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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크기의 마이크로 채널 내에서 이동하는 세포의 가시화

및 이동 속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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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zation and Velocity Measurement of Migrating Cells in
Microchannels with Various Width

Seung Youl Lee, Myung Jun Kim, Sang Min Chae and Songwan Jin

Abstract. In this paper, we applied various microfluidic chambers to visualize cell migration and mea-
sured the migration velocity in microchannels. Migration speed of B16 cell in a large channel was similar
with that of wound healing experiment. However, the speed decreased gradually as the cell move inside
of the channel. It is expected that this phenomenon is due to the shortage of oxygen or nutrition, which
are essential for cell growth. In the case of cell in the small channel whose size is smaller than the cell,
its speed was slower than that in a larger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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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포이동(Cell migration)은 신생혈관 생성, 암 전이,

조직의 발생 및 분화, 손상조직 재생 등과 같은 생물학

적 현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과정으로 복잡한

생화학 및 생체역학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1~3).

그러므로 세포이동과 관련된 연구는 암이나 신생혈관

생성과 관련된 질병인 노화에 따른 시력감퇴나 류머티

스성 관절염과 같은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나 치

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은 거의 대부분 암의 전

이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암 전이 과정 중

에 세포의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다면 유

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된

다. 또한 암이 성장하고 전이되려면 암 주변에 새로운

혈관의 생성이 필수적인데 신생 혈관의 생성 역시 세

포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인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세포이동에 관심을 가지고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세포 이동 중에서도 특정 화학약품이나 세포

내의 단백질이 세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포

주화성 연구는 세포이동과 관련된 신약개발 및 신약

의 새로운 타겟을 찾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4~5). 세포의 이동 및 주화성을 관찰하기 위한 in-

vivo 실험은 동물에 일정한 크기의 상처를 내고 상처

가 회복되는 추이를 관찰하는 상처치유 능력 실험이

있으나(19) 이러한 실험 중 세포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포 주화성을 평가하기 위한 in –

vitro 실험 방법으로는 상처치유 능력 실험(6), 아가로스

젤을 이용한 실험(7), Zigmond 챔버(8), Dunn 챔버(9),

Boyden 챔버(10~11) 등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으며 이

중 상처치유 능력 실험과 Boyden 챔버가 널리 이용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

는 연구자들 간의 결과를 비교하기 힘들고 데이터화하

기 힘들어 관찰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

으며 이동 중인 개별 세포를 관찰하고 가시화하기 어

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기존 방법

의 경우 연구자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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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하기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포이

동과 관련된 HTS(High Throughput Screening) 장치

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 또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간편한 세포이동 관찰

및 가시화를 위한 장치의 개발과 실험방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미소유체장치는 그 개념이 제안된 이래로 많은 발전

을 거듭해 나가고 있으며 적용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

고 있다. 특히 PDMS 채널은 만들기 비교적 간편할 뿐

아니라 생체물질에 적합하고 투명하여 관찰이 용이하

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미소유체장치는 여

러 생물학적 실험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는 세포이동 실험에도 응용되고 있다(12~13).

Jeon 등은 레이놀즈 수가 작은 마이크로 채널 내에

서는 층류 유동이 형성되어 유체간 혼합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미소채널 내 농도의

공간 변화율이 장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장치를

만들어 세포이동 실험에 응용하였다(14). 이 실험장치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Boyden 챔버가 가지고 있는 실험

시간이 길어지면 농도의 공간 변화율이 점차 감소하여

최종적으로는 농도가 일정하게 된다는 단점을 극복한

것으로 혈관 내 세포이동을 모사하기에 매우 적합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조직 내에서의 세포이동은 혈관의 세포이동

환경과는 차이가 있는데 두 세포이동 환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포의 변형과 세포에 작용하는 유동 전단력

이라 할 수 있다. 혈관 내에서 이동하는 세포의 경우

혈류에 의해 전단력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으며 세포의

이동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형상의 큰 변화 없이 이

동이 가능하지만 조직 내에서의 이동은 전단력을 받고

있지 않으며 세포의 이동 공간 또한 충분하지 않다. 이

로 인하여 조직 내에서는 세포의 형상이 잘 변형되어야

세포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Auguste 등

(2007)이 쥐의 뇌에 세포를 주입하여 세포이동을 관찰

한 in-vivo 실험결과에 따르면 세포 이동이 활발한 경우

세포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종횡비

(elongation factor)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5). 이러

한 조건에서의 세포 이동을 관찰하기 위한 미소유체 장

치 역시 고안되었는데 세포보다 크기가 작은 채널 내

를 통과하도록 되어있거나(15~16) BME와 같은 젤을 이

용하여 3차원 적인 세포외부기질(extracellular matrix)

을 직접적으로 모사하기도 하였다(17).

본 논문에서는 미소유체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PDMS 채널을 이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채널 내에서

세포이동 현상을 가시화하였다. 특히 크기가 큰 채널

과 세포보다 작은 채널의 결과를 비교하여 채널의 크

기에 따른 세포 이동 현상의 변화를 관찰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세포이동 시 개별 세포에서 일

어나는 현상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간과되었던 세포의 변형과

세포이동과의 관계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미소유체장치

세포이동을 관찰하기 위한 장치들은 대부분 두 개의

챔버와 두 챔버를 이어주는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챔버에는 대상 세포를 배양하게 되고 다른 챔버는 비

워 놓거나 실험 물질을 첨가하게 된다. 이 두 챔버를 이

어주는 연결부를 통하여 세포가 이동하게 되고 이 때

이동한 세포의 수 등으로 세포이동을 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Boyden 챔버는 크고 작은 컵 모양의 두 챔

버가 겹쳐져 있는 구조 인데 큰 챔버의 안쪽으로 작은

챔버가 놓여지게 된다. 이 때 작은 챔버의 경우 밑 바

닥이 다공성 막으로 되어 있으며 이 막 위에 세포를 배

양하고 일반적으로 바깥 챔버에 유인제를 첨가한다. 안

쪽 챔버에 배양된 세포들은 다공성 막의 구멍을 통하

여 확산되는 유인제의 존재를 알게 되고 막의 구멍을

통과하여 바깥 챔버로 이동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세포 이동 챔버 역시 일반적인

세포이동 챔버들과 유사하게 두 개의 챔버와 두 챔버

를 연결하는 마이크로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이크

로 채널이 Boyden 챔버에서의 다공성 막의 역할을 하

게 된다. 마이크로 채널은 MEMS 공정을 거쳐 제작한

몰드를 이용하여 소프트 리소그래피(soft lithography)

공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Fig. 1(a) 장치는 세포를

배양하거나 유인물질을 첨가하기 위한 두 개의 직사각

챔버가 100~200 µm의 비교적 크기가 큰 하나의 채널

로 연결된 구조이며 Fig. 1(b) 장치는 두 개의 반달형

챔버가 세포보다 작거나 비슷한 크기를 가지는 채널들

로 연결되어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각 장치에서 세포를 배양하거나 유인물질을 첨가하

기 위한 챔버는 세포 배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간을 크게 확보하였으며(약 0.4~0.65 cm3)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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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이 음각되어 있는 PDMS 구조물에 직사각형 혹은

반달형 칼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두 챔버를 연결하

는 채널은 큰 채널의 경우 높이는 22.56 µm, 폭은 100,

200 µm, 길이는 3, 5 mm로 제작하였으며 작은 채널의

경우 높이는 11.35 µm, 폭은 5, 8, 15 µm, 길이는 150,

300 µm이다. Fig. 1(b)장치의 경우 세포이동 채널은 모

두 30개로 챔버 중앙을 중심으로 100 µm 간격으로 균

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채널 주변에는 PDMS 구조물

의 처짐으로 인한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각형 기

둥을 배치하였다(Fig. 1(c)). 이와 같이 제작된 PDMS

구조물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O2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2.2 현미경 및 영상 획득 장치

본 논문의 모든 영상은 Olympus IX71 도립 현미경

을 사용하여 획득하였다. 10×와 40× 대물렌즈를 사용

하였으며 개구수(numerical aperture)는 각각 0.3와 0.6

이다.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카메라의 해상도는

2048×1536이며 CMOS센서를 이용한 카메라로 USB

포트를 이용하여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하여 영상을 획

득하였다. 

2.3 세포 이동 실험

본 연구에서는 B16 cell을 이용하여 10%의 FBS

(fetal bovine serum)를 포함하고 있는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조건(37oC, 5% 이산화

탄소)에서 배양하였다. 이 때 배양액에는 특정 세포 이

외의 증식을 막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페니실린을

1% 첨가하였다.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B16 세포의 이동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상처치유 능력 실험을 수행하였다. 세포의

포화도가 90% 이상으로 배양된 용기에 멸균된 주사기

바늘을 이용하여 폭 약 500 µm의 상처를 만들고 배양

액을 공급하여 인큐베이터 내에서 일정 시간 배양한

후 상처의 폭 변화를 관찰하였다. 

마이크로 채널 세포이동 챔버를 이용한 실험의 경우

양 챔버에 수위로 인한 압력 구배가 없도록 배양액을 일

정 수준으로 공급한 후 한 쪽 챔버에 세포를 배양하여

포화도가 90% 이상이 되었을 때 실험을 진행하였다.

세포의 이동 속도는 이동하는 세포의 영상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후 영상을 분석하여 이동 거리

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촬영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구

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상처치유 능력 실험

상처치유 능력 실험은 세포 이동을 관찰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 하나로 많은 연구에 사용되었다(6). 본

논문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B16세포의 이동성을 확인

하고 마이크로 채널을 이용한 실험의 비교 자료로 사

용하기 위하여 상처치유 능력 실험을 진행하였다. 

포화도가 90% 이상으로 배양된 용기에 멸균된 주사

기 바늘을 사용하여 Fig. 2(a)와 같이 상처를 내었다. 이

러한 용기의 실험 샘플을 인큐베이터에서 일정 시간 동

안 배양한 후 관찰하였다(Fig. 2(a)~(b)). 

Fig. 1. Microfluidic chambers for cell migration. (a) chamber
with wide microchannel (b) chamber with narrow
microchannel (c) close look of actual design of
narrow microchannel chamber.



32 이승열·김명준·채상민·진송완

5번의 실험을 통한 평균 속도를 계산한 결과 세포의

이동 속도는 약 12.26±3.04 µm/hr로 측정 되었다. 하

지만 이러한 상처치유 능력 실험은 그림에서와 같이

세포의 이동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이동 속

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3.2 마이크로 채널 내 세포이동 가시화

마이크로 채널 내에서의 세포이동을 2절에서 기술

한 방법으로 관찰하였다. 세포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화학적, 물리적 자극 없이도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이

동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포이동 관찰 장치에서

도 세포 배양 챔버의 세포 포화도가 증가하면 더 나은

배양 조건을 찾아 반대편 챔버로 마이크로 채널을 따

라 이동하게 된다. 

Fig. 3는 100 µm 채널 내에서 이동하고 있는 세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채널의 경우 그림에서 볼 수 있

듯이 세포가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모서리 부분에

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

러므로 세포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채널의 양 가

장자리에서의 세포 위치와 중간 위치의 평균 값을 기

준 위치로 사용하였다. 관찰 결과 채널 입구 근처에서

는 평균 이동 속도가 10~15 µm/hr로 상처치유 능력 실

험의 결과와 비교 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

찰 되었다. 하지만 이 속도는 세포가 채널 내부로 들어

감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Fig. 4에

서 볼 수 있듯이 100 µm, 200 µm 채널 모두에서 채널

안 쪽으로 세포가 들어갈수록 점진적으로 속도가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 mm 이상 들어간 세포들

의 속도는 급격히 줄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러한 이유는 이동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

라 배양액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챔버나 채널 입구

Fig. 2. Wound healing experiment. (a) 0 hr, (b) 24 hr. 

Fig. 3. Cell migration in 100 µm wide channel. (a) 0 hr,
(b) 45 hr.

Fig. 4. Migration speed of B16 cells in wide channels as
a function of distance from channel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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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채널 안쪽으로 갈수록 세포의 생장에 필수

적으로 필요한 산소나 영양 성분들의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가설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Comsol

Multiphysics를 이용하여 확산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5(a)와 같이 2차원으로 가정된 높이 20 µm 채널의 입

구 부분에 세포 배양부를 두어 이 부분에서만 산소가

소비된다고 가정하였다. 이 때 세포 배양부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세포의 높이인 약 5~8 µm보다 약

간 높은 10 µm로 설정하였다. 또한 챔버와 연결된 채

널의 양 끝 단의 산소 농도는 산소 최대 용해량(C0)으

로 설정하였다. 산소의 소비량은 Michaelis-Menten

kinetics를 사용하여 식 (1)과 같이 설정하였다(18). 

(1)

이 방정식은 세포가 존재하는 공간에서의 산소 소비

를 고려한 식이다. 이 식에 사용된 각종 상수는 Table 1

과 같다. 

Fig. 5(b)에 세포 배양부의 길이가 500 µm일 때와

1000 µm 일 때 채널 중앙부의 산소 농도 분포를 나타

내었다. 해석을 통하여 세포배양부의 면적이 1000 µm

일 때가 500 µm 일 때보다 산소의 농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산소뿐 아니라 각종 영

양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치를 이용하여 채널의 크기가 세포보다

작거나 비슷한 경우 세포의 이동을 관찰하여 보았다.

첫 번째 장치와 마찬가지로 한 쪽 챔버에 세포를 배양

한 후 이 세포들이 다른 챔버로 이동하는 것을 시간에

따라 관찰하였다. Fig. 6은 15 µm 채널 내에서 세포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세포의 크기보다

작은 폭을 가진 채널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경우 그림

에서와 같이 세포가 개별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연속적

으로 연결되어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

포의 선단부 위치만을 측정하여 속도를 계산하였다. 

Fig. 7의 그래프에 최소 5개 세포의 이동을 관찰하여

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5 µm 채널 내에서

평균 이동 속도는 4.34±1.96 µm/hr로 측정되었고,

8 µm 채널 내에서 평균 이동 속도는 4.04±2.68 µm/hr,

R ρcell
VmaxC
Km C+
---------------=

Fig. 5. Simulation of oxygen diffusion (a) schematic of
simulation domain, (b) concentration of oxygen.

Table 1. The value of parameters and definitions

Parameter Definition Value

C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

ρcell Volumetric cell density 3.25×1011 cell/m3

Vmax
Maximum cellular O2 
consumption rate 5.44×10-17 mol/cell/s

Km
Half-maximum rate 
oxygen concentration 3.79×10-3 mol/m3

Fig. 6. Cell migration in 15 µm channel (a) 0 hr, (b)
1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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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µm 채널 내에서는 5.59±3.55 µm/hr로 상처치유 능

력 실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리게 측정되었으며 세

포마다 속도 차가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작은 채널에

서의 세포 이동 결과는 개별 세포의 이동을 관찰한 것

이므로 세포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

에 분산값이 크게 측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폭

이 좁은 채널에서의 세포 이동은 상처치유 능력 실험

이나 넓은 채널에서의 이동과 달리 개별 세포의 이동

을 관찰하는 것으로 세포를 연속체로 간주하는 다른

방법들과 차별화된다. 특히 상처치유 능력 실험과 폭

이 넓은 채널 실험은 세포의 이동과 증식이 동시에 발

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두 현상을 분리하기는 불

가능하다. 하지만 폭이 좁은 채널의 경우 개별세포만

을 관찰하기 때문에 세포의 이동만을 관찰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또한 폭이 좁은 채널은 세포의 변형을 관찰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서론에 언급하였던 Auguste 등

(2007)의 연구와 같이 두 가지 종류의 세포를 사용하

여 이동 속도의 차이를 관찰할 때 폭이 좁은 채널이 효

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세포의 이동 속도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미소유체 구조물을 이용하여

세포 이동을 가시화하였으며 특히 세포가 이동하는 채

널의 크기에 따른 세포의 이동 속도를 관찰하여 보았

다. 채널의 크기가 100 µm 혹은 200 µm와 같이 세포

의 크기보다 충분히 큰 경우 세포의 이동 속도는 채널

이 없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채널의 안쪽으

로 세포가 이동하여 들어감에 따라 이동 속도가 점차

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

우 채널의 모서리 부분을 따라 이동하는 세포의 속도

가 중앙부분에서 이동하는 세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빠른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채

널의 경우 바닥의 재질은 유리이며 바닥을 제외한 부

분은 모두 PDMS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결

과로는 모서리 부분에서 속도가 빠른 이유가 세포가

이동하는 표면의 영향인지 형상의 영향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Chung등(2009)은 표

면의 성질이 모세관내 세포의 형태 형성과 어떤 관련

이 있는지 연구한 바 있다(20). 하지만 단면의 형상과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연구된 바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

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채널의 크기가 5 µm, 8 µm 혹은 15 µm와 같이 세포

의 크기보다 작거나 비슷한 경우 세포는 채널의 모양

에 맞게 변형되어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세포의 이동 속도는 변형이 되지 않은 경우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어 약 4~6 µm/hr에 불과하였다. 하지

만 폭이 좁은 채널의 경우 개별 세포의 이동 속도를 측

정한 것이므로 여러 세포의 전체적인 이동 속도를 측

정하게 되는 상처치유 능력 실험이나 폭이 넓은 채널

내의 이동 실험과 구별된다 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미소 유체 장치를 이용하여 세포의

이동을 가시화한 결과 미소 유체 장치를 이용하여 세

포이동 현상을 효과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었으며 이러

한 미소유체 장치들이 새로운 형태의 세포이동 관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발전시켜 세포 유인 물질이나 기피 물

질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일련의

실험들은 미소 유체역학 장치를 이용한 랩온어칩 장치

나 신약개발 장치 개발에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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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ell migration result for channel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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