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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미세유체 칩 내 환경에 따른 세포의 특성 

변화에 대한 실시간 분류 및 물리적 특성 

분석
 

 본 논문에서는 미세유체칩 내에 특정 모양의 Trap window를 설치하여 유전영

동 힘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 연구 하였으며, 더 나아가 동일 미세유체 칩 

내에서 세포의 특성을 분석, 실시간 관찰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다양한 Trap window를 가진 IDT 전극이 어떠한 유전 영동 힘을 가지는지

에 대해서 수치해석적인 방법과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대해 연구하며 최종 적으로 한 개의 모델을 선택한다. 이 후 앞서 만든 미세유

체칩 내에서 세포 실험을 진행한다. 

 세포는 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모양이 실시간으로 다변화하며 세포내 

이온 또한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데, 본 연구에서 이러한 세포의 변화는 미세유

체칩 내에서 유전 영동 기술을 이용하여 세포 외부 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른 물

리적 특성 변화, 세포막의 효율 변화와 같은 생리적인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관

찰 하게 된다. 이 기술은 세포의 물리적인 특성을 할 수 있고, 특히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세포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이러한 

Lab-on-a-chip 시스템을 활용 해서 각각의 생체미소입자의 특성 분석 뿐만 아

니라 이후 약물 스크리닝과 같은 연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핵심 되는 말 : 유전영동, 세포막 효율 측정, 세포 분류, N ethylmalei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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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Introduction

1.1 Literature Sketch

세포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이다. 즉, 병리학적이나 생물학적인 시

스템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세포의 구조나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은 기초적인 

작업임과 동시에 매우 중요하다. 

한편, 세포는 일반적으로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로 크게 나뉘며, 보통 다세포

의 구조를 가지는 고등생물의 경우는 진핵 세포로 전체적인 세포가 구성되어 있

다. 그 중 진핵 세포는 크게 핵을 포함한 세포질과 세포질을 감싸는 세포막으로 

나눌 수 있다. 세포질은 세포 내 소기관과 세포질 기관 등이 있어, 세포 내 단백

질 합성, 유전자 발현, ATP 생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생화학 작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포막은 이온과 극성분자의 수송을 통한 주변 세포와의 신호 전달, 세

포 내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다. [1-3]

세포막은 크게 지질 이중층과 막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막 채널 및 펌

프의 경우, 세포막 단백질의 일종이다. 세포의 여러 구성 중 특히 세포막 채널은 

세포의 기본적인 생존이나 이온의 투과에 따른 세포 간 신호전달 등과 같은 복잡

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포내외의 물질이동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각 분자에 대한 

선택적인 투과능력을 가지게 된다. 세포막 채널의 이온 수송은 크게 수동수송과 

능동수송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동수송은 흔히 촉진확산으로 불리며, 

이는 세포막 내외의 단순한 농도 구배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 에너

지원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능동수송은 세포 내외의 이온 농도에 역행하는 방향

으로 이온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ATP 가수 분해 작용을 필요로 한다

는 점에서 수동 수송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세포막 채널의 이온 수송에 

대한 연구는 세포학, 분자생물학, 병리학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진

행 되고 있다. 단순히 세포막의 단독 채널에 대한 효율을 알아보기 위한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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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mp method[4-6] 같은 단순한 실험부터 세포 내 이온 수송에 따른 신호 체계, 

세포 채널의 개폐 메커니즘, 채널의 분자/단백질 단위의 구조, 채널 효율에 영향

을 끼치는 화학 물질의 존재유무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7-21] 또한 세포막 채널을 통한 이온의 출입은  세포의 생존 및 신호 조절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수단이고 이는  새로운 신약 개발과 같은  다

양분야에 응용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중 이다.  

세포막 이온 채널의 이온 출입을 알아보는 방식은 그림 1과 같은 패치 클램프 

방법(patch clamp method), 혹은 형광 분석법(fluorescence method) 등과 같은 

방법이 있다. 패치클램프 방법은 1976년 Erwin Neher 이 제안한 기술로[22], 직

경 1 μm 내외의 마이크로피펫을 세포막 표면에 삽입하여 피펫 안에 하나의 이온 

채널이 들어오도록 조정한 후에 이 채널을 통한 미세한 이온 커런트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단독이온채널의 특성을 밝힐 수 있으며 실제 이 

기술을 고안한 Dr. Erwin Neher은 1991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다. 이 기

술은 현재 더욱더 발전하여 SealChip™ 사의 PatchXpress 7000A 등과 같은 패치

클램프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되며 점점 더 산업화 되는 과정에 있다.[23] 비록 

세포 전체의 채널을 한번에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단독 채널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강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형광 분석법의 경우 세포막 

전위의 변화에 따라서 세포막에 삽입시킨 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 Acceptor가 세포 외 막에 붙어있는 FRET Donor과의 거리가 변하

면서 서로 다른 주파수의 형광을 발광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세포

막의 이온 이동에 따른 세포막전위를 측정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법 또한 

Invitron 사의 Ion Channel Assay 기기 등과 같은 시스템이 개발되고 발전되는 

중이다.[24]

한편 Dielectrophoresis(DEP)란 균일하지 않은 전기장 내에서 micro size 

particle의 분극화로 인해 특정 방향으로 힘을 받는 특징을 이용한 현상으로, 

1950년대 Herbert Pohl에 의해서 처음 발표되었다. [26] 이러한 DEP 현상은 

micro size의 생체 물질 분류 및 위치 조작, 화학 결합력의 측정 등과 같이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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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chip, 바이오 센싱 분야에서 다양한 방면에 이용되고 있다. [27-30] 또한,

활용 및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칩 내에서 particle을 원하는 방향으

로 미세하게 옮기거나 혹은 그 경향을 수치 분석적으로 검증하는 등, DEP 힘의 

분포에 대한 정밀한 경향성을 파악하는 연구 [31, 32] 미세유체 칩 내에서 AC 

signal 및 유체의 흐름을 만드는 장치를 적용하여 DEP force 와 유체의 흐름에 

의한 압력을 동시에 이용하여 미소입자의 분류/조작 기법개발과 같은 연구 [33, 

34]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DEP 현상을 이용한 마이크로 단위의 입자 분석은 세포 조작 분야에서 많

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DEP Force를 이용한 세포 실험은 크게 세포 

특성 분석, 세포의 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의 분류[35-37], 혈액 내 박테리아 분리[38], 변경된 clone을 가진 세포의 

분류[39] 등과 같은 실험이 진행되어져 왔으며 이는 산발적으로 섞여있는 세포 

군집 내에서 원하는 세포만을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정상 세

포와 죽은 세포, 혹은 활성이 낮은 비정상 세포의 경우 각각의 유전율 전도율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힘이 걸리는 DEP 

Force를 통해 입자의 분류와 함께 물리적 특성 분석을 할 수 있다. 또한, 

DEP-FFF(field flow fractionation)와 같이 세포의 특성에 따른 분류를 효과적으

로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또한 고안 되고 있다.[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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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EP-FFF system 의 개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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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roblem Description and Thesis overview

본 논문에서 진행하고 자 하고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DEP force 의 정밀한 경향성을 파악하는 동시에 DEP force 의 경향성에 의해서 

미소입자의 분류/조작을 해석하는 연구이다. 미세유체 칩 내에 electrode 위에 

다양한 형태의 window 들을 설계 및 공정을 통하여 구현한 후 유체의 흐름 없이 

DEP force로 미소입자의 움직임을 조작하며 미소입자들이 electrode 내의 특정한 

위치들로 trap 되는 현상을 보이고 이러한 현상을 수치 해석적 방법을 통하여 

DEP force 의 힘의 분포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연구에서 DEP force 의 힘의 분포 및 경향성이 파악된 

fabrication chip을 이용하여   DEP Force의 특성을 이용한 세포의 분류 및 세포

막 등과 같은 입자의 물리적인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로서  미세유체 칩 위에 세

포를 분류 및 분석한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실험 용액 안에는 세포막 채널에 영

향을 주는 물질을 특정 농도로 투입하고 이로 인한 세포 내 이온의 변화를 유도

하여 화학물질 작용에 따라 달라지는 세포의 분류, 세포막의 효율 분석 등과 같

은 세포 특성 파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flow가 없는 고

정된 실험 칩 내에서 세포의 물리적인 특성 변화와 세포막의 효율 등을 실시간으

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구성은 본 introduction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다.  

제 2절에서는 1.1 Literature sketch 부분의 내용을 확장하여 본 논문과 관련하

여 좀 더 자세한  Literature Review를 진행하였다. 제 3절은 본 논문을 진행하

기 위해서 사용한 material 및 method 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 4절에서는 실험

결과 및 그에 따른 토론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제 5절에서는 연구의 결

론을 요약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경우 생체미소입자의 특성 분석 및 약

물 스크리닝 연구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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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Theoretical consideration

2.1. Cell

세포는 모든 유기체의 기본 구조이자 활동 단위이며 1665년 Robert Hooke이 코

르크마개에서 처음 세포의 구조를 발견한 이후로 1839년에는 Matthias Jakob 

Schleiden과  Theodor Schwann에 의해 세포 이론이 확립 되었다. 세포 하나로 이

루어진 단세포 생물과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로 유기체를 나눌 

수 있다. 인간의 경우는 대략 100조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 되어 있다.[3] 

2.1.1. 세포의 분류

세포를 분류 할 때, 크게 구조에 따른 분류와 단일세포로 살아가는지의 유무에 

따라서 나누게 된다. 특히 세포의 내부 구조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 될 수 

있는데 세포핵의 핵막의 유무에 따라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구분하는 것이 대

표적인 예이다. 

그림 3 원핵세포(prokaryote)와 진핵세포(Eukaryote)의 구조

원핵세포의 경우 세포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이 없다는 점에서 진핵세포와 큰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특징적인 세포내 소기관 및 구조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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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또한 진핵 세포와는 다르다. 단세포 생물에서만 발견되는 구조이며 세포는 보

통 이분열법을 통해 분열 된다. 일반적으로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유기체를 

원핵세포로 분류한다.

진핵세포의 경우, 일반적인 원핵세포에 비해서 10배 가량 크고, 진핵이라는 용

어 그대로 세포내 핵막을 가지고 있어 세포 내의 DNA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타 

세포질 부분과 분리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균류, 식

물, 동물 등과 같은 다세포 생물이나 군체에서 많이 발견되며 유사, 감수분열법

을 이용해 분열된다.[1,3]

2.1.2. 세포의 구성요소

세포, 그 중에서 진핵세포는 흔히 세포막, 세포질, 핵으로 나누어 구분하며 좀 

더 나아가면 세포의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세포골격, 리보솜, 미토콘드리아와 같

은 세포 소기관 등으로 더욱 세세하게 분류 할 수 있다.[1-3]

1) 세포막

세포막은 기본적으로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지질은 지질 이

중층의 형태로 세포막의 내부, 외부를 경계를 짓는 벽을 역할을 하며, 단백질은 

세포막 내외부의 물질 이동 및 생리적 기능을 담당하는 게이트의 역할을 한다. 

2) 세포 골격

세포 골격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킬 뿐 아니라 세포내의 소기관이 쏠리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시켜 제자리에 고정을 시켜준다. 또한, 세포의 성장 및 운동, 

이동시에 세포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단백질 구조체이다.

3) 세포핵

핵은 진핵세포에서 가장 특징적인 기관이며,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세포내 소기관이다. DNA와 같은 유전체를 가지고 있으며, 복제 및 

합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타 세포질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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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있으며 이 핵막은 DNA의 구조 및 전사, 복제 과정을 지켜주게 된다. DNA

는 유전정보를 mRNA로 전사 된 후 핵 밖으로 빠져나와 리보솜으로 이동한 후 번

역되어 단백질로 변하게 된다. 

4) 리보솜

리보솜은 RNA와 단백질을 포함한 다소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 기관에

서 mRNA를 분석하여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배열하여 단백질로 합성하는 과정인 번

역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5) 미토콘드리아 및 엽록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진핵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두 개 소기관 모두 본래 세포의 유전물질과는 별도로 스스로의 유전체

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 엽록체는 식물이나 해조류와 같은 광합성을 하는 진핵세

포에 포함되어 있으며 동물 등의 진핵세포 내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다. 

6) 그 외

그 외 특정 이온 및 분자 수송을 위한 소포체와 영양분 및 노폐물 저장 장소인 

액포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다.

 

2.1.3. Membrane Ion exchange

세포막 안팎의 물질 수송은 생명현상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현상이다. 물질 유입의 경우에는 흔히 수동 수송과 능동 수송으로 나뉘게 되며 

이는 물질 유입을 위해 에너지를 소비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된다.[1-3]

 

1) Passive Transport

수동 수송은 세포 내외 농도의 기울기에 위배되지 않는 순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며, 이에 따른 에너지를 소비치 않는 수송 방식이

다. 흔히 단순 확산(simple diffusion), 촉진 확산(facilitated diffusion), 그

리고 삼투 현상(osmosis)으로 구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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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기체, 소수성 분자 등의 수송

에 쓰이게 된다. 흔히 분자의 크기가 작고, 소수성 분자일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

지만, 극성 분자의 투과성도 다소 존재한다.

촉진 확산은 이온,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친수성 분자의 수송 방식으로 이

는 인지질 이중층이 아닌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류의 분자만 통과가 가능하며 수송단백질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

도차가 특정 값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의 수송 속도는 증가하지 않는다. 

촉진확산은 단백질 구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통로 단백질은 물

과 이온의 이동, 운반체 단백질은 포도당과 아미노살의 이동에 쓰이게 된다.

그 외 삼투 현상은 용질의 농도가 일정해질 때까지 물이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통과되어 확상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균형 상태에 따라 등장

액, 고장액, 저장액으로 분류한다.

2) Active Transport

능동 수송이란 물질의 농도 기울기에 반하여 일어나는 수송으로 이는 반드시 

에너지를 이용하여 일어나게 된다. 흔히 1차 능동 수송과 2차 능동 수송으로 구

분하는데, 이는 에너지원으로 ATP를 사용하는지, 혹은 세포막 내외의 이온 농도

차에 의한 에너지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구분 된다.

1차 능동 수송이란 ATP 가수분해 에너지를 이용해 이온을 방출 시키는 수송 방

법이다. 보통 나트륨-칼륨 펌프(Na/K-ATPase), 칼슘이온 펌프 등의 단백질 펌프

가 1차 능동 수송에 의한 이온 수송을 진행한다. 특히 나트륨-칼륨 펌프는 전기

화학적 구배에 역행하여 3개의 Na+를 세포 밖으로 퍼내고 2개의 K+를 세포 안으로 

들이며 이를 위해서 ATP 가수분해 에너지를 이용한다.

2차 능동 수송이란 다른 이온의 농도차에 의한 이동에 따라 특정 분자가 동반 

수송되는 수송 방법으로 이온의 농도차에 의한 이동이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된다. 수송된 분자와 동반 수송되는 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때 동반수송

(symport),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역 수송(antiport) 이라고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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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수송의 대표적인 예로는 K+ / Cl- cotransporter(KCC)가 있으며 역 수송은 

Na+/Ca2+ exchanger(NCX)를 들 수 있다.

3) 칼륨-염소 이온수송체 (K+ / Cl- cotransporter)

K+ / Cl- cotransporter(KCC)는 앞서 설명한 2차 능동수송 채널의 한 종류이며 

K+와 Cl- 이온이 동반 수송 된다. 1992년, 적혈구에서 처음 발견 되어 관찰 되어

진 이후, 상피세포, 심장, 그리고 뇌신경 세포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세포에서 

그 존재가 확인 되었으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예를 들어 상

피세포간의 암모늄 이온농도 조절, 신경세포간 염소이온의 농도 조절, 신장세포 

내의 칼륨 분비, 뇌신경 세포의 억제성 전달물질 중 하나인 GABA (γ

-aminobutyric acid)를 조정하여 신경세포 성장을 조절 하는 등의 역할이 밝혀졌

다.[44-49]

K+ / Cl- cotransporter(KCC)는 몇몇 화학 약품에 의해 채널의 효율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Apigenin(아피제닌), Nethylmaleimide(NEM) 등에 의해 강제적으로 

열리게 되며, R-(+)-[(2-n-butyl-6, 7-dichloro-2-cyclopentyl-2, 3-dihydro-1- 

oxo -1H-inden-5-yl) oxy]acetic acid(DIOA) 등에 의해 억제 된다고 밝혀졌

다.[50-52]

2.2. Dielectrophoresis (DEP)

2.2.1. Dielectrophoresis (DEP)의 기본 원리

dielectrophoresis(DEP)란 균일하지 않은 전기장 내에서 마이크로 단위의 입자

가 분극화로 인해 특정 방향으로 힘을 받는 특징을 이용한 현상으로, 1950년대 

Herbert Pohl에 의해서 처음 발표되었다[5]. 즉, 불균일한 전기장 내에 극성이 

없는 마이크로 단위의 입자가 노출 되었을 때, 쌍극성(dipole)이 그 입자에 유도

가 되며, 이 때 입자가 전기장의 제곱 구배(Gradient)의 변화율에 따라서 비균등

한 힘을 받아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때 그 물질이 받게 되는 힘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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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 Force 이다. 이 힘의 크기는 전기장의 세기와 더불어 입자의 직경, 주변 용

액의 conductivity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이에 대한 식(1)로 표현 된다 [6].

      식(1)

εm은 입자 주변 용액의 유전율을 뜻하고, R은 입자의 반지름, ω는 인가해준 

각 주파수, E 는 인가 전기장, r 입자의 반지름을 뜻한다. 이 힘의 방향은 

Clausius-Mossotti factor라고 불리는 CM factor라는 인자에 의해 변하게 되는

데, 식은 아래와 같다.

        식(2)

εm 은 용액의 복소 유전율, εp 은 입자의 복소 유전율, σ은 전도율, j는 

을 의미한다. 위의 CM factor 의 실수 값에 의해서 DEP Force 의 방향이 결

정되며 실수 값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 전기장의 변화가 최대값이 되는 방향 

(positive DEP Force)으로,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 전기장의 변화가 최소값이 되

는 방향 (negative DEP Force)으로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ω를 제외한 나머지 

인자들은 모두 고정된 상수이기 때문에  인가 주파수에 따라 DEP Force의 방향이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DEP 현상은 micro size의 생체 물질 분류 및 위치 조작, 화학 결합력의 

측정 등과 같은 바이오 센싱, DEP Force on a chip 분야에서 다양한 방면에 이용

되고 있다. 또한, 미세유체칩 내에서의 입자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정렬시키거나, 

DEP Force의 분포에 대한 정밀한 경향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8, 

29] 그 외에도 미세유체칩 위에 유체가 흐를 수 있는 micro flow device를 장착

하여 DEP Force field 내에서 입자가 분류, 조작되는 DEP-FFF system 

(dielectrophoresis field-flow fractionation system)등과 같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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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포 모델링 과정[54]

2.2.2. Cell modeling theory for Dielectrophoresis Force

DEP Force의 영향을 받는 입자가 일반 물질일 경우라면 CM Factor가 위와 같이 

정의 되지만, 세포의 경우, 입자를 세포막과 세포질과 같은 이중층, 혹은 세포

질, 세포막, 세포벽과 같은 세 개의 층으로 분류한 후 이를 다시 묶어서 정의하

기 때문에 εp이 일반적인 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된다.

본 실험에 사용한 B16F10 세포의 경우 이중층으로 세포를 모델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번 연구에서도 세포를 세포질과 세포막을 이중층으로 하는 모델

링을 진행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식은 아래와 같다.[54]

·····식(3)

위 식에서 εmem은 세포막의 복소 유전율, εi는 세포질의 복소 유전율, r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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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전체의 반지름, d는 세포질의 반지름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세포막과 세포질의 유전율과 전도율을 따로 계산하는 이유는 세포의 

구조 특성상 세포막을 경계로 내 외부간의 환경 차이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 

세포막의 막 두께, 면적뿐만 아니라 세포내 소기관 내외의 이온 이동, 세포막을 

통한 외부와의 이온 이동 등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세포의 전도율 등이 바뀌게 된

다.

그림 5 DEP 힘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의 각 요소[55] 

2.2.3. 세포 분야에서 Dielectrophoresis (DEP) Force의 활용

1978년 처음으로 Dielectrophoresis(DEP) 이론이 처음으로 나온 직후에는 주목

을 받을만한 후속 연구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980년대부터 DEP를 이용한 세포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다. 세포 입자의 분리, 고정, 분해 (seperation, 

trapping, lysis) 등을 간단한 전기 장치인 Lab on a chip 위에서 진행하였으며, 

특히 세포 분류 분야에서 높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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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Materials and Methods

3.1 MEMS Fabrication

현재 사용하는 DEP chip은 i-Nexus사에서 판매하는 Oxidation 4inch Wafer(Wet 

Type, Prime grade)를 이용해 만든다. 먼저, Wafer 위에 있을지 모를 불순물 제

거를 위해 Acetone과 Ethanol을 이용한 solvent cleaning을 한 후, 황산과 과산

화수소 용액을 이용하여 piranha cleaning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Photoresist 

(AZ1518; Clariant Industries Ltd.) 를 5,000 Å의 두께로 도포한 후, 40℃  온

도의 hot plate에 25초 동안 경화 시킨다. 경화된 Photo resist 위에 

Photolithography 공정을 통해 electrode 패턴을 세긴 후, Evaporation 공정을 

거쳐 Chromium electrode를 0.1 μm의 높이로 올리게 된다. 

이후, 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 공정을 통해서 

chromium electrode가 올라와 있는 Wafer 위에 SiO2층을 전체적으로 0.8 μm의 

두께로 도포한다. 마지막으로 electrode 위에 window를 일정한 간격과 같은 모양

으로 구현하기 위해 Buffered oxide etch 용액을 이용한 Wet Etching 공정을 진

행하여 완성한다. Window의 모양은 각각 원, 마름모, 사각형, 육각형의 모양으로 

총 4개의 종류를 만들며, 완성된 결과물과 실제 이미지는 그림 6(a) 와 (b)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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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완성 도면 및 실험 setting에 대한 모식도

(a) DEP chip 완성 도면, (b) 실제 chip 사진 및 (c) 실험 도면 ⓐ 는 현미경, 

ⓑ 는 cover glass 이다. ⓒ 는 용액을 담아두기 위한 사각 PDMS, ⓓ 는 

Trap된 Particle(Polysturene bead, B16F10 cell), ⓔ 는 절연 층으로 쓰이는 

SiO2층, ⓕ 는 Chromium 전극이다. 인가 전압은 5 V이며, 주파수는 1 kHz ~ 

1 MHz이며 ⓖ function generator를 통해 공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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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aterial

첫 번째 실험에 쓰이는 Bead는 표면에 아무런 작용기가 없는 polystyrene 

micro - beads (Spherotech Inc. PP-60-10)를 실험에 사용한다. Bead의 지름은 

7.0 μm (± 1.00μm)이며 실험에 쓰일 Medium은 DI-Water를 사용한다. 본 실험

에는 Bead를 희석 시키고자, 5.0% w/v 농도를 가지는 bead 1 μL에 DI-Water를 

100 μL 희석시켜 사용하였다. 

두 번째 세포 실험에 쓰이는 Particle은 위의 흑색종 세포인 B16F10 이며 서울

대학교 병원 한국 세포주은행을 통해 구입하였다.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와 Nethylmaleimide(NEM) 및 각종 시료는 Sigma Chemical

을 통해서, Trypsin-EDTA solution은 Lozen에서 구입하였다. 세포의 희석 농도는 

10units/μL 정도의 농도를 사용 하였으며 실험에 쓰일 Medium은 DI-water 91.1% 

, Sucrose 8.6% (w/w), Dextrose 0.3% (w/w), 그리고 Bovine Serum를 1.0 mg/ml 

넣어 만든다.

3.3. Cell Culture

 B16F10 흑색종 세포는 Cell culture Dish에서 배양되며, 본 실험에 쓰인 세포

는 100 × 20 mm 용량의 Dish를 쓰게 된다. 세포를 배양하기 위해 필요한 시료는 

세포 배양액, Trypsin이다. 세포 배양액으로 쓰이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용액은 FBS 10%와 penicillin을 넣어 만든다. FBS 용액이 

세포 배양에 유리한 생리적 작용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며 페니실린은 진핵세포

(B16F10)에는 반응치 않으나 Bacteria와 같은 원핵세포에 유해하게 작용하여 선

택적으로 공격을 가해서 dish 내의 오염을 막을 수 있다. Trypsin-EDTA는 단백질 

분해효소로 Cell culture dish의 바닥에 붙어 자라는 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adherent protein을 분해하여 세포가 Dish에서 분리되게 만들어준다.

세포 배양을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Cell이 들어있는 Cell Culture Dish와 DMEM, trypsin을 70%의 에탄올로 

소독하고 Clean Bench에 넣는다. 그 후, Micro-pipet을 이용해 Cel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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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h에 있는 DMEM을 빨아들이고 Dish에 붙어 남아있는 세포를 떼어내기 위해서 

10 pi dish에 Trypsin을 3 ml 넣고 Incubator에 3분간 넣어 바닥에 붙어있는 

cell을 떼어낸다. Incubator에서 꺼낸 cell과 trypsin이 들어있는 cell culture 

dish에 DMEM 7mL를 넣어 비 선택적으로 세포막 단백질을 녹이는 Trypsin을 희석

시킨다. 세포가 들어있는 위의 용액을 centrifuge tube에 넣고 원심분리 시킨다. 

이 때, 원심분리는 온도 37℃, RPM 1000의 조건에서 300sec을 한다. 이 후, 원심 

분리를 통해 분리된 cell과 용액 중 상층의 용액을 제거한다. 세포의 계대 배양

을 위해 DMEM의 용량을 계산하여 넣고 섞으며 한 개 Dish당 10 ml로 계산한다. 

세포가 섞인 용액을 Cell culture dish에 각각 10 ml씩 넣고 다시 Incubator에 

넣어 배양한다. Incubator의 환경 조건은 온도 37℃, 이산화탄소 농도는 5.0%로 

유지시킨다. 

그림 7 Cell culture 방법 

3.4. Experimental Protocol

그림 6(a) 와 (b) 과 같이 fabrication 과정을 통해 제작 된 미세유체칩을 준

비하고, PDMS (㈜세왕하이텍., sylgard 184A) 는 reservoir 형태를 만든다. 미세

유체칩 위에 고정된 PDMS reservoir 안에 micro-pipet(GILSON., PIPETMAN 

Classic™)을 사용하여 bead(혹은 B16F10 세포)를 섞은 DI-Water를 40 μL 주입

하고, 그 위에 용액이 평면적으로 고정 될 수 있도록 cover glass (Marienfeld., 

HSU-0101030) 를 덮는다. 

이 후, Function generator (Agilent, 33250A)를 통해 electrode의 양 끝 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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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크기의 교류 전압을(10 ~ 270 V) 인가해주며, 또한 1 kHz ~ 1 MHz의 범위

로 주파수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인가해준 AC signal 에 의해 DEP Force 가 발생

되며 발생된 DEP Force 의해서 움직이는 bead 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현미경을 통

해 관찰하며 이를 CCD camera (ARTRAY CO,. ARTCAM-150P-DS) 를 통해서 기록한

다. 이와 같은 실험진행 방법은 그림 6 (c) 에서 묘사 되어 있다 

3.5. Simulation methods

실험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DEP force 와 CM factor 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

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DEP force 의 경우 실험에서 사용한 electrode 

전극의 경우 같은 모양의 window 들이 반복적으로 표현되므로 symmetric 

arguments 를 적용된다. 따라서 Finite element 프로그램 (COMSOL Version 3.5)

를 이용하여 4개의 window 형태만을 가지게 구성하였다((예) 그림 8 (a)) 또한 

실험에서 사용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Cr 전극은 1,000 Å, 

SiO2절연 층은 8,000 Å을 올리고, Window를 8,000 Å 의 깊이로 electrode의 중앙 

부분에 첨가하였으며, DEP force 가 적용되는 높이는 20 μm로 한정 지었다. 구

성된 simulation 구조는 그림 8(b) 에 나타나 있다. 

구성된 구조에서 실험에 적용된 전압을 electrode에 인가한 후 프로그램내의 

AC/DC module 을 이용하여 전기장 data 를 얻었다. 또한 위에서 기술된 식 (1) 

과 (2) 를 COMSOL 프로그램 내에 구현한 후, 전기장 data 를 입력하여 전압과 주

파수에 따라 각 electrode 위의 위치에 따른 DEP Force 를 계산하였다. 또한 DEP 

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CM factor 를 구하기 위해서 식 (2) 를 Matlab code 

(Matlab R2010a) 로 구현하였고, 실험에 사용되는 주파수 data를 코드에 입력한 

후 CM factor 를 계산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 시 필요한 변수 값들은 실험을 통

해서 측정한 용액의 conductivity 값 (HANNA., HI-99300 Meters) 및 기존의 논문

들[7, 14]을 통하여 얻었으며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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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Value

Applied voltage (V) V 10 ~ 200 V

Applied frequency (Hz) ω 1 kHz ~ 1 MHz

Particle conductivity (S/m) σp 2.4 × 10-4

Particle permittivity εp 2.6

Particle Radius (μm) r 7

Medium permittivity εm 78.5

Medium conductivity (S/m) σm 1.5 × 10
-4

 

그림 8 . (a) 수치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도면 및 (b) 2, 3차원의 시뮬레이

션 구조.

표 1. 시뮬레이션에 쓰인 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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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Results and Discussions

4.1. Etching window 모양에 따른 DEP Force의 방향 분석

 

DEP Force 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CM factor 의 경우 window 의 모양과 관계없

이 medium 과 입자의 conductivity 및 permittivity 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주파수에 따른 CM factor 변화의 계산 값은 그림 9의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으며 

CM factor 가 positive 에서 negative로 변화될 때의 frequency 는 36 kHz 지점

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림 9의 왼쪽 상단의 이미지에서와 같이 실험에서도 10 

kHz 이하의 영역 대에서 window 의 경계 면에 bead 가 위치하고 있을 때 100 kHz 

이상 (오른쪽 하단 이미지) 의 조건에서는 window 들의 사이에 위치함을 보였다. 

또한 50 kHz 로부터 20 kHz까지 30초당 1 kHz씩 주파수를 감소시킬 경우 bead 의 

움직임을 초당 5 frame으로 관찰 하였는데 (오른쪽 상단 이미지 참조) 1 kHz씩 

감소 되는 과정에서 40 kHz 에서 30 kHz로 떨어지는 단계에서 window 와 window 

사이에 있던 153개의 bead 중 128개의 bead 가 window 경계 면으로 이동하는 현

상을 볼 수 있었다. 각각의 bead 의 움직임의 기반으로 이동을 시작하는 시점의 

평균을 내었을 경우 CM factor 의 polarity 가 변하는 frequency eh 약 36 kHz로 

simulation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인가전압은 50V 이고 50 kHz 로부터 20 kHz 

로의 주파수를 감소시킬 때의 bead 의 움직임을 정리한 표는 그림 9의 왼쪽 하단

에 정리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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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인가 주파수에 따른 CM Factor의 변화에 대한 수치 해석 결과 및 실험 

이미지, 각 시간에 따른 상세 이미지, 그리고 인가 주파수 변화에 따른 Negative 

DEP 힘이 걸린 bead의 수. Cut off frequency는 수치해석 결과로 35.9 kHz를 계

산 할 수 있었으며, 실험 결과, 전체 실험 결과 중 83.6 %의 bead가 40 ~30 kHz 

구간에서 window 사이로 움직인다. 확대된 이미지는 인가 주파수를 30 kHz에서 

40 kHz로 변화 시켰을 때 각 시간에 따른 bead의 움직임을 나타낸 그림이다. 

Scale Bar는 20 μm 이다.



- 22 -

그림 10(a) 의 경우 각 windows 모양에 따른 전기장의 변화를 표시한 

simulation 결과이다. 그림 10(a)에서 보듯 windows 의 경계 면에서 전기장의 변

화가 가장 큰 것(Positive DEP 작용)으로 windows 의 사이에서 전기장의 변화가 

가장 작은 것(Negative DEP 작용)으로 나타났다. 실제 실험의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는데 그림 10(b) 에서 보듯 10 kHz 에서 (positive DEP 영역) bead 

들은 경계 면에 trap 되고 100 kHz 에서 (Negative DEP 영역) window 의 사이에 

bead 들이 위치함을 보였다. 이때 사용한 전압은 50 V 이다.  또한 실험상에서 

positive DEP 가 적용될 경우 bead 가 windows 의 경계면 중 trap 되는 위치가 

다르게 작용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수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 시 각각의 다른 모양의 windows 경계면 부분의 윗 부분을 200개의 

point로 지정 (그림 11 의 inset 이미지 참조)하고 simulation 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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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window의 모양에 따른 전기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및 수치결과에 따

른 각각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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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각 모양의 window 경계 면의 positive DEP simulation 결과 그래프

이다. 그림 11 (a) 의 경우 마름모 window 형태에서의 중앙 꼭지점 부분의 DEP 

Force 의 값이 다름 점들과 비교하여 7배이상 차이가 나는 특이점을 형성하고 있

다. 따라서 positive DEP Force 가 bead 에 가해질 경우 여타 point에 비해 중앙 

꼭지점 방향으로 bead 가 trap 됨을 알 수 있다. 원형 window 의 경우 각각의 

point 에서 DEP Force 는 특이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소값과 최대값의 힘의 차

이는 3배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trap 되는 위치들이 비교적 원의 

경계 면에 균등하게 모여 있다. (그림 11–(b)) 

육각형의 경우 위쪽 모서리의 양쪽 꼭지점에서 특이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소

값과 최대값의 DEP Force 의 힘의 차이가 6배이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특

성으로 인하여 bead 의 양쪽 꼭지점에 trap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c)). 마지막으로 사각형의 경우 trap 되는 지점의 DEP Force 의 경우 최소값

과 비교하여 약 3배정도의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사각형의 왼쪽 혹은 오른쪽 선

분이 아닌 위 혹은 아래 선분의 중심에 bead 들이 trap 되는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가진다. 한가지 더 언급하여야 하는 점은 사각형의 경우 선분의 꼭지점 

부분에서 특이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F그림 11-(d)) 실험결과는 아래쪽 선분의 

중심에 bead 의 trap 되었다는 점에서 좀더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불일

치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simulation 결과와 실험결과는 유사한 경향성을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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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각 Window 의 point 에 따른 Positive DEP Force의 힘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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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는 전압의 증가에 따라 bead가 얼마나 빠르게 trap 되는 지를 보이는 

실험결과이다. 먼저 bead 들을 window 안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positive DEP 

Force) 사용된 frequency 는 100kHz 하였다. 이후 bead 들이 window 사이에서 이

동 시켜 trap 하기 위해 (negative DEP Force) 사용된 frequency 의 경우 1kHz 

이다. 먼저 그림 12-(a) 는 50V 및 1kHz 의 AC 전압을 인가하여 positive DEP 

Force 에 의해서 window 내에 위치하고 있는 bead 들을 50V를 유지하며 

frequency 를 100kHz 바꾸어서 bead 들이 window 사이에 trap 되는 경우를 초당 

5 frames 를 가지는 CCD 카메라를 통해서 관찰 하였고 이 이미지를 Image J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ead 의 중심점을 tracking 하여 추적하였다. 그림 12-(a) 

의 왼쪽 그림의 선들이 tracking 에 의해서 bead 가 이동한 경로를 나타내며, 

window 중심까지의 이동 시간을 표시하였다. 총 100 개의 bead 의 이동경로 및 

시간을 분석하였고, trap 되는 때까지의 평균시간은 4.82초, 0.63초였다. 같은 

방법으로 80 V를 걸어 주었을 경우 결과는 3.21초, 0.36초였다. 이는 인가 전압

이 강하면 bead가 trap 이 빠르게 이루어짐을 보이고 있고, 전압의 증가에 따른 

trap 되는 속도의 감소는 linear 관계를 보인다. 

그림 13은 전압에 따른 미세유체칩의 내구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미세유체칩 내

의 bubbling 현상을 관찰하였다. 그림 13-(a)에서 보듯이 positive DEP Force 에 

의해서 정렬된 bead 를 100 kHz 로 주파수를 증가 시켜 negative DEP Force 에 

의해서 bead 가 정렬한 후(그림 13-(b)) 전압을 증가 시켰다. 그림 13-(c), (d)

에서 보듯 260 V 혹은 270 V 부근에서 bubbling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현재 

본 미세유체칩의 인가전압에 대한 내구도가 260 V 내외임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은 미세유체칩 전극 위의 window 모양에 따른 bead의 이동 페턴을 관찰

함으로서 본 미세유체칩 내에서 적용되는 DEP Force의 특성을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은 동일한 칩 내에서의 세포 분류 및 분석 관련 실험에 유용

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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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a)와 (b)는 각각 50 V와 80 V의 인가 전압에서 bead가 positive에서 

Negative로 이동하는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 이미지이며, 왼쪽 이미지는 전체적

인 Particle Tracking 이미지, 오른쪽 그림의 경우 확대한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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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Bubbling이 일어나는 전압의 수치를 알기 위한 실험. (a)는 0 V, (b)

는 150 V, (c)는 260 V, (d)는 270 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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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세포의 물리적 특성 측정 및 세포막 효율 분석

지금까지, 실험에 사용되는 미세유체칩 안에서 DEP Force가 어떻게 적용 되는

지를 관찰 했다면, 본 실험은 검증된 네가지 모양의 미세유체칩 중, Fabrication 

효율이 가장 좋은 원형 window를 가진 미세유체 칩 내에서 세포의 특성을 분석한

다. 크게 두가지의 세포 특성에 대해 조사하게 되는데, 세포 외 환경에 따른 세

포의 물리적인 특성 변화 관찰, 그리고 세포 외 환경에 따른 동적 특성, 즉 세포 

내 이온 변화로 인한 세포 특성의 실시간 변화를 분석하게 된다. 

4.2.1. 세포의 물리적 특성 측정

세포 외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세포의 복소 유전율 분석을 위해 먼저 NEM의 농

도에 따라 바뀌는 각 실험의 cut off Frequency를 분석한다. Cut off Frequency

란 DEP Force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인 CM Factor가 음에서 양, 혹은 양에서 음

으로 바뀌는 지점의 주파수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본 실험의 Control 실험으로, NEM을 전혀 넣지 않은 Medium 상에서  실험을 진

행하여 control 상태에서의 cut off frequency를 구하고, 그 외, NEM의 농도에 

따른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용 Medium에 각각 10, 50, 100μM의 농도로 NEM을 넣

고, 그 용액 안에 세포를 넣는다. 이후 90분의 시간 동안 세포가 충분히 NEM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 전압은 3V로 고정 시키고 

인가 주파수는 1 kHz 부터 30초에 1번꼴로 1 kHz씩 올린다. 실험 결과 도출은 

Negative DEP의 힘을 받아 window와 window 사이에 위치한 세포가 주파수가 변화

함에 따라 positive DEP의 힘을 받아 window 안으로 위치하는 세포를 counting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실험 set에 대한 모식도는 그림 14에 나와 있으며 실험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또한 그림 14는 표 2와 같이 나온 실험 결과를 주파수 

순서대로 나열 한 후, 그 분포를 확인 해본 그래프 결과이다.

실험 결과 Control 실험의 경우 세포가 3 kHz의 주파수에서 거의 대부분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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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과를 알 수 있었으며 10 μM의 NEM을 넣은 세포는 3 ~ 4 kHz 의 주파수에

서 cut off Frequency가 일어났다. 50 μM의 Medium 상에서는 5 kHz, 100 μM 

Medium 상에서는 6 ~ 8 kHz 의 주파수에서 cut off frequency가 일어났다. 이를 

평균값을 통해 분석해보면 각각 (2.99 ± 0.01) kHz, (3.52 ± 0.04) kHz, (4.80 

± 0.06) kHz, (6.92 ± 0.15) kHz의 cut off frequency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 결과,  Medium내의 NEM의 농도가 짙어 질수록 cut off frequency는 점

점 더 shifting 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NEM과 세포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세

포막 단백질 중 하나인 KCC 채널에 특이적으로 영향을 주는 NEM의 영향에 따라 

K+, Cl- 이온이 세포막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세포의 전기적인 특성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예상 되며, 또한  세포 모양의 변성, 각 개체 당 NEM으로 인한 세

포막 채널의 불균일한 붕괴 등도 주요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특히 세포 모양의 

변성 이유는 주변 물질의 지속적인 세포막으로의 영향으로 인해 세포막 안쪽의 

세포 골격(cytoskeleton)이 붕괴되며 수포(Bleb)가 생겼기 때문으로, 한 번 붕괴

된 세포막은 실험 중 다시는 원상태로 복구되지 않는다. 그림 15는 본 실험에 대

한 실험 이미지이며 NEM의 농도가 점점 더 높아질수록 세포의 외형이 수포로 어

그러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세포의 수포 현상이 전기장 내에서의 실험이 이유가 아닌 NEM의 농도에 

따른 변화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포가 배양 되고 있는 cell culture dish에 

각각 10, 50, 100 μM의 NEM을 넣은 뒤 30분 후 Control Cell 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NEM의 농도에 따라 수포의 발생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

며 이를 통해 전기장에 의해서가 아닌 NEM의 농도에 따른 세포 외형의 변화가 일

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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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파수 변화에 따라 window 안으로 배열되는 세포의 개수. 주파수의 변화

에 따라 달라지는 DEP Force의 방향 변화로 인해 세포가 움직이는 원리를 이용.

  

그림 14 주파수 변화에 따라 window 안으로 배열되는 세포의 개수 및 이에 대

한 가우시안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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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각 농도 및 주파수별 실험 이미지. 저주파 대역에서 Negative DEP 

Force의 영향 아래 있는 세포들이 20 kHz에서는 Positive DEP Force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전체 이미지의 Scale Bar는 30 μm, 확대 이미지는 15 μ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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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NEM의 농도에 따른 세포의 상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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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실험에서 구한 cut off frequency는 DEP 수식에 역으로 대입되어 세포의 

complex permittivity를 유추하게 된다. 먼저, 각 농도별 용액에서의 실험에서 

나온 cut off frequency를 MATLAB을 통해 DEP 식에 역으로 대입해 해석하면 CM 

Factor curve가 옆으로 조금씩 shifting 됨을 알 수 있으며, 아래 그림 17과 같

이 나오게 된다. 이를 토대로, 각 농도에 따른 cell의 complex permittivity(복

소 유전율)를 계산 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그래프는 아래 삽입 되어있는 그래

프와 같이 지수함수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각각의 복소 유전율의 값은 Control

의 경우 8.78× 10-8, 10μM의 NEM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때는 7.85× 10-8, 50μM

에서는 5.79× 10-8, 100μM에서는 3.85× 10-8 의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NEM의 농도에 따른 세포의 복소 유전율의 관계식을 아래와 같이 유추 할 수 

있다.    

………식(4)

위 식에서 ε*은 세포의 복소 유전율을, [NEM]은 Medium 내 NEM의 농도를 의미한

다. 즉, 세포 외 환경의 특정 물질(NEM)에 의해 변화하는 세포의 complex 

permittivity는 지수함수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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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세포 외 용액 내 NEM의 농도에 따른 각 세포의 CM Factor 및 Cell 

complex permittivity의 변화.



- 36 -

4.2.2 세포 ion channel 동적 특성 및  효율의 측정

앞서 세포가 NEM에 90분간 충분히 노출 시킨 후 바뀐 세포의 상태를 보았다 이

러한 세포의 상태의 변화는 complex permitivity 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며, 이

는 세포내의 K+/Cl- ion 이 NEM 에의해서 외부로 유출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번 

실험은 NEM을 넣는 순간부터 이러한 세포내의 ion 의 변화를 를 실시간으로 분석

을 통해서 관측하고 이를 통하여 ion channel 의 동적특성을 파악하려고 한다.  

NEM에 노출 된 후 세포 ion channel의 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실험의 

인가 주파수를 특정 대역으로 고정 시키고(3 V, 3 kHz) 세포 내 이온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cut off frequency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의 위치가 실시

간으로 움직이는 과정을 CCD 카메라를 통해 관찰하였다. 본래 NEM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세포의 경우, 3 kHz의 주파수 내에서 Positive DEP Force의 영향을 받

아 window 내에 위치하는 세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NEM의 영향으로 인해 세포내 

이온 수가 바뀌게 된다. 이러한 세포들은 서서히 complex permittivity 값의 감

소로 인해 cut off frequency 값이 이동하게 되고, 3 kHz 상에서의 CM Factor 값

은 Negative의 값을 취하게 된다. 즉,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positive DEP 

Force를 받아 window 안에 정렬된 세포들이 window와 window 사이로 정렬되게 되

된다. 이동시 세포가 window 바깥으로 나갈 때 까지 세포의 외형변화는 거의 없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위 실험에 대한 실험 이미지는 아래 그림 19에서 나타낸다. tS1→S2 는 세포가 

window 내(S1)에서 window 모서리를 벗어나 window 바깥 지점(S2)으로 벗어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을 말하며 각 농도에 따른 시간은 그림 20에서 볼 수 있듯이 

NEM의 농도가 높을수록 세포가 window 바깥으로 벗어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이미지는 1 초당 5프레임의 속도로 찍었으며 인가전압은 

3 V, 주파수는 3 kHz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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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Medium 내의 NEM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세포의 이동 시간(tS1→S2). 

Scale Bar는 20 μm이다.  

그림 18 (a) Chip 상의 위치 명칭. 붉은 원 부분이 S1, 바깥 부분을 S2로 정한다. 

(b) 세포 외부 Medium 내의 NEM 농도에 따른 세포의 이동 시간(tS1→S2)의 평균

값.(Sample 수 : 각각 30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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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통해 세포의 탈출 속도와 kinetic rate을 도출 하였

다. NEM의 농도에 따라, 세포가 window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이동 시

간은 아래 그림 20과 같이 분수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식은 아래와 같

다.

………식[4]

 또한, 세포 내의 이온 변화 속도를 알 수 있는 Kinetic Rate의 경우, 세포 외의 

NEM 농도가 늘어감에 따라 Exponential 한 경향을 가지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KCC 채널에 영향을 주는 NEM의 농도가 높아져감에 따라 세

포 내 이온의 변화 또한 빠르게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세포의 cut off 

frequency가 빠르게 shifting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1)

 즉, 본 실험을 통해, 세포막 KCC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NEM은 농도 의존적으로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됨과 동시에, 본 미세유체칩이 세포 외 환경 변화

에 따른 세포 내 이온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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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세포외 NEM 농도에 따른 세포의 이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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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세포 외 NEM의 농도에 따른 Kinetic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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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Conclusion

본 논문은 dielectrophoresis(DEP)를 이용한 미세유체 장치를 이용한 연구로,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다. 첫 번째로는 electrode 위에 새겨진 

window의 모양에 따라 DEP 힘과 방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수치해석적인 방법과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았으며 이러한 DEP Force의 특히 opening window 에 모양

에 따라 bead 의 trap 되는 위치가 달라짐을 보았고, 이는 DEP force 의 차이에

서 기인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동일한 칩 내에서 NEM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세포막 단백질의 이온 수송의 효율을 보기 위해 각 농도에 따른 세포의 

CM Factor와 이동하는 주파수 대역을 각각 수치해석적인 방법과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를 나타내었다. 

Negative DEP force의 영향을 받은 bead의 경우에는 단순히 window와 window 

사이에 trap 되었다면, Positive DEP force의 영향을 받을 때는 window의 모양에 

따라 trap되는 point가 달라지게된다. 즉, 서로 다른 모양의 window etching을 

통해 trapping point를 조절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한 micro 

particle의 분류 (sorting) 뿐 아니라 세밀한 단위의 manipulation을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압에 따른 bead 의 움직임과 CM factor 에서의 cut off 

frequency 가 실험값과 이론값이 일치함을 보였다.

한편 위와 동일한 칩 내에서 특정 세포 채널(K/Cl cotransportor)에 영향을 미

치는 N-Ethylmalimide의 농도에 따라 변화하는 세포의 cut off frequency를 이용

하여 complex permittivity를 도출해 냄으로써 세포 외 물질의 종류 및 농도에 

따른 세포 내 이온의 변화, 물리량인 복소 유전율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또한, 

세포 외 환경에 따라 다르게 변하는 세포 내 이온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 함

으로써 세포 막 내외의 이온 이동 속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은 micro size의 bead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동일한 system 내에서 세

포의 물리적인 특성과 동적 특성을 모두 알아낼 수 있는 연구이다. 주파수에 따

라 한 번에 일정하고 미세하게 변화 시킬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해, bead에 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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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포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 등을 붙여서 세포와 임의의 물질간의 상호 작용

에 대한 후속 연구를 하게 됨 으로서, 단순히 bead 움직임을 제어하는 역할 뿐 

아니라 세포막 단백질의 효율 분석과 같은 실질적인 부분에도 본 칩이 쓰이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세포의 이온 변화에 따라 chip 위의 세포 위치가 달라

지는 것을 이용해 세포를 이용한 기초적인 Drug screening 연구에 본 시스템이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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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ation of Dielectrophoretic Force for 

the Structural Shapes of Window and in 

Microfluidic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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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lectrophoresis (DEP) is useful in manipulation and separation of 

micro-sized dielectric particles including biological samples such as 

bacteria, blood cells, and cancer cells. In a microfluidic DEP chip, 

micro-particles can be moved that driven by a balance between 

hydrodynamic force and electric field gradient. Recently, it is 

revealed that a window structure of insulating layer in microfluidic 

DEP chip is key role in trap of micro-particles around the window 

structure. However, the trap phenomenon-driven by DEP force gradient 

did not fully understand and is still illusive. In this study, we 

characterized the trap mechanism and efficiency with different shapes 

of window in a microfluidic DEP chip as a function of the frequency of 

applied alternating current. Moreover, we performed a numerical 

analysis of trap principle, comparable to experimental results. The 

simulated results were closely matched the experimental results. Our 

results may be helpful in design and development of microfluidic D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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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 for trapping micro-scaled samples, drug test, and future 

diagnostic platform. 

                                                                            

key words: Dielectrophoresis, Window structure, Cell membrane 

efficiency, N-ethylmaleim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