5

2.14E-04

1.96E-04

1.12E-04

78

1.1E-04

1.2E-04

1.0E-04

표1. 실험에 사용된 Beads의 유전 특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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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Beads의 Lateral Displacement Image의 획득과 분석

실험에 사용된 Carboxyl- Functionalized 10μm Polystyrene Beads가 Lateral 

DEP force에 의해서 움직이는 Beads의 구간별 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미경에 

부착되는 Top-view 방식의 CCD 고속 camera (Motion Scope M-serise M3, 

Redlake)와 고속 Frame-Grabber인 Xcelera-CL PX4 Dual (Teledyne DALSA, Co., 

USA) 를 이용하여 실험 조건에 따라 초당 5 ~ 50 frame의 (5~50 Hz) Tiff Image

로 촬영하였다. 

Beads 이미지 획득은 실험 조건에 따라 3000 ~ 4000 frame (60~80초) 으로 촬

영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CCD 고속 camera를 통해 촬영된 Beads의 수평 움직임

은 Image J Image Analysis Software (NIH, USA) 의 Particle Tracker &  

Detector Plug-i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5]

Beads가 Lateral displacement를 할 때 x축과 y축의 변위를 갖게 되며, 분석을 

통해 x·y축의 움직임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게 된다. 실험 결과 대략 x축으로는 

40 ± 5μm, y축으로는 2 ± 2μm의 변위 오차로 움직임을 갖게 되며, DEP로 인

한 Lateral displacement의 영향만을 평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y축의 움직

임은 무시하고 x축 방향으로의 움직임만 관측하여 평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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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Image J Image Analysis Software 의 Particle Tracker & Detecter 

Plug-in을 이용한 Beads의 Lateral Displacemen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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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Beads의 수평이동의 Mechanism 분석방법 

전극 가운데로 모이는 과정에서 Beads는 전극의 위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Beads

의 속도와 DEP force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표면과 

Beads가 생체 분자 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 전압 인가를 통해 DEP force를 가해 

주면, Lateral 방향의 DEP force로 인한 결합의 끊어짐이 일어난다. 

Beads가 lateral 방향의 DEP force에 의하여 수평 이동을 할 때, beads는 [그

림16]과 같이, slip 운동을 하게 되거나  rotation 운동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수평방향의 움직임의 mechanism 을 분석하기 위해서 microsize bead 위

에 nano paricles을 부착 시키고 bead를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부착된 nano 

particles을 움직임을 CCD Camera를 통하여 관측하였다. 

Slip·rotation 움직임이 더 관찰하기 쉽도록 실험에서 사용한 beads보다 큰 

15μm size의 polystyrene beads를 사용하였고, 500nm 사이즈의 polystyrene 

nano particles (The SPHERO™ Coated Particles, Spherotech)와 함께 24시간동안 

담가 두었다가  실험 용액에 첨가하여 aggregation이 이루어진 bead를 찾아 그 

움직임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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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수평 방향 유전영동 힘에 의한 표면 결합 및 전하 모식도

(a) Slip model      (b) Rot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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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실험 시스템의 분해능 평가방법

 이 실험 시스템에서 중요한 점은 Lateral DEP force를 받는 Beads의 움직임을 

얼마나 높은 Resolution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이며, 또한 Beads의 위치에 따른 

DEP force와 Beads의 Lateral velocity와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Highspeed camera(Motion Scope M3, Redlake)의 CCD sensor  

수광부의 면적이 12 × 12 μm2/pixel이므로, 실험시에 사용하는 20× 현미경을 

사용시 pixel당 600 nm의 camera resolution을 갖게 된다.

또한 Feng et al[14] 에 따르면 Image Analysis Software Image J에서 사용되

는 sub-pixel 측정 방법은 0.017/pixel 안의 resolution에서 신뢰성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므로, 본 실험 시스템의 기본 측정 resolution은 10.2 nm가 된다. 

실제 실험 환경에서의 resolution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

다. 움직임이 없는 beads를 High speed camera를 통하여 이미지를 측정하였을 때 

Frame 속도에 따른 움직이지 않는 Beads의 Noise resolution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 시와 동일한 현미경 배율(20×)과 동일한 

촬영 배속 (50 Frame/s)으로 움직이지 않는 10μm COOH polystyrene Bead를 1분

간 촬영 후, 10개의 Particle을 Sample로 삼아 tracking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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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Lateral DEP force 실험에 진행에 따른 probe 의 

Vertical 움직임 분석방법 

실험에서 사용하는 IDT Electrode에 전압이 인가될 때, 실제로 Electrode에는 

분석에 필요한 Lateral DEP force 뿐만 아니라 Vertical DEP force도 함께 발생

한다. 이때 Beads에 가해지는 Vertical 방향의 DEP force가 Beads와 표면간의 결

합력 및 중력 및 부력 등을 합한 힘보다 강하다면, Beads는 수직 방향으로 떠오

르게 된다. 

실험에서 필요한 수평 방향의 DEP force를 가해줄 때 Beads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함에도 Vertical DEP force를 받아 떠 오를 수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진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DEP force를 적용하여 beads 의 Lateral 움직

임을 관측하면서 동시에 1.2.3에서 소개된 grayscale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Beads 

의 vertical 움직임도 관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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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 Beads rotation movement 의 구간 설정방법

2.1.4.4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Lateral DEP force의 영향을 받아, 전극 가장

자리에 있던 beads가 전극 가운데로 모이는 과정에서 surface와의 interaction에 

따라 beads는 slip movement와 rotation movement가 예상된다. 

Rotation movement를 하고 있는 beads와 surface 간에는 각각의 interaction에 

따라 결합의 adhesion과 desorption이 수시로 일어나게 되며[15] 이에 대한 정량

적 분석을 위하여 beads의 rotation movement에 따른 lateral displacement 구간

을 설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10μm 크기의 polyestyrene beads가 각각 10°,30°,45°,90° 

회전할 때의 lateral displacement는 호의 길이 공식 [식6]에 따라 계산 하였으

며, 이를 [표4]에 기재 하였다. [그림17]

Length of the arc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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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Lateral DEP force analysis를 위한 Bead rotation movement 구간

표4. 10 μm Bead의 회전 각도에 따른 lateral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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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 Lateral DEP force 계산을 위한 수치해석 모델링 

(numerical analysis modeling)

Beads가 전극 가운데로 모이는 과정에서 surface와의 interaction에 따라 

beads는 slip movement를 하기도 하고 rotation movement을 할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수치해석모델링을 방법은 아래와 같다. 

 slip의 상황에서 surface와 beads 사이에 작용하는 force는 다음과 같이 

Newton의 법칙을 적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F


  and   U


         (7)

식에서 m은 실험에 사용된 polystyrene bead의 질량이며, polystyrene의 밀도

는 1.05×10-3 kg/m3 이다. X는 beads의 중앙을 기점으로 한 position vector를 의

미하며, U는 beads의 이동 속도 factor를 의미한다. 본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요소는  


이므로, 

                       





∑                       (8)

과 같이 [식7]의 요소들을 치환하여 beads에 가해진 force를 계산할 수 있다. 

이때 ∑는 다음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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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Fslip은 beads가 surface와의 repulsion으로 인하여 slip movement를 이룰 

때의 힘을 의미하며, FDEP는 polystyrene beads에 가해진 DEP force를 의미하고, 

FHD는 surface 근처의 beads가 lateral로 이동할 때 겪게 되는 hydrodynamic drag 

force이며, Goldman et al [16]에 의한 점근법 으로 계산된 다음의 식으로 표현

된다.

  ·
 and 

 


   (10)[17]

여기서 μ는 유체의 점성도를 의미하며, a는 bead의 반경을 의미하고, U는 

bead의 이동 속도, δ는 바닥과 bead와의 거리를 의미한다. 

Beads가 surface와의 binding으로 인하여 rotation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Torque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T 


   and   Ω


             (11)

여기서 T는 hydrodynamic moment vector이며, I는 관성 모멘트를 의미하고, Ω

는 beads의 각속도를 의미한다. Slip condition일 때와 마찬가지로 rotation의 

경우 본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요소는

                          


 


∑                      (12)

와 같이 [식11]의 요소들을 치환할 수 있으며, 이때 ∑는 다음의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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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                        (13)

위 식은 DEP force로 인한 beads의 slip이 없다는 전제 하에 가정되었다. THD는 

surface 근처의 beads가 겪는 hydrodynamic torque를 의미하며, TBinding은 surface

와 beads간에 형성되는 결합력에 의해 발생되는 torque로서, beads가 chip 표면

을 slip하지 않고 rotation하도록 하는 결합을 의미한다. Rotation movement를 

하는 beads의 hydrodynamic drag torque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7]

 ·
 and 

 


     (14)[17]

여기서 μ는 유체의 점성도를 의미하며, a는 bead의 반경을 의미하고, Ω는 

bead의 회전 속도, δ는 바닥과 bead와의 거리를 의미한다. 

위에서 설명한 beads와 surface 간의 model formulation에 간의 미분 방정식에 

대한 numerical analysis는 4th order Runge–Kutta scheme[18]을 적용하여 

Matlab (R2010a, Mathworks) 계산하였다. 

Lateral DEP force의 영향을 받아, 전극 가장자리에 있던 beads가 전극 가운데

로 모이는 과정에서 beads에 가해진 lateral DEP force를 계산하는 데에는 시간

에 대한 인수가 없으므로, 위의 differential equation을 계산하는 transient의 

4th order Runge–Kutta method 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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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 Lateral DEP Force의 구간 적용

Beads가 전극 가운데로 모이는 과정에서의 Lateral DEP force를 적용할 때에 

beads는 vertical/lateral 모든 방향의 힘을 받아 움직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lateral 방향의 DEP force로 인한 영향만을 고려하기 위하여, 

전극의 각 위치에서 beads가 받는 vertical/lateral 방향의 force를 각각 구한 

뒤 [예]그림 18-a], vertical방향의 force를 lateral 방향의 force로 나누어 주

어[예]그림 18-b], 그 값이 1보다 작은 구간을 택하여 실험 진행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Lateral DEP force가 vertical의 DEP force보다 클 경우인 이 구간에서 beads

가 받는 vertical 방향의 DEP force는 beads가 표면과 결합하고 있는 수직 방향

의 결합력과의 상호 관계로 합력을 0이 된다고 가정을 하여 lateral 방향의 결합

력 및 DEP force를 고려하여 실험을 진행 및 측정 결과를 적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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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8. Vertical/Lateral 방향의 DEP force 비교

(a) 120 V에서 Vertical/Lateral 방향의 각 DEP force

(b) Vertical/Lateral DEP force의 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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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0 Poisson Statistics를 이용한 단일 분자 결합력 분석

방법

어떠한 결합력이 F라는 유의한 힘을 갖는 N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있다면, 이

러한 힘들의 분산을 Gaussian Distribution으로 표현하고 각각의 힘들의 평균(M)

과 분산(σ)를 계산할 수 있으며, 다음의 Poisson Distribution 수식을 통해서 

Single Binding Force를 도출할 수 있다.[19,20]

M = nF and σ2 = nF2 (4)

여기서 F와 n은 Fixed Contact Area 안에서의 개별적 결합과 결합력을 이야기 

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결합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F = σ2/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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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결과 및 토론

2.2.1 Beads의 특성에 따른 Crossover Frequency 계산결과

2.1.4.2절에서 확인한 beads의 특성을 토대로 DI water에서 각 beads가 겪는 

crossover frequency를 MatLAB (R2010a, Mathworks)을통해 계산한 결과는 [그림 

19] 와 같다.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시 n-DEP는 1MHz 이상의 주파수에서, p-DEP는 

1KHz 이하의 주파수에서 실험을 진행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9. 실험에 사용된 Beads의 특성에 따른 Crossover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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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Beads의 Lateral Displacement 확인

Lateral movement 에 관한 생체 단 분자 실험은 80 μm electrode – 40 μm 

gap 의 IDT 전극에서 진행하였다. 표면은 piranha cleaning 을 통하여 OH-기를 

띄도록 하거나 succinic anhydride를 사용하여 COO- 작용기를 띄도록 하였다. 

사용된 beads는 Carboxyl Functionalized된 10μm 크기의 Polystyrene Beads 

(The SPHERO™ Coated Particles, CPX-100, Spherotech)로, beads 표면의 COO- 작

용기가 표면과 electrical repulsion force가 작용하도록 하였다. 

Beads가 전극 edge에 있을 때 negative DEP force를 받게 되면 전극 가운데로 

모이게 된다. [그림20]은 DEP force를 인가하였을 때 beads 가 전극 edge 에서 

가운데로 모이는 움직임을 관측한  top view image 이다. [그림20-a]에서 처음 

전극의 edge 쪽에 있던 beads가1MHz 6Vpp를 받아 negative lateral DEP force를 

받으면서 [그림20-d] 와 같이 점점 전극의 중앙 부분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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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1MHz 6Vpp 인가하여 발생한 Negative lateral DEP force 에 의해 전극

의 Edge쪽에서 전극의 중앙으로 이동하는 Beads 의 Lateral displacement. (a~d) 

0-60 s, scale bar=10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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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Beads의 Lateral Movement 확인

전극 가운데로 모이는 과정에서 Beads는 전극의 위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Beads

의 속도와 DEP force는 beads가 처해진 실험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르다. 2.1.4.4

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Beads가 lateral 방향의 DEP force에 의하여 수평 이동을 

할 때, Beads와 surface가 이루는 interaction이 repulsion일 경우 beads는 slip 

운동을 하게 되고, Beads와 surface가 이루는 interaction이 adhesion일 경우 

beads는 rotation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 해 보았다.

Slip 모델의 경우 beads와 surface간의 repulsion interaction을 형성하기 위

해 2.1.2절의 표면 코팅 방법을 통해 APTES와 Succinic anhydride를 통해 표면을 

carboxyl처리를 한 뒤 pH 7의 DI-water 상에서 COO- 작용기를 띄게 하였으며, 

2.1.3절에서 언급한 10μm 크기의 polystyrene carboxyl functionalized beads를 

사용 하였다.

Rotation 모델의 경우 beads와 surface간의 adhesion interaction을 형성하기 

위해 2.1.2절의 표면 코팅 방법을 통해 APTES와 Succinic anhydride를 통해 표면

을 carboxyl처리를 한 뒤 pH 7의 DI-water 상에서 COO- 작용기를 띄게 하였으며, 

2.1.3절에서 언급한 10μm 크기의 polystyrene amino functionalized beads를 사

용 하였다.

위 slip·rotation의 상황에서 beads가 lateral DEP force에 의해 80/40 chip

의 edge에서 center 방향으로 이동할 때, 각각 slip·rotation movement를 하며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21]



- 51 -

그림21. 수평 방향 유전영동 힘에 의한 beads의 움직임 관측

(a) Rotation model   (b) Sli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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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실험 시스템의 분해능 평가

2.1.4.5 절의 분해능 평가 방법을 통해 촬영된 이미지에서 beads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은 Image Analysis Software인 Image J 의 Particle Tracker & 

Detecter Plug-i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해능 평가의 결과는 [그림22] 에서 

볼 수 있듯이 2nd standard deviation (97%신뢰도) 적용 시Beads의 대략적인 

Noise level은 약 15 nm 정도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beads가 lateral DEP force의 영향을 받아 lateral movement를 할 

때 15 nm 이상의 움직임에 대해 lateral displacement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 시스템에 의한 분석은 15 nm의 분해능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다.

그림22. 실험 환경에서 측정된 Beads의 Nois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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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Lateral DEP force 실험에 진행에 따른 Beads 의 

Vertical 움직임 분석

2.1.4.6절에서 언급한 것 과 같이, 실험에서 필요한 수평 방향의 DEP force를 

가해줄 때 Beads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함에도 Vertical DEP force를 받아 떠 

오를 수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Beads의 이미지에 대한 Grayscale을 [그

림23] 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

Repulsion 환경의 실험 조건에서 IDT Electrode에 1 MHz 5.3 Vpp 전압을 인가

하여 주었을 때 Electrode edge 부분에서 Beads의 Grayscale은 순간적으로 급격

히 상승하였다가 떨어졌으며, 그 범위를 거리로 계산 해 보면 대략 5μm 정도로 

확인할 수 있다. Beads의 grayscale이 떨어진 후 beads가 lateral movement를 하

는 동안의 grayscale은 종전의 연구[13]에서 확인 하였던 바와 같이 수직 방향의 

noise level 안에 있으므로, 바닥에서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Lateral DEP force와 관련된 Data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Beads가 전극의 

Edge로부터 최소한 5μ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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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Repulsion 조건에서 1 MHz 5.3 Vpp 전압이 인가된 IDT Electrode 에서 

bead가 이동할 때의 Gray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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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Beads의 이동 경로에 대한 Simulation

전극 가운데로 모이는 과정에서 Beads는 전극의 위치에 따라서 DEP force의 방

향과 크기를 다르게 받게 된다.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COMSOL Multiphysics 

(v3.5a)를 이용하여 [표2]에서 X, Y축 DEP Force의 합력을 계산하였고, 각 위치

에서 Beads가 받는 DEP Force의 방향 (각도)를 계산 해 보았다.[표3] 

Simulation은 COMSOL Multiphysics에서 제공하는 AC/DC Electrostatics Module

를 사용 하였다. IDT 전극은 두 개의 전극이 연속적으로 반복 되는 형태를 가지

므로 symmetric argument 를 적용하면 [그림24-a] 와 같이 가운데 80μm 크기의 

전극 및 전체 전극 크기의 바인 40μm 에 해당하는 양쪽 전극의 구조를 이용하여 

simulation 의 구성을 할 수 있다.

실험에서 사용된 chip 과 동일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Cr 전극의 높이를 1 kÅ 

으로, 전극 위의 SiO2층으로 8 kÅ 의 film 을 형성하였다. 이후 실험에서 인가 해

준 전압 값에 대한 Electric field를 형성하여 식(1)의 DEP Force 수식에 의거하

여 인가전압에 대한 Lateral DEP force를 계산할 수 있었다.

 이후 2.0 V ~ 3.0 V의 인가전압에 따른 DEP force를 Graph로 나타내 보았으며

[그림24-b], 위의 값들을 토대로 Simulation 한 결과의 DEP Force Vector Arrow

와  Electrode의 각 위치에서 Beads의 이동 경로를 Simulation해 보았다. [그림

24-c] 



- 56 -

(a)

(b)

(c)

그림24. COMSOL Multiphysics를 이용한 Beads의 움직임 Simulation

(a) IDT electrode의 Geometry design

(b) 80μm width electrode / 40μm width gap 전극 위의 수평 방향 DEP force

(c) [표4]의 값을 토대로, 각 위치에서 Beads가 힘을 받게 되는 DEP Force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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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X, Y축 DEP Force의 합 Vector

표3. X, Y축 DEP Force 합 Vector의 방향(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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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전압 증가에 따른 Lateral DEP force의 증가 추이

수평 방향의 DEP force 분석을 위하여 먼저 Piranha cleaning을 통해 SiO2 표

면에 (OH-)기를 활성화 시킨 Chip과 상업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표면에 Carboxyl

이 Functionalized된 10μm 크기의 Polystyrene Beads (The SPHERO™ Coated 

Particles, CPX-100, Spherotech)를 사용하였다. pH 7을 띄고 있는 DI water에서 

Carboxyl기는 (COO-)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SiO2 표면에 (OH-)기가 활성화 되

어 있는 Chip과는 정전기적 Repulsion을 이루고 있으므로[11,12] 분자간의 마찰

력이 없는 조건이라고 가정 할 수 있다.

구성된 실험 조건에서 Function generator를 통해 각각 1 MHz – 4.5 V, 5.3 V, 

6.1 V 의 전압을 인가 시켜 주면서 Beads의 수평 움직임을 확인 해 보았다. [그

림24-a]는 본 조건에 대한 Beads의 이동거리/시간에 대한 그래프로서 Chip에 인

가된 Voltage가 높을수록 Beads의 움직임이 커지며, 단위 시간에 대한 이동 거리

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5-b]는 [그림25-a]의 그래프를 미분하여 

Beads의 이동 속도(Y축) 에 대한 거리(X축)으로 나타낸 그래프로서, Chip에 인가

된 Voltage가 증가할수록 Beads의 초기 이동 속도가 증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위의 실험을 통해 수평 방향으로 Beads의 움직임은 전압 증가에 따른 수평 방

향 DEP force 증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전압이 

수평 방향 DEP force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분자 간 

결합력을 측정하는 실험에 있어서 분자의 농도가 변수인 경우 인가 전압은 고정

변수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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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전압 증가에 따른 Lateral DEP force 증가

(a) 시간에 대한 Beads의 이동 거리

(b) 위치에 대한 Beads의 이동 속도 



- 60 -

2.2.8 표면 작용기 분포에 따른 Lateral DEP force의 변화

 본 절에서는 표면의 정전기적 작용기 분포를 변화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2.2.7절에서 확인한 OH- / COO-의 결합에서는 Piranha cleaning을 통한 SiO2 표면

의 OH- 작용기와 Carboxyl이 코팅된 Beads간의 정전기적 Repulsion을 인가하는 

전압의 크기를 변화시키며 실험을 진행 하였지만, 본 절에서는 Chip의 SiO2 표면

에 코팅되는 정전기적 작용기 분포의 양적 변화에 따라 수평 방향의 DEP force를 

받는 Beads 이동의 변화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였다.

2.1.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SiO2 wafer의 표면에 APTES작용기를 코팅한 후에 

Succinic Anhydrade (S.A) 작용기를 코팅하여, 표면의 끝단에 Carboxyl기를 

Functionalize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Beads 희석 용액은 pH 7의 DI –water이며, 

pH 7에서 Carboxyl group은 COO- 작용기를 띄게 된다. 

Beads는 상업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표면에 Carboxyl이 Functionalized된 10μ

m 크기의 Polystyrene Beads (The SPHERO™ Coated Particles, CPX-100, 

Spherotech)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Chip 표면과 Polystyrene Beads 사이의 관

계는 COO- / COO- 로써 정전기적 Repulsion을 띄게 되며, 이 때 Chip의 SiO2 표면

에 Functionalized되는 Carboxyl 작용기의 양을 APTES 코팅 농도 (각각 5 mM, 10 

mM, 50 mM) 로 조절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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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표면 작용기 증가에 따른 Beads의 이동 거리 및 속

도 변화

2.1.4.4절에서 서 말한 바와 같이 Beads가 lateral 방향의 DEP force에 의하여 

수평 이동을 할 때, Beads와 surface가 이루는 interaction이 repulsion일 경우 

beads는 slip 운동을 하게 되고, Beads와 surface가 이루는 interaction이 

adhesion일 경우 beads는 rotation 운동을 하게 된다. 

Slip model의 실험으로 각각 5 mM, 10 mM, 50 mM의 농도로 functionalized 된 

DEP chip에 function generator를 통해 1 MHz 5.3 Vpp를 인가했을 때 beads의 이

동 거리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림26-a]는 0.1 M Succinic Anhydride 와 APTES가 각각 5 mM, 10 mM, 50 mM

로 조절되어 코팅된 SiO2 표면 위에서 Function generator를 통해 1 MHz 5.3 V의 

전압이 chip에 인가 될 때, 10 μm carboxyl-functionalized beads의 이동 거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후 OriginPro (8.5.1 SR2, OriginLab Co.,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간에 

대한 beads의 순간 이동 거리를 미분하여 순간 속도를 얻고, 순간 속도의 연속 

데이터를 통해 [그림26-b] 와 같이 electrode의 위치에 대한 beads의 lateral 이

동 속도를 알 수 있었다.

그림 [26-a,b]를 보면, 같은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repulsion force가 작용하

는 작용기의 농도가 많이 functionalized된 조건에서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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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chip 표면에 functionalized되어 negative charge를 띄고 있는 carboxyl 

작용기가 surface와 beads간의 interaction을 하는 구간에 있어서 동일한 단위면

적에 대한 작용기 양이 점점 많아지므로, beads 표면에 functionalized 되어 

negative charge를 띄고 있는 carboxyl 작용기와 repulsion interaction을 하는 

정도와 비례적으로 증가하여 작용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63 -

그림26. 표면 작용기 증가에 따른 Beads의 이동 거리 변화

(a) VdW Interaction에서 시간에 대한 Beads의 이동 거리

(b) 위치에 대한 Beads의 이동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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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on model의 실험으로 0.1M Succinic Anhydride 에 APTES가 각각 5mM, 

10mM, 50mM의 농도로 functionalized 된 DEP chip의 SiO2 표면에 function gener 

ator와 amplifier를 통해 각각  1MHz 5mM - 45V, 50V, 55V, 10mM - 130V, 145V, 

160V, 50mM - 155V, 175V, 195V 를 인가했을 때 10μm amino-functionalized 

beads의 이동 거리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림27-a,c,e] 

이후 slip model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OriginPro (8.5.1 SR2, OriginLab 

Co.,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간에 대한 beads의 순간 이동 거리를 미분하여 

순간 속도를 얻고, 순간 속도의 연속 데이터를 통해 [그림27-b,d,f] 와 같이 

electrode의 위치에 대한 beads의 lateral 이동 속도를 그려 보았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Rotation의 각 상황에서는 표면 작용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electrode 위에서 beads의 이동 속도와 거리가 줄어든다.

이는 Surface에 functionalized되어 negative charge를 띄고 있는 carboxyl 작

용기와 beads 표면에 functionalized 되어 positive charge를 띄고 있는 amine 

작용기가 각각 ionic binding을 하고 있으며, 코팅 농도의 증가에 따라 surface

와 beads간의 결합력의 세기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ionic 

binding에 관여하는 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조건에서 결합을 끊고 

beads의 움직임을 유도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onic binding에 관여하는 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가 전압을 적절히 증가

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동일한 농도의 ionic binding에서는 인가하는 전압의 세기, 곧 beads에 

가해주는 lateral DEP force의 크기에 따라 beads의 이동 거리가 각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electrode의 edge부분에서 중앙 쪽으로 갈수록 

beads에 가해지는 lateral DEP force는 작아지기 때문에, 동일한 결합력의 조건

에서는 beads를 움직이는 힘인 lateral DEP force가 커질수록 beads의 이동거리

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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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Ionic Binding에서 표면 작용기 증가에 따른 Beads의 이동 속도 변화

(a) 5mM, (c) 10mM,(e) 50mM 

- Ionic bond에서 인가 전압에 따른 시간에 대한 Beads의 이동 거리.

(b) 5mM, (d) 10mM, (f) 50mM 

- Ionic bond에서 Electrode 위치에 대한 Beads의 이동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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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Beads의 이동 거리에 따른 Binding Force 측정

앞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DEP chip의 IDT electrode에 전압을 인가 해 주

면 IDT electrode에 생성되는 전기장에 따른 lateral DEP force의 영향을 받아 

Beads는 전극 가장자리에서부터 전극의 중앙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Electrode의 edge부분에서 중앙 쪽으로 갈수록 beads에 가해지는 lateral DEP 

force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전극의 표면과 beads 사이의 binding force를 

lateral 방향의 DEP force가 이겨내지 못할 만큼 약해 진 지점에 beads가 다다르

게 되면 beads는 더 이상 이동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게 된다. 

2.1.4.8절과 2.1.4.9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beads와 surface간의 수직 방향 으

로 작용 하는 vertical 방향의 결합력과 중력은 수직 방향의 vertical DEP force

와의 합력으로 인해 상쇄 되므로 이 상황에서 beads와 surface간에 작용하는 결

합력은 slip 혹은 rotation 조건에 따라 drag 혹은 torque로 적용되는 lateral 

방향의 힘으로만 존재하고 있으며, lateral DEP force가 이 결합력을 끊어내지 

못하는 순간, 즉 electrode 위를 이동하던 beads의 움직임이 정지한 순간 beads

에 가해지고 있는 lateral DEP force의 크기를 beads와 surface간의 결합력이라

고 정의 하였다.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확인하였던 slip 모델과 rotation 모델의 각 조건에서 

인가 전압과 작용기 농도에 따른 beads의 최종 이동 거리를 측정 하고, 그 결합

력을 비교 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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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 Beads의 이동 거리에 따른 Binding Force 측정 - 

Piranha 표면

가장 먼저 2.2.7절의 Piranha (OH-) 표면에 10 μm carboxyl functionalized 

beads를 사용하여 PH 7의 조건에서 electrical repulsion을 만들어 실험한 slip 

조건에서는, 10μm carboxyl functionalized beads가 전극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전극의 중앙 쪽으로 이동하다가 lateral DEP force가 더 이상 beads를 움직이지 

못하는 위치가 [그림28-a]과 같이 각 상황에서 22.1 ± 0.38 μm, 25.39 ± 0.64 

μm, 28.09 ± 0.29 μm을 이동하였다. 

이후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COMSOL Multiphysics (3.5a, COMSOL)를 통해 

각 조건에서 beads의 움직임이 정지 하였을 때 각 위치에서의 lateral DEP force

를 계산하였다. [그림28-b]의 결과와 같이, 1 MHz 4.5 V, 5.3 V, 6.1 V의 인가 

전압에 따른 beads 운동 정지 지점의 lateral DEP force가 각각 18.0 ± 0.64 

pN, 17.8 ± 1.15 pN, 17.5 ± 0.56 pN 이었다.

인가 해 준 전압에 따라 beads가 이동한 거리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종 이동 

지점에서 beads가 받은 lateral DEP force는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2.8.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한 결합력의 조건에서는 beads를 움직

이는 힘인 lateral DEP force가 beads의 실제 이동거리와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특정 분자 간 결합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인가되는 전압을 다양하게 

실험을 하여 비교하는 것이 분자 간 결합력 측정 실험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임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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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농도와 전압에 따른 beads의 최종 위치 및 결합력-Piranha표면

(a)Piranha 표면에서 전압에 따른 beads의 최종 위치 

(b)Piranha 표면에서 Beads의 최종위치에 따른 인가전압과 Bind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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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Beads의 이동 거리에 따른 Binding Force 측정 - 

Van der Waals Interaction

2.1.4.4절의 Slip 조건과 같은 Van der Waals interaction에서 표면 작용기를 

각각 5mM APTES + 0.1M S.A, 10mM APTES + 0.1M S.A, 50mM APTES + 0.1M S.A로 

활성화 하고, 10μm carboxyl functionalized beads를 사용하여 pH 7의 조건에서 

COO- / COO- 의 electrical repulsion을 만들어 slip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여기서는 작용기의 농도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5.3V를 인가 해 주었으며, 이 

때 더 이상 beads가 움직이지 못하는 위치는 [그림29-a] 에서와 같이 각각 

21.79±0.34μm, 23.39±0.45μm, 25.37±0.34μm 였으며, 각 위치에서 beads가 

받은 lateral DEP force는 각각 [그림29-b]와 같이 26.87±0.98pN,  

21.49±0.96pN, 17.65±0.62pN이었다. 

Surface에 functionalized된 COO- 작용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beads 표면

에 functionalized된 COO- 와의 repulsion interaction도 함께 증가하므로, 

beads가 각 위치에서 동일한 lateral DEP force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eads와 surface간의 repulsion interaction 정도에 따른 힘의 크기가 변화하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정지한 지점에 대한 차이로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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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 농도와 전압에 따른 beads의 최종 위치 및 결합력-VdW interaction

(a)VdW interaction에서 전압에 따른 beads의 최종 위치 

(b)VdW interaction에서 Beads의 최종위치에 따른 인가전압과 Bind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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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Beads의 이동 거리에 따른 Binding Force 측정 - 

Ionic Interaction

Rotation 조건인 Ionic bindnig interaction에서는, 표면 작용기를 각각 1mM, 

APTES + 0.1M S.A, 5mM APTES + 0.1M S.A, 10mM APTES + 0.1M S.A, 50mM APTES + 

0.1M S.A로 활성화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작용기의 농도에 따라 각각 1Mhz 1mM - 45V, 5mM - 50V, 55V, 10mM - 

130V, 145V, 160V, 50mM - 155V, 175V, 195V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beads가 이동

하여 최종적으로 정지한 부분을 확인하였다. 

차후에 single binding force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image 

acquisition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High-speed CCD camera 의 

image capture rate를 초당 5 frames (5 Hz)로 줄이고,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영역을 늘려 한 장의 image당 beads를 150~300개씩 촬영한 후 획득한 image를 일

괄 분석하였다. 

본 조건의 실험 결과, lateral DEP force의 영향을 받는 beads가 더 이상 움직

이지 못하는 위치는 각각 1mM 45V - 29.09±3.19μm, 5mM 50V, 55V - 25±3.85μ

m, 27.67±2.81μm, 10mM 130V, 145V, 160V - 27.15±1.67μm, 28.9±1.19μm, 

30.57±1.19μm, 50mM 155V, 175V, 195V - 28.35±1.42μm, 30.14±1.52μm, 

32.29±1.05μm으로 측정 되었다. [표5]

이후 앞 절과 같이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COMSOL Multiphysics (v3.5a)를 

통해 각 조건에서 beads의 움직임이 정지 하였을 때의 lateral DEP force를 계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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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ATPES 농도별 상황에서 각각 1mM 45V - 0.81±0.33nN, 5mM 50V, 55V 

- 1.51±0.46nN, 1.50±0.46nN, 10mM 130V, 145V, 160V - 8.76±1.15nN, 

8.81±1.16nN, 8.78±1.16nN, 50mM 155V, 175V, 195V - 11±1.44nN, 

10.8±1.43nN, 10.4±1.89nN의 정지 지점 lateral DEP force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5]

이는 Surface에 functionalized 되어 negative charge를 띄고 있는 COO- 작용

기와 beads 표면에 functionalized 되어 positive charge를 띄고 있는 NH3+ 작용

기가 각각 ionic binding을 하고 있으며, surface에 functionalized된 COO- 작용

기 농도의 증가에 따라 beads와의 ionic binding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ionic binding의 농도 증가에 따라 결합력 측정에 필요한 인가전압도 함께 증가

하게 된다.

2.2.8.1 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동일한 surface condition에서는 인가해준 

전압에 따른 lateral DEP force에 차이가 있게 되더라도 beads와 surface 간의 

interaction의 정도는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beads가 위치한 곳에서 

beads가 받고 있는 lateral DEP force는 동일한 범위 내에 있게 되는 것이다. 

본 절에서 측정한 결과는 앞 절에서 제시하였던 전압의 차이에 따른 lateral 

DEP force에 의한 surface와 beads 간의 결합력 비교와, 표면 결합력 분포의 차

이에 따른 surface와 beads 간의 결합력 차이 비교의 결과에서 유사한 결과의 양

상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lateral DEP force spectroscopy 개발에 대한 접근 방

식이 올바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본 실험의 정밀도 및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좀 더 작은 힘

(hydrogen binding) 또한 단 분자 간 결합력 측정을 시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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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condition Voltage (V) Position(μm) Mean Force (nN)

1mM APTES + 0.1M S.A 45 29.09±3.19 0.81±0.33

5mM APTES + 0.1M S.A
50

55

25±3.85

27.67±2.81

1.51±0.46

1.50±0.46

10mM APTES + 0.1M S.A

130

145

160

27.15±1.67

28.9±1.19

30.57±1.19

8.76±1.15

8.81±1.16

8.78±1.16

50mM APTES + 0.1M S.A

155

175

195

28.35±1.42

30.14±1.52

32.29±1.05

11±1.44

10.8±1.43

10.4±1.89

표5. Lateral DEP 로 인한 Beads의 이동 거리에 따른 Ionic Bind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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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Beads의 이동 거리에 따른 Binding Force 측정 - 

Hydrogen Interaction

또 다른 Rotation 조건으로 weak force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약한 결합을 형

성하는 Hydrogen binding interaction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Hydrogen 

binding interaction에서도 마찬가지로, 표면 작용기를 각각 5mM APTES + 0.1M 

S.A, 10mM APTES + 0.1M S.A, 50mM APTES + 0.1M S.A로 활성화 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pH4의 DI-Water 에서 Carboxyl 10μm의 Beads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작용기의 농도에 따라 각각 1Mhz 주파수로, 5mM - 27V, 10mM - 70V, 

50mM - 100V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beads가 이동하여 최종적으로 전극 상에서 정

지한 지점을 확인하였다. 

본 조건의 실험 결과, lateral DEP force의 영향을 받는 beads가 더 이상 움직

이지 못하는 위치는 각각 5mM 27V - 25.66±4.83μm, 10mM 70V - 25.7±1.57μm,  

50mM 100V - 31.28±1.56μm 으로 측정 되었으며, 각 위치에서의 lateral DEP 

force는 각각 5mM 27V - 4.17±0.18nN, 10mM 70V - 2.54±0.44nN,  50mM 100V - 

3.38±0.5nN 으로 측정되었다.[표6] 

Hydrogen binding은 ionic binding과 마찬가지로 surface와 beads간의 

adhesion interaction이 작용하여, surface에 functionalized된 작용기의 증가에 

따라 surface와 beads간에 이루고 있는 결합력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urface에 functionalized된 작용기의 증가는 beads와 surface가 접촉을 할 때 

동일한 접촉 면적 대비 결합이 일어나는 event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할 수 있으며, 다음 절에서 이에 관한 분석의 일환으로 단 분자간 결합력 

(single binding force) 계산을 진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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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condition Voltage (V) Position(μm) Mean Force (nN)

5mM APTES + 0.1M S.A 27 25.66±4.83 4.17±0.18

10mM APTES + 0.1M S.A 70 25.7±1.57 2.54±0.44

50mM APTES + 0.1M S.A 100 31.28±1.56 3.38±0.5

표6. Lateral DEP 로 인한 Beads의 이동 거리에 따른 Hydrogen Bind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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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Beads의 이동 거리에 따른 Single Binding Force

앞서 확인한 binding force를 통하여 각 조건에서의 single binding force를 

도출하기 위해 2.1.4.10 절에서 명시하였던 Poisson 통계 분석법[32,33]을 이용

하여 ionic interaction의 single binding force를 평가해 보았다. 

2.2.10.1 Beads의 이동 거리에 따른 Single Binding Force - 

Ionic Interaction

Poisson 통계 분석법을 통해 얻은 ionic interaction의 single binding force

는 각각 1mM 45V - 132pN, 5mM 50V, 55V - 138pN, 139pN, 10mM 130V, 145V, 160V 

- 150pN, 153pN, 152pN,  50mM 155V, 175V, 195V - 190pN, 189pN, 189pN 이다. 

[표7]

[표7]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한 결합력 분포 조건에서는 beads에 인가

된 전압이 각각 상이하지만, 결과적으로 beads와 surface와의 결합을 끊지 못하

는 최종 lateral DEP force 및 이에 대한 분포는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30]은 1mM, 5mM, 10mM, 50mM 의 각 조건에서 측정한 single binding 

force를 비교한 것이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표면에 분포된 molecule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single binding force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surface에 분포 되어 있는 작용기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beads와 접촉

할 때 ionic binding이 일어나는 결합 event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서

로 인접한 각 molecule간의 정전기적 인력에 대한 영향이 점점 더 크게 작용하여 

single binding force가 커지는 것으로 연역적으로 추론 할 수 있다. [그림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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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condition Voltage (V) Mean Force (nN)
Single Binding 
Force (pN)

1mM APTES + 0.1M S.A 45 0.81±0.33 132

5mM APTES + 0.1M S.A
50

55

1.51±0.46

1.50±0.46

138

139

10mM APTES + 0.1M S.A

130

145

160

8.76±1.15

8.81±1.16

8.78±1.16

150

153

152

50mM APTES + 0.1M S.A

155

175

195

11±1.44

10.8±1.43

10.4±1.89

190

189

189

표 7. Ionic interaction 조건의 single binding 도출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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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0. 표면 작용기 분포에 따른 ionic single binding force 차이 비교

그림31. 표면 작용기 분포에 따른 ionic single binding force 차이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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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 Beads의 이동 거리에 따른 Single Binding Force - 

Hydrogen Interaction

본 절에서도 2.2.10.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서 확인한 binding force를 통하

여 각 조건에서의 single binding force를 도출하기 위해 2.1.4.10 절에서 명시

하였던 Poisson 통계 분석법[32,33]을 이용하여 hydrogen interaction의 single 

binding force를 평가 해 보았다. 

Poisson 통계 분석법을 통해 얻은 hydrogen interaction에서의 single binding 

force는 각각 5mM 27V - 74.3pN, 10mM 70V - 74.8pN, 50mM 100V - 75.3pN 이었

다. [표8]

[그림32]는 5mM, 10mM, 50mM 의 각 조건에서 측정한 single binding force를 

비교한 것이다. hydrogen interaction의 single binding force는 ionic 

interaction의 single binding force 결과에 비해, 표면에 분포한 작용기의 밀도

에 따른 single binding force 증가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실험한 2.5.4.1에서 표면 작용기 분포 량에 따른 ionic interaction

에 비해 서로 인접한 작용기 간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이 미비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ionic interaction은 1:1 

matching으로 결합이 형성되지 않고 거리에 따른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방

식인 반면, hydrogen bond의 경우에는 작용기의 양과 무관하게 1:1 matching의 

형태로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작용기 농도에 대해 결합력의 증가가 기하급수적

인 형태를 보이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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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condition Voltage (V) Mean Force (nN)
Single Binding 
Force (pN)

5mM APTES + 0.1M S.A 27 4.17±0.18 74.3

10mM APTES + 0.1M S.A 70 2.54±0.44 74.8

50mM APTES + 0.1M S.A 100 3.38±0.5 75.3

표 8. Hydrogen interaction 조건의 single binding 도출 및 비교

그림32. 표면 작용기 분포에 따른 Hydrogen single binding force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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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Vertical Unbinding Force 측정 

본 절에서는 Lateral DEP에 의해 측정된 surface와 polystyrene beads사이의 

결합력을 검증하기 위해 1장에서 소개하였던 vertical DEP force를 이용하여 측

정 및 비교를 실시하였다.

2.2.11.1 Vertical Unbinding Force 측정-Ionic Interaction

본 절에서는 위의 2.2.9.3 절에서 Lateral DEP로 측정하였던 1mM, 5mM, 10mM, 

50mM APTES + 0.1M Succinic Anhydride 표면에, Amino기가 Functionalized된 10

μm 크기의 polystyrene beads를 사용하여 pH 7의 DI-water 상에서 ionic 

binding을 형성 해 주고, lateral DEP force를 이용하여 binding force를 측정한 

뒤에 지속적으로 전압을 증가 하여 [그림33]과 같이 beads를 전극 중앙에 정렬 

시킨 후에 전압을 서서히 증가하여 각 beads들이 표면에서부터 수직 방향으로 떠

오르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후에는 1.2.3 절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grayscale analysis를 통해 결합이 

끊어지는 순간을 확인하고,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COMSOL Multiphysics 

(v3.5a)를 이용하여, 전극 중앙에서 해당 voltage로 발생한 vertical 방향의 

unbinding DEP force를 계산 하였다.

Unbinding DEP force를 계산 한 이후에는, 2.1.4.10 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각 unbinding force의 Gaussian distribution에 따른 Poisson distribution 수식

을 통한 single binding force를 도출하여 [표9]에 명시 하였으며, [그림34 - 

a,b,c] 에 앞 절에서 측정한 lateral DEP force를 통하여 측정된 결과와 비교하

여 보았다.

[그림 34-a,b]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lateral DEP force를 통해 측정된 

binding force는 vertical DEP force를 통하여 측정된 unbinding force에 대하

여, 비슷한 결합 개수를 이루는 것에 비해 [그림 34-c], mean force와 single 

binding force 모두 조금씩 작게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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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합력 측정 결과의 차이는 [그림35]의 모식도 에서 볼 수 있는 것

과 같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물리·화학적 반응을 할 때 필요한 energy

를 의미하는 energy barrier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자 간 결합력을 실제로 측정하는 경우, 분자 간 결합에 필요한 

에너지(binding energy)는 결합을 끊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unbinding energy)와 

유사하다는 가정 속에서 실험이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차이가 있음을 그

림 33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Lateral DEP force를 이용한 측정 기법은 원리적으로 각 molecular 간의 결합

이 파괴될 때에 필요한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이 형성되는 에너지

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그림35-a] 만큼의 energy barrier를 극복하면 되지만, 

vertical DEP force를 이용한 측정에서는 molecular 간의 결합을 끊어낼 때의 힘

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그림35-b]와 같이 보다 큰 energy barrier를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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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Lateral DEP force 측정 후 Vertical DEP force 측정. Lateral DEP 

force로 인하여 binding force를 측정한 후 (a-c), beads를 전극 중앙으로 모아 

Vertical DEP force 로 unbinding foce를 측정 (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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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force (nN) Single Binding (pN)

1mM APTES + 0.1M S.A 0.97±0.14 143

5mM APTES + 0.1M S.A 1.65±0.5 152

10mM APTES + 0.1M S.A 9.38±1.23 162

50mM APTES + 0.1M S.A 11.5±1.5 196

표9. Vertical DEP로 인한 Ionic Binding의 농도별 Binding Forc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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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Vertical DEP force 측정 결과와 lateral DEP force 측정 결과 비교

(a) Mean binding force 비교 (b) single binding force 비교

(c) 측정된 single binding의 개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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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Molecular Interaction에 대한 Free Energy Graph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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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 Vertical Unbinding Force 측정 - Hydrogen 

Interaction

본 절에서는 위의 2.2.9.4 절에서 Lateral DEP로 측정하였던 5mM, 10mM, 50mM 

APTES + 0.1M Succinic Anhydride 표면에, carboxyl기가 Functionalized된 10μm 

크기의 polystyrene beads를 사용하여 pH4의 DI-water 상에서 ionic binding을 

형성 해 주고 앞 절에서 사용하였던 방법과 같이, beads를 전극 중앙에 정렬 시

킨 후에 전압을 서서히 증가하여 각 beads들이 표면에서부터 수직 방향으로 떠오

르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후에 ionic interaction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각 unbinding force의 

Gaussian distribution에 따른 Poisson distribution 수식을 통한 single 

binding force를 도출하여 [표10]에 명시 하였으며, [그림36 - a,b,c] 에 앞 절

에서 측정한 lateral DEP force를 통하여 측정된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그림36-a,b]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hydrogen interaction에서도 lateral DEP 

force를 통해 측정된 binding force는 vertical DEP force를 통하여 측정된 

unbinding force에 대하여, 비슷한 결합 개수를 이루는 것에 비해 [그림36-c], 

mean force는 물론 single binding force도 조금씩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ionic binding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lateral DEP force를 이용한 

측정 기법은 결합이 형성되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결합을 끊어낼 때의 

힘을 측정하는 vertical DEP force를 이용한 측정에 비해 작은 energy barrier를 

극복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한 실험적인 재현성을 보여주므로, 

앞서 설명한 논지가 lateral DEP force spectroscopy 기술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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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force (nN) Single Binding (pN)

5mM APTES + 0.1M S.A 0.51±0.2 76.7

10mM APTES + 0.1M S.A 2.75±0.47 78.8

50mM APTES + 0.1M S.A 3.99±0.56 78.2

표10. Vertical DEP로 인한 Hydrogen Binding의 농도별 Binding Forc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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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Vertical DEP force 측정 결과와 lateral DEP force 측정 결과 비교

(a) Mean binding force 비교 (b) single binding force 비교

(c) 측정된 single binding의 개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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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세 유체 칩을 기반으로 고안된 수평 방향의 유전 영동 힘을 

통해 표면 결합력 분석 기법 개발을 진행하였다. 

Probe로 적용되는 polystyrene beads와 surface 사이에서 측정된 결합력은 각 

molecular interaction의 affinity에 대한 경향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결합력의 방향에 따라 probe로 적용되는 polystyrene beads의 

movement가 slip을 하거나 혹은 rotation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an der Waals interaction 이 적용되는 repulsion의 slip model에 비하여, 

Ionic binding interaction 이 적용되는 adhesion의 rotation model의 경우 에는 

형성된 결합을 제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필요로 하였다.

Beads가 lateral DEP force의 영향으로 전극의 가장자리로부터 전극 중앙으로 

이동을 하다가 정지하는 부분에서의 lateral DEP force가 beads와 surface간의 

결합력을 측정한 결과와 유사하였고, 이를 응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생체 분자간 

혹은 화학적 결합력 측정 기법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Ionic binding의 경우 표면에 분포된 molecule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molecular concentration이 증가하게 되어 따라 각 molecule의 single binding 

force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Lateral DEP force를 통해 측정된 binding force는 vertical DEP force를 

통하여 측정된 unbinding force에 대하여, 비슷한 결합 개수를 이루는 것에 비해 

mean force는 물론 single binding force도 약 10~20% 가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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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첫째 molecular 

interaction 사이의 결합에 관여하는 energy barrier를 극복하는 방향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으며, 둘째, lateral DEP force를 이용한 측정 기법의 경우 

quasi-equilibrium state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binding force를 측정함

으로 인한 차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진행될 연구의 결과에 따라 수

평 방향 유전 영동 힘은, 수직 방향의 유전 영동 힘과 더불어 표면과 생체 분자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데 혹은 표면과 생체 분자·세포 간에 생기는 정전기

적 결합의 관계를 조사하고 측정하는 연구 분야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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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in English)

Development of Lateral Dielectrophoresis Force 

Spectroscopy

Tae Joon Kwak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 this paper, I introduce a measurement technique intermolecular 

interactions by the lateral direction of the dielectrophoretic force.

  When applying AC voltage with into the Interdigitated electrode, the 

micro beads move away from the regions of the highest field gradient. I 

analyzed the vertical / lateral DEP force the beads is received at a 

specific location on the electrode at that time. 

  Lateral axis of dielectrophoresis can be a novel force spectroscopic 

method to investigate chemical/physical interactions between surface 

and probe (here, microscale bead). The polystyrene beads as a probe was 

a difference velocity at which it moves along the distribution each of 

the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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