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제35권 제2호, pp. 131~134, 2011 
 

 

131 

<학술논문>                    DOI:10.3795/KSME-A.2011.35.2.131                       ISSN 1226-4873 
 

한시적 세포포집 구조물을 이용한 다세포 스페로이드 형성 및 추출칩 
 

진혜진*
 · 김태윤*

 · 조영호*†
· 구진모**

· 김진국**
· 오용수*** 

*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및뇌공학과, ** 삼성서울병원 암연구센터, *** 삼성전기 중앙연구소 
 

A Multicellular Spheroid Formation and Extraction Chip 

Using Removable Cell Trapping Barriers 
 

Hye-Jin Jin
*
, Taeyoon Kim

*
, Young-Ho Cho

*†
, Jin-Mo Gu

**
, Jhingook Kim

**
 and Yong-Soo Oh

***
  

* Dept. of Bio and Brain Engineering, KAIST, ** Cancer Research Center, Samsung Medical Center,  

*** Central R&D Institute, Samsung Electromechanics Co. 

 

(Received April 7, 2010 ; Revised November 21, 2010 ; Accepted November 25, 2010) 

 

 

1. 서 론 

삼차원 세포 배양은 생체와 유사한 조직을 대표

하는 모델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다세포 스페로이드는 암세포의 삼차원 배양의 가

장 전통적인 모델로서, 최근 암 연구에서는 다세

포 암 스페로이드가 이차원 단층세포보다 실제 임

상적 유전자 발현에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1) 이에 다세포 스페로이드를 형성하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기존의 웰 플레이트 

및 플라스크를 이용한 스페로이드 형성방법(2,3)은 

무혈관(Avascular) 상태의 삼차원 세포-세포간 상호

작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작은 크기(지름 200µm)

의 스페로이드를 만들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개발된 마이크로 칩(4,5)은 작은 크기(지름 

10~300µm)의 스페로이드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으나, 고정된 세포포집 구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형성된 스페로이드를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Key Words : Multicellular Spheroid(다세포 스페로이드), Cell Trapping(세포포집), Spheroid Formation(스페로이드 

형성), Spheroid Extraction(스페로이드 추출) 

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시적 세포포집 구조물을 이용한 다세포 스페로이드의 형성 및 추출칩을 제안하였다. 

종래의 웰 플레이트와 플라스크는 작은 스페로이드 형성이 어렵고, 기존 마이크로칩은 고정된 세포포집 

구조물을 이용하여 스페로이드 추출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 제안된 칩은 한시적 세포포집 구조물을 

이용하여 스페로이드의 형성과 추출이 모두 용이한 장점이 있다. 50kPa 의 박막압력으로 형성된 세포포집 

구조물에 145~155Pa 의 세포입력압력으로 유입되는 세포를 포집한 후, 24 시간 배양하여 스페로이드를 

형성하였다. 또한, 박막압력 제거 후 5kPa 의 세포입력압력으로  추출된 스페로이드의 지름과 활성도는 각각 

197±11.7µm, 80.3±7.7%로 측정되었다. 제안된 칩은 스페로이드의 균일한 형성과 안정적 추출이 용이하여 

스페로이드의 후처리에 적용될 수 있다. 

Abstract: We propose a spheroid chip that uses removable cell trapping barriers and that is capable of forming and extracting 

multicellular spheroids. By using a conventional well plate and flask, it is difficult to form small-sized spheroids, which resemble 

avascular 3D cell-cell interaction. It was difficult to extract spheroids using conventional microchips and fixed cell trapping barriers. 

The proposed chip, however, facilitates both formation and extraction of spheroids by using removable cell trapping barriers formed 

by membrane deflection. The cell trapping barriers, formed at the membrane pressure of 50 kPa, hold the cells in the trapping region 

at a cell inlet pressure of 145–155 Pa. After incubation for 24 h, the trapped cells form uniform spheroids. We successfully extract the 

spheroids at a cell inlet pressure of 5 kPa after removing the membrane pressure. The extracted spheroids have a diameter of 197.2 ± 

11.7 µm with a viability of 80.3 ± 7.7%. Using the proposed chip, uniform spheroids can be formed and these spheroids can be 

safely extracted for carrying out the post-processing of spher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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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세포 스페로이드

형성 및 추출칩은 유연한 PDMS 박막변형을 통해 

세포포집 구조물을 한시적으로 형성함으로써 다세

포 스페로이드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추출까지 가

능한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세포 

스페로이드 형성 및 추출칩을 설계, 제작하고 그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2. 구조 및 원리 

제안된 다세포 스페로이드 형성 및 추출칩(Fig. 

1)은 세포포집 구조물 제어층, 박막, 및 유체층의 세 

층으로 구성되며, 4 개의 웰과 세포 유입부, 

스페로이드 유출부, 및 박막 압력 조절부가 

설치되어 있다. 먼저 박막 압력 조절부를 통해 

박막에 압력을 가하면 웰 내에 세포포집 구조물이 

형성되고, 세포 유입부에 세포 유입 압력을 가하여 

웰 내에 세포를 유입시키면 세포포집 구조물로 

둘러싸인 세포포집 영역 안에 세포가 쌓이게 된다. 

이후 배양을 통해 세포간 상호작용을 유도하면 Fig. 

2(a)와 같이 다세포 스페로이드를 형성할 수 있다. 

이후 박막 압력을 제거하면 변형된 박막이 원래대로 

돌아와 세포포집 구조물이 제거되고 세포 입력부에 

압력을 가하면 Fig. 2(b)와 같이 웰 내에 형성된 

스페로이드를 추출할 수 있다. 

세포포집 구조물은 Fig. 2(b)와 같이 설계되었다. 

다세포 스페로이드의 지름은 기존의 약물 

스크리닝에 주로 쓰이는 200µm(6)로 결정하였으며, 

50kPa 의 박막 압력에 대해 박막이 100µm 의 웰 

바닥까지 변형되도록 박막의 두께와 폭을 각각 

30µm와 300µm로 설계하였다. 

 

 
 

 

 
 

Fig. 1  4×1 spheroid chip array 

 
(a) 

 
(b) 

Fig. 2 The spheroid chip using a removable cell trapping 
barrier: (a) the inflated membrane forms cell 
trapping barrier for spheroid formation; (b) the 
deflated membrane removes cell trapping barrier 
for spheroid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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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공정 

제안된 다세포 스페로이드 형성 및 추출칩은 Fig. 

3 과 같이, 두 개의 PDMS 층을 박막을 사이에 두고 

접합하여 제작되었다. 먼저 100µm 두께의 SU-8 PR로 

제작된 몰드를 이용하여 세포포집 구조물 제어층과 

유체층을 제작하였다. 30µm 두께의 PDMS 박막은 

Silicon 웨이퍼 위에 PDMS Pre-polymer를 Spinning하여 

제작하였다. 이후 제작된 박막 제어층과 유체층을 O2 

플라즈마로 처리한 후 PDMS 박막을 사이에 두고 

접합하여 Fig. 4와 같이 소자를 제작하였다. 

4. 실험결과 및 토의 

Figure 5 는 제작된 스페로이드 형성 및 추출칩의 

성능검증을 위한 실험 구성도이다. 공압 조절기를 

통해 박막에 압력을 인가하여 세포포집 구조물을 

제어하였고, 세포 유입부와 유출부에 유체 높이를 

달리하여 압력 차에 의해 세포유동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세포는 H1650 비소세포폐암 (Non-small-

cell lung cancer) 세포주를 이용하였다. 

Figure 6 은 박막에 50kPa 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형성되는 세포포집 구조물과 145~155Pa 의 세포 

유입압력으로 인해 세포가 세포포집 영역 안에 

모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후 37oC의 온도와 5%의 

CO2 농도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하면 세포간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Fig. 7 과 같이 스페로이드가 

형성된다. 또한, 형성된 스페로이드 를 Calcein 

AM으로 처리한 결과 Fig. 8과 같이 스페로이드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모두 살아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3 Fabrication process of the spheroid chip at the 
cross section across B-B’ in Fig. 2 

 
Fig. 4 Fabricated device and measured dimensions 

 

 
Fig. 5 Experimental apparatus 

 

 
Fig. 6 Initial cell trapping and the final cell filling using 

the cell trapping barrier formed at the membrane 
pressure of 50kPa 

 

 

Fig. 7 Spheroid formation: (a) the cells trapped in the 
cell trapping region; (b) the spheroid obtained 
after 24 hour incu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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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로이드를 형성한 뒤, 박막 압력을 제거한 

후 5kPa 의 압력을 세포 유입부에 가함으로써 

스페로이드를 Fig. 9 와 같이 추출하였다. 추출된 

스페로이드의 크기는 197.2±11.7µm 로 측정되어 

200µm 의 세포포집 영역 치수 대비 1.4%의 

오차를 보였다. 아울러, 추출된 스페로이드를 

Trypsin EDTA 로 처리하여 단일세포를 얻은 후 

Trypan Blue 염료로 처리한 결과 80.3±7.7%의 

세포 활성도를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시적  세포  포집  구조물을 

이용한 삼차원 다세포 스페로이드의 형성 및 추출 

칩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Well-plate 및 Flask 를 

이용한  방법은  작은  크기 (지름  2 0 0 µ m )의 

스페로이드를 형성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작은  크기(지름  10~300µm)의  스페로이드 

형성이  가능한  마이크로  칩이  개발되었으나 

고정된  세포포집  구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형성된  스페로이드를  추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세포 

스페로이드 형성 및 추출칩은 박막변형을 통해  

세포포집 구조물을 한시적으로 형성함으로써 다세포 

스페로이드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추출까지 가능한 

 

 
(a)   (b) 

Fig. 8 Analysis of spheroid viability: (a) bright-field 
image of the spheroid; (b) fluorescence image of 
the spheroid tagged by Calcein-AM probe 

 

 
(a)   (b) 

Fig. 9 Spheroid extraction: (a) the spheroid formed in the 
chip; (b) the spheroid extracted from the chip 

장점이 있다. 제안된 스페로이드 형성 및 추출칩의 

성능시험 결과, 50kPa 의 박막 압력과 145~155Pa 의 

세포 유입 압력 조건에서 세포가 세포포집 구조물에 

포집됨을 확인하였고, 37oC 의 온도와 5%의 CO2 

농도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함으로써 스페로이드가 

형성됨을 입증하였다. 또한, 박막 압력 제거 후 

5kPa 의 압력을 세포 유입부에 가하여 스페로이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스페로이드의 크기는 197.2±11.7µm 

로 측정되어 설계치수 대비 1.4%의 오차를 보였고, 

스페로이드 구성 세포의 활성도는 80.3±7.7%로 

측정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균일한 

크기의 다세포 스페로이드를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추출 가능하여 유전자 분석 및 동물실험 등 다양한 

후처리에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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