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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혈소판 지혈 작용은 노출된 혈관 외 조직과 혈소판 간의 결합으로부터 시
작한다.1 그러므로 폰빌레브란트 인자(von Willebrand factor, VWF)를 매
개로 한 혈소판과 결합조직 간의 결합은 출혈 질환의 병태생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VWF 혈소판 결합은 혈전질환에도 기여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VWF 절단 효소인 ADAMTS13의 결핍 또는 기능이상에 의해 발
생하는 혈전저혈소판혈증자색반병이다.2 이는 혈소판이 내피세포 표면에
도 VWF를 매개로 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부착되었다가 유리되고 있음
을 의미한다. 혈소판과 VWF 간의 결합은 포획 결합(catch bond)의 양상
을 보이는데 이는 유속 및 전단응력(shear stress)이 증가함에 따라 결합 친
화력이 증가되는 현상을 말한다.3 포획결합에 의해 혈류 속도가 빠른 동맥 
및 소동맥에서도 혈소판은 VWF를 통해 내피 표면에 안정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혈소판과 내피세포 간 결합은 급성 혈전 형성 외에도 동맥경화와 
같은 만성 염증성 혈관 질환의 진행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그
러므로 혈소판과 내피세포 간 결합 양상을 실험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혈
전 및 출혈 질환의 병태생리를 밝히는 데 매우 유용한 연구 기법으로 사용
될 수 있다. Dong 등은 내피세포 배양 접시에 유체 챔버(flow chamber)를 
밀착시키고 혈소판을 관류시키는 방식으로 내피세포 표면에 혈소판이 부

착되는 형태학적 현상을 보고하였다.5,6 흥미로운 점은 혈소판이 주로 활성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초거대 VWF (ultra large VWF, ULVWF) 중합체
에 결합하기 때문에 ULVWF와 혈소판의 염주양 선형(bead on string) 복
합구조물들이 내피세포 표면에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염주양 선형 구조
물을 관찰함으로써 내피 표면의 ULVWF 분포 양상을 관찰할 수도 있다. 
염주양 선형 구조물의 골격이 ULVWF이기 때문에 혈장 내 ADAMTS13
이나 정제된 ADAMTS13을 흘려주게 되면 VWF가 절단되어 염주양 구조
물이 신속히 소실된다. 유체 챔버 실험 기법은 이와 같이 혈소판 내피세포 
간 결합을 관찰할 수 있는 유용한 실험 기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유체 챔버 기법의 단점은 실험 조건 간에 번거로운 조작 과정으로 
인해 다양한 실험 조건을 적용한 연속된 실험을 진행할 경우 작업 강도가 
매우 높아진다는 점이다. 또한 혈소판 내피세포 결합을 관찰하기 위해서
는 세척 혈소판 제조를 위해 많은 양의 혈액이 필요한데 실험 대상자 보호
와 같은 윤리적 가치가 강조되는 현재의 연구 환경하에서 다양한 실험을 
짧은 기간 안에 진행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험 기법으로 최근 미세유체칩이 소개되어 세포 간, 세포–기질 간 결합을 
관찰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미세유체칩은, 유체통로와 관의 연결부위
를 제외하면 외부로부터 밀폐되어 있고 유체 통과 단면적이 기존의 유체 
chamber에 비해 월등히 적기 때문에 소량의 시료로 다양한 조건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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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dimethylsiloxane (PDMS) microfluidic chip is widely adopted to simulate and model biological phe-
nomena. We fabricated a single straight channeled PDMS microfluidic chip to replace parallel plate flow 
chamber in observing platelet binding to endothelial surface mediated by ultra-large von Willebrand fac-
tor (ULVWF). We cultured endothelial cells in the microfluidic channel and through which perfused buff-
ered platelet suspension. By stimulating the endothelial cells, beads on string structures composed of 
platelets and ULVWF were observed on endothelial surfaces immediately after perfusing platelet sus-
pension. The appearances were exactly the same as reported by other researchers before with parallel 
plate flow chambers. The number of strings observed per chip was 182.9± 59.9 (mean± SD, 102-305) from 
11 chips. The blood volume required for the same results with microfluidic chips was almost a twentieth 
of that from parallel plate flow chambers. The workloads and time required for procedure were also 
considerably reduced by replacing flow chambers with microfluidic chips. The beads on string struc-
tures on the endothelial surface were promptly cleaved and washed away by perfusing buffer with add-
ed plasma. The metalloprotease activity of ADAMTS13 in the plasma was demonstrated by adding EDTA 
to the plasma which inhibited string cleavage. The microfluidic chip introduced here can substantially 
facilitate the experiments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platelets and endothelia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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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재질의 상품화된 일
회용 미세유체칩은 매우 고가인 관계로 일반적 연구자들 실험 기법으로 
채택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둘 이상의 미세유체 채널을 
같이 결합한 형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칩 소모량이 많아지기
도 한다. Polydimethylsiloxane (PDMS)는 산업 분야나 연구 분야에서 다
양한 형태의 칩을 제조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저렴한 재료로써 이를 사용
해 단순한 형태의 미세유체칩을 하나씩 제조해 사용할 경우 유체 챔버와 
플라스틱 미세유체칩의 단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혈소
판 내피세포 간 결합 관찰을 위한 PDMS 미세유체칩을 제조하였고 이를 
실험기법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해 보았다.

재료 및 방법

혈소판 세척 및 혈소판 부유 완충액 제조

정상 건강인으로부터 ACD 항응고제와 혈액의 비가 1:6이 되도록 전혈을 
채혈하였다. 이를 원심분리하여 혈소판부혈장을 분리하고 37°C하에 10 
분간 배양한 후 다시 원심분리하여 혈소판을 침전시키고 혈장을 제거하
였다. 분리한 혈소판을 Tyrode 완충액으로 2회 세척하였다. 세척 후 부유 
각 단계마다 프로스타사이클린(prostacyclin, PGI2, 0.5 μM)을 첨가하여 
혈소판 활성화를 방지하였다. 세척을 마친 혈소판은 최종적으로 apyrase 
(0.2 U/mL)를 함유한 Tyrode 완충액에 부유하고 부유하고 혈소판 수를 
300,000/μL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미세유체칩의 제조

포토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웨이퍼상에 미세유체통로의 규격이 폭 800 
μm, 깊이 125 μm, 길이 28 mm가 되도록 미세유체칩의 몰드를 제작하였
다. PDMS와 경화제(curing agent)를 배합하여 혼합물 내 기포를 제거한 
후 적당한 두께로 몰드 위에 부은 후 65°C에서 2시간 동안 경화 반응을 
진행시켰다. 굳은 PDMS를 몰드로부터 분리하고 실험 및 관찰에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미세유체통로 양 단에 2개의 개구부를 절개하였다. 가
압증기멸균한 미세유체칩과 유리 슬라이드 표면을 세포배양 무균 실험대 
내에서 corona treater로 처리한 후 서로 부착하여 미세유체칩을 완성하
였다(Fig. 1).

미세유체칩 내 내피세포의 배양

미세유체칩 개구부를 통해 멸균 증류수를 주입하여 미세유체통로를 세
척한 뒤 콜라젠(0.3-0.75%) 함유 배지를 주입 후 다시 흡입하고 37°C에서 
20분간 반응시켜 유리표면을 코팅하였다. 코팅을 마친 후 내피세포배양 
배지를 주입하여 37°C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5×106/mL로 맞춘 내피세

포(HUVEC 및 hTERT immortalized dermal microvascular endothelial 
cell line, TIME, ATCC, USA) 부유 배지 100 μL를 주입하였다. 양쪽 개구
부에 짧게 절단한 파이펫 팁을 꽂고 배양 기간 동안 배양 배지 저장 용기
로 사용하였다. 미세유체칩 내 내피세포를 2일간 배양하여 융합(conflu-
ent)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고 1주 내에 미세유체칩 내피세포 혈소판 부착 
실험에 사용하였다.

미세유체칩 내 혈소판 부유액 관류

내피세포가 융합 상태에 이른 미세유체칩의 배지를 히스타민 함유(150- 
200 μM) 배지로 교환하고 15-30분간 배양하여 내피세포를 활성화시켰
다. 히스타민 처리가 끝난 미세유체칩은 현미경 관찰 및 촬영을 위해 도립
광학현미경 스테이지에 거치하고 두 개구부로부터 배지 용기를 제거한 후 
주사펌프와 연결된 미세관을 출구 개구부에 혈소판 흡입 미세관을 입구 
개구부에 연결하였다. 이 과정에 미세유체통로 내로 기포가 유입되지 않
도록 주의한다. 미세유체칩 입구 개구부와 연결된 흡입관을 혈소판 부유
액 용기에 담그고 현미경 및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조건을 설정한 후 펌프
를 작동시켜 흡입된 혈소판과 미세유체통로 내 내피세포의 결합을 관찰 
촬영하였다. 실험 후 촬영한 동영상으로부터 ULVWF과 혈소판이 결합한 
염주양의 선형 구조물을 계수하였다. 염주양 구조물 형성 후 혈청을 첨가
한 완충액을 관류하며 단일 시야에서 5분간 염주양 구조물 제거 양상을 
관찰 및 촬영하였다. 계수 결과의 정상분포는 Kolmogorov-Smirnov test
를 통해 검증하였고 시야당 염주양 구조물 수의 차이는 Mann-Whitney 
U 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Medcalc, Belgium).

결과

미세유체통로 내 내피세포 배양

내피세포 부유 배지를 미세유체통로 내에 주입 후 2일째 융합 상태로 증
식하였다. 유체통로 내 내피세포 표면에서 소동맥과 유사한 10 dyne/cm2

의 전단응력을 얻기 위한 유속은 50 μL/min이었다. 미세유체통로 전장에 
걸쳐 ULVWF-혈소판 염주양 복합체를 모두 관찰 및 촬영하는 데 3분 7초
± 50.6초(1분 25초-4분 17초)가 소요되었다. 4-7분 정도의 관찰 시간이 필
요한 고전적 유체 챔버 방법에 비해 이는 매우 짧은 시간이다. 미세유체칩 
전체 표면의 촬영에 필요한 관찰 시야 수는 10-12개이었다. 한 미세유체칩 
실험 당 혈소판부유액 관류(소모)량은 평균 156±42 μL (71-214 μL)이었
으며 이는 312± 84 μL (142-428 μL)의 전혈 채혈량에 해당하는 부피이다. 
이를 대조 조건 및 실험 조건하에서 3반복 실험을 위한 혈액 요구량으로 
환산하면 1.9 mL (0.9-2.6 mL)가 된다. 이는 유체 쳄버를 사용한 실험에서 
필요로 하는 혈소판 부유액 (2.5-4 mL), 챔버 및 실험 당 혈액 요구량(6-8 
mL, 36-48 mL)과 비교하여 약 20배가량 적은 양이다.

ULVWF- 혈소판 염주양 구조의 관찰

미세유체통로 내 내피세포를 히스타민으로 처리한 후 혈소판 부유 완충
액을 관류시키면 내피세포 표면에 혈소판이 염주양으로 붙어 있는 UL-
VWF-혈소판 복합체 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다. 내피세포로부터 분비된 
ULVWF는 세포 표면에 고정되어 유동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혈소판 부유액을 관류시키는 즉시 관찰할 수 있었으며(Fig. 
2A) 혈청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관찰 시간 동안 동일한 수를 유지하였다. 
염주양 구조의 수는 내피세포에 저장 분비되는 VWF의 양에 의해 결정되
었다. 내피세포주를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에 사용할 경우 HUVEC과 비
교하여 유의하게 적은 수의 염주양 구조물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2B). Fig. 1. The microfluidic chip with a straight channel fabricated from P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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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Beads on string appearance of platelets attached to ULVWFs on endothelial surface. HUVEC cultured in microfluidic channel were stimulated with his-
tamine and platelet suspension was perfused through the channel. Many ULVWF-platelet complexes assuming beads on string appearances (arrow heads) are 
present on endothelial surface. (B) An endothelial cell line (TIME) was used in place of HUVEC. 

A B

Fig. 3. Weibel-Palade bodies in HUVEC and TIME. HUVEC (A) and TIME (B) were stained for VWF and intracellular Weibel-Palade bodies were visualized. HUVEC 
contains considerably more Weibel-Palade bodies and thus greater amount of VWF.

A B

항 VWF 항체를 사용하여 두 내피세포의 세포질을 염색한 결과 내피세포
주는 HUVEC에 비해 유의하게 적은 수의 Weibel-Palade 소체를 보였다
(Fig. 3). 한 개의 미세유체칩에서 관찰된 염주양 구조의 수는 182.9 ± 59.9
개(mean ± SD, 102-305)이었으며 시야 당 16.3± 5.6 (10.2-30.5)개의 염주
양 구조물이 관찰되었다(Table 1). 히스타민 처리 농도(150 vs. 200 μM)나 
처리 시간(15 vs. 20분)에 따른 염주양 구조물의 시야 당 수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혈청 ADAMTS13 활성 관찰

완충액에 부유한 혈소판은 내피세포 표면에서 ULVWF-혈소판의 염주양 
구조물을 형성하나 동일 완충액으로 희석된 혈청을 관류시킬 경우 형성
된 염주양 구조물이 신속하게 절단되기 시작하였으며 5분간 1-2단계에 걸
친 절단에 의해 내피세포 표면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었다(Fig. 4, Table 
2). 금속단백분해효소인 ADAMTS13의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희석 혈청
에 EDTA를 첨가할 경우 ULVWF-혈소판 염주양 구조물의 제거가 유의하
게 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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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teolytic elimination of ULVWF-platelet string structures by AD-
AMTS13

Ser. No. 0 min 2 min 3 min 5 min Inhibitor

chip#023 24 - 12 4 -
chip#026 28 - 12 5 -
chip#027 10 -   7 7 EDTA
chip#032 12   8   3 1 -
chip#034 10   3   1 0 -
chip#036 10 - 11 6 EDTA
chip#038   5   2   1 1 -
chip#040 37 15   5 0 -

Table 1. Observation and counting of ULVWF-platelet string structures

Ser. No. String 
number

Number 
of fields

Mean string 
number per field

Stimulation, incubation 
time (miniute)

chip#012 155 11 14.1 Histamine (150 μm), 15
chip#017 194 12 16.2 Histamine (150 μm), 15
chip#020 208 12 17.3 Histamine (150 μm), 15
chip#023 230 12 19.2 Histamine (150 μm), 15
chip#026 229 12 19.1 Histamine (150 μm), 15
chip#030 144 12 12.0 Histamine (150 μm), 15
chip#032 196 12 16.3 Histamine (200 μm), 15
chip#034 123 10 12.3 Histamine (200 μm), 15
chip#036 102 10 10.2 Histamine (150 μm), 15
chip#038 126 10 12.6 Histamine (150 μm), 30
chip#040 305 10 30.5 Histamine (150 μm), 30

Fig. 4. Elimination ULVWF–platelet complexes by plasma treatment. ULVWF–platelet strings were cleaved by ADAMTS13 contained in plasma and washed 
away from endothelial surface promptly.
▶ ULVWF-platelet strings initially formed. ▶ Strings showing decrease in length, ▷ Strings eliminated from endothelial surface.

Before serum treatment 2 minutes after serum treatment

고찰

저자는 PDMS 재질의 미세유체칩을 제조하고 내부에 내피세포를 배양하
여 미세유체통로 내에서 혈소판과 내피세포의 결합과 유리 과정을 관찰
하였다. 내피세포 표면에 형성된 ULVWF–혈소판의 염주양 선형 구조물
은, Dong 등이 유체 챔버에서 보고한 염주양 구조와 동일한 형태를 보였
다.5,6 미세유체통로 전체에서 관찰되는 염주양 구조물의 수는 칩 간에 상
당한 차이를 보였다. 염주양 구조물의 수는 미세유체칩 내에 주입하는 내
피세포의 수와 배양 기간의 차이, 내피세포의 히스타민 자극 정도 그리고 
혈소판 부유 완충액 제조 과정의 변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실험 
술기의 표준화 후 재현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AD-
AMTS13을 함유하고 있는 희석 혈청의 관류에 의해 ULVWF가 절단되고 
염주양 구조물이 소실되는 현상은 Dong 등이 보고한 바와 동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혈관과 유사한 조건에서 혈액 ADAMTS13 활성을 측정하
는 임상 검사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정적 상태에서 측정하는 기존의 

ADAMTS13 활성 검사 방식에 비해 ADAMTS13 기능과 관련된 병태생
리를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결과에 제시한 바와 같이 미세유체칩을 사
용한 혈소판 – 내피세포 결합 유리 관찰 기법은 채혈 요구량이 20배가량 
적고 실험 소요 시간이 짧으며 실험의 진행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체 챔버 기법에 비해 우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에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장점은 실험 중 미세유체통로 내에 기포 유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는 사실이다. 유체 챔버 실험은, 조건별 단위 실험 사이 내피세포배양 접시
를 교체하는 과정에 연결 관이나 챔버 구석에 기포가 유입되는 경우가 비
교적 흔하다. 유체 통로 내로 기포가 유입되어 지나가면 기포와 접촉한 내
피세포가 즉시 탈락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혈관벽에 결합된 혈소판은 혈전 및 지혈 질환 모두에 걸쳐 중요한 병태
생리적 작용을 한다. 우선 혈소판과 내피세포의 결합은 동맥경화와 같은 
염증성 혈관 질환의 발생과 경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와 관련된 소견으로 동맥경화가 혈소판이 혈관벽에 붙기 쉬운 위치
가 호발하는 경향을 보이며 혈소판 – 내피세포 결합에 결함(SELP-/-)을 갖
고 있는 쥐의 골수를 이식하면 동맥경화 발생이 저하되는 현상이 보고되
기도 하였다.7 혈관벽에 붙은 혈소판은 과립 내에 저장되어 있는 케모카인
을 분비하여 혈액 내 염증세포를 혈관벽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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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4 또는 CD40L과 같이 혈소판 과립이나 세포질에 보관되어 있는 염증 
유발물질은 염증세포의 작용을 통하거나 혈관벽 내 지질대사 과정에 직
접 작용하여 동맥경화의 발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4 이와 반대로 폰
빌레브란트병(von Willebrand disease, VWD) 환자는 VWF가 결핍되었
거나 기능적 결함을 갖고 있어 혈소판 부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VWD 환자에서 혈관형성이상이 빈번하게 보고되며 
최근 VWD 환자에서 분리한 내피세포가 운동성에 이상을 보임이 보고되
었다.8,9 혈소판과 세포외기질 그리고 내피세포와의 결합을 매개하는 
VWF의 결함이 내피세포의 기능이상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혈소판 과
립에는 다양한 성장 인자들이 보관되어 있고 주변의 자극에 따라 분비되
는 사실을 고려하면 내피세포에 부착된 혈소판이 내피세포의 생리적 기
능이나 수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0 또한 혈소판은 내
피전구세포를 혈관벽으로 유인하여 혈관 재생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 혈소판 부착이 중요한 기능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혈소
판 – 내피세포 결합 모델은 순환계 질환의 연구에 중요한 요소로 인정 받
고 있으며 혈소판 – 내피세포 간 결합 유리 양상, 이와 동반된 혈소판과 내
피세포의 변화와 그 기전에 대한 연구를 미세유체칩을 활용하여 수월하
게 진행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소개한 미세유체칩을, 내피세포 표면이 아닌 시상면 관찰
을 할 수 있도록 변형할 수 있는데 이를 염증성 출혈 모델 구축 및 기전 연
구에 유용한 연구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Fig. 5). 최근 백혈구 누출에 
의해 생긴 내피세포 간 간격이 염증 유발 출혈의 통로로 작용함이 밝혀졌
는데, 조직에 따라 호중구 또는 림프구 누출이 특이적으로 출혈을 유발한
다. 피부나 폐조직에 염증을 유발하면 염증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데 혈
액이 누출되는 경로가 호중구가 혈관내벽을 통과하는 부위와 일치한다.11 
이 출혈 모델에서 혈소판 응집의 주요 경로인 ADP 수용체나 thrombox-
ane A2 수용체 그리고 트롬빈 수용체의 활성이 출혈을 막는데 별다른 역
할을 하지 않는 반면 혈소판 ITAM 신호전달계(VWF – 혈소판 결합, 콜라
젠 – 혈소판 결합) 활성은 출혈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12 ITAM 신호전
달에 따라 어떤 혈소판 기능이 작용을 하는지 알려진 바가 없지만 림프절 
내 림프구 누출에 의한 출혈 동물 모델에서 혈소판이 내피세포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자세히 보고되었다. 림프구 누출에 의해 생긴 고내피세정
맥의 내피세포들 사이의 간격은 세포 간 VE-cadherin 결합에 의해 신속
히 메워지는데, VE-cadherin 결합 형성에 혈소판 유래 sphingosine-1-phos-
phate (S1P)와 내피세포 S1P 수용체 결합에 따른 신호전달이 필요하다.13 
이 과정에서도 혈소판 응집은 출혈 예방을 위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다. 이러한 혈류 내 백혈구의 경내피이동과 혈액 누출 그리고 주변부 내피
세포와 혈소판의 상호작용 같은 복잡한 생체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미
세유체칩을 유용한 체외 실험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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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dification of simple straight channel microfluidic chip enabling sag-
ittal observation of endothelium and matrix interf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