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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실은 2015년 가을에 설립된 연구실로  

연구실의 목표는 미세 유체 시스템을 사용하여 생

물학적 현상을 관찰하고 그에 따른 원리를 밝히는 

것이다. 미세 유체 소자는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첨단 기술로, 생명 현상의 기저 메커니즘 규

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최근 주목받는 신개념 플

랫폼이다. 여러 가지 디자인의 미세 유체 시스템 

내에 세포와 조직의 생리학적 미세환경을 3D로 구

축할 수 있으며 또한, 물리적 및 화학적 요소들을 

기계공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세 유체 시스템은 다양한 이

미징 기술을 손쉽게 접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

어,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각종 생체 현상들을 

가시화할 수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미세 유체 시

스템을 사용하여 암 전이 미세 환경 구축 등 칩 내

에서 질병 미세 환경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를 사

용하여 환자 맞춤형 진단 및 신약 개발 등에 실용

화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소개글에서는 미세 유체 시스템을 사용한 다

양한 3차원 질병 모델 개발과 이를 이용한 생체시

스템의 가시화에 관한 연구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소개

2.1 암 전이 환경 미세 유체 시스템 개발

암으로 인한 사망 중 90%이상을 차지하는 암 전

이의 진행여부는 암세포 주변의 물리적, 화학적 미

세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 (Quail and Joyce, 2013). 

암 전이와 미세 환경 간의 밀접한 연관성에 의해, 

미세 환경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암 전이 체

외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미세환경을 정

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암 전이 체외모델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미세유체 시스템은 적합한 

플랫폼이다. 미세 유체 소자 내에 암 전이와 관련

이 있는 미세 환경을 구현하여, 암 전이의 기전을 

규명하거나 항암제 개발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암 전이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 화학적 농도 구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암세포는 화학적 인자의 농도가 기울기를 갖

는 환경에 놓였을 때,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 편향

성을 나타내게 된다. 화학적 구배를 따라 암세포가 

이동하는 경향성은 실제 암 전이가 발생하는 생체 

내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기저에 깔린 메커니즘

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Roussos et al., 2011). 

이러한 목표 하에, 미세유체소자 내에서 암세포를 

포함한 생체 시스템을 구성하고 화학적 농도 구배

를 조정하여, 암세포의 움직임을 정량적으로 측정

했다. 관찰 결과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기 위

해, 실험 결과에 시뮬레이션 결과와 수학적 이론을 

접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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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유방암 세포의 움직임 분석을 위해 

화학인자의 구배를 형성한 미세 유체 

시스템 (Lim, et al., 2018)

화학적 구배를 따라 암세포의 움직임을 측정하

는 연구와 더불어 산소 농도 구배 내에서 항암제의 

효과 분석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암세포가 있는 

내부 조직 주변은 일반적으로 산소 농도가 적은 저

산소 환경이다. 하지만 기존의 항암제의 효능을 검

증하는 실험에서는 체외에서 실행되었을 때 대부

분이 저산소증에 의한 효과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

다. 실제 저산소 환경에서는 Hypoxia-inducible 

factor 1-alpha (HIF-1a) 와 같은 인자들에 의해 생긴 

경로에 의해 암세포가 더 잘 자라거나 전이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산소증에서의 항암제 성능 분

석 및 적정 사용량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

다. 위를 바탕으로 본 연구실에서는 현재 미세 유

체 소자 내에서 산소 구배를 형성하여 저산소 환경 

내에서 암세포의 세포 외 기질에서 혈관세포로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다.

  

Fig. 2.  산소 농도 구배 형성을 가능케 하는 

미세유체소자 디자인 (Funamoto, et al., 
2012)

2.2 혈관 생성 및 동맥 경화 환경 미세 유체 시스
템 개발 연구

혈관은 인체의 여러 장기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써,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주어 각 장기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뿐만 아

니라, 악성 종양의 경우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인체

에서 증식을 하게 되는데, 증식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 화학적 신호

를 이용하여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낸다. 이를 혈

관형성(Angiogenesis)라고 일컫는다. 따라서, 혈관

은 인체의 중요한 장기와 직접적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악성 종양의 증식 그리고 암 전이 등 인체

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현상과 관련성이 있

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미세유체시스템을 이용한 

혈관 생성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본 연구실

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미세 유체 시스템 내에 혈

관을 형성하고 응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Fig. 3. 미세 유체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혈관형성법 (Kim,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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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미세 유체 시스템 내에서 형성된 혈관 

(Green-labeled) (Jeon, et al., 2015)

Fig. 5. 미세 유체 시스템 내 유방암세포 전이성 

구현 (Jeon, et al., 2014)

미세 유체 시스템 내에 콜라겐이나 피브린겔과 

같은 extracellular matrix(ECM)과 함께 혈관 내피세

포와 모사하고자 하는 다른 장기 세포를 함께 배양

을 하게 되면 주변 미세 환경에 맞추어 혈관형성이 

이루어 지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암전이 

과정에서 뼈에 대한 유방암세포의 전이성을 미세

유체 소자 내에서 구현해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미세 유체 시스템을 이용하여 혈관

세포와 대식세포를 이용하면 인체 내에서 동맥경

화가 일어나는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모사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다양한 화학적 요인들을 정밀하게 

제어하면 그 동안 임상학적으로 이루어졌던 동맥

경화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최종적으

로 동맥경화의 원인을 규명 할 수 있을 것이다.

2.3 근육 재생 미세 유체 시스템 개발 연구

골격근은 신체 질량의 40%를 차지하며 골격의 

움직임을 제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골

격근의 부상은 고통은 물론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야기한다. 골격근에 대한 연구는 마사지나 전기 자

극이 근육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임상적인 

분석과 in vitro에서의 생화학적인 실험 등이 주로 

행해졌다 (Baoge, et al., 2012). 하지만 각각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세포

의 미세 환경이 다르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 본 연구실에서는 미세 유체 시스템을 

개발하여 세포의 미세 환경을 모사할 수 있고, 통

해 근육이 재생하는데 적합한 조건을 정량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Fig 6. 사멸한 대식세포로 인한 혈관세포의 

viability 변화 (Kim, et al., 2017)

먼저 근육 세포를 미세 유체 소자에서 배양 및 

분화 시킨 후 hydroperoxide 및 축방향 18% 의 인장

을 가해줌으로써 세포에 화학적 ·물리적 손상을 가

할 수 있다 (Gan, et al., 2016 and Wan, et al., 2011). 

손상을 입은 근세포의 회복을 위해 저산소환경과 

인장 자극을 주어 환경의 변화와 물리적 자극에 대

한 근세포의 회복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세포에 

가해진 손상과 회복을 형태적 변형과 세포내 형광 

세기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근세포의 회복을 정량

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다.  

Fig. 7. 근섬유에 손상을 가한 후 Myotube 
diameter와 ROS, MHC, 8-OHdG 염색 

비교 (Ki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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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세포에 손상을 준 직후와 Static normoxia, 
Stretch hypoxia 조건에서 배양한 후 각 

변수 비교 (Kim, 2018)

2.4 박테리아 생장 미세 유체 시스템 개발 연구
 

앞서 논의한 장점 외에도 미세 유체 시스템은 

소자의 미세 채널에 펌프를 연결함으로써 화학물

질의 연속적이고 선형적인 농도구배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병원 및 관련 연구소 및 제약회사 등지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박테리아 대상 항생제 감수성 

검사는 다양한 종류의 약제와 농도범위에서 박테

리아 생존능력을 측정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실험 

조건을 모두 테스트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일정 소

요 기간이 존재한다.

앞서 상기한 소자 내 연속적이고 선형적인 농도

구배 형성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미세 유체 소자 

기반의 빠르고 효율적인 항생제 감수성 검사 방식

을 개발한 몇몇 연구가 보고되어왔다 (Hou, et al., 

2014 and Li, et al., 2014.). 해당 연구에서는 박테리

아가 섞인 아가로스 젤 채널을 사이로 한쪽 채널엔 

항생제를 주입하고 반대편 채널엔 항생제를 주입

하지 않고 펌프를 연결함으로써 아가로스 젤을 따

라 연속적인 프로파일의 항생제 농도구배를 형성

하였고, 일정 시간 후 농도구배가 선형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항생제의 연속적 농도

에 따른 박테리아의 항생제 감수성을 효과적으로 

계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값의 아가로스 

젤 밀도와 항생제 분자량을 고려하여 미세 유체 소

자에서 선형 농도구배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

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유속 범위를 정하였다. 

그리고 박테리아의 기하급수적 성장모델을 고려하

여, 박테리아 밀도에 따라 바뀌는 아가로스 젤의 

확산계수를 구해 항생제의 확산 양상을 분석 및 비

교하였다.

Fig. 9. 미세채널 내 박테리아 샘플 주입과 

농도구배 형성

기존에 암 전이 등의 연구를 위해 개발된 미세 

유체 소자를 본 연구에서도 이용하였다. 해당 소자

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기에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위한 테스트베드 용도로도 매우 적합하다. 

높이 100 μm, 너비 500 μm의 단면을 가진 2개의 

미디어 채널이 젤 채널을 사이에 두고 평행하게 위

치해 있다. 미디어 채널에 시린지 펌프를 연결하여 

매우 정교하게 유속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trapezoidal 모양의 포스트를 이용하여 다공성 막 

등의 별다른 부속품 없이 아가로스 젤 구조물을 두 

미디어 채널 사이에 형성할 수 있다. 포스트로 아

가로스 젤의 표면장력을 극대화하여 아가로스 젤

이 채널 안에 갇혀 있게 하는 동시에, 아가로스 젤

과 미디어 사이의 접촉을 가능케하여 채널 간에 효

과적인 물질 확산이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감수성 검사에는 선형적인 

농도구배가 형성되는 정상상태에 도달하는데 요구

되는 최소 시간의 확인 및 최적 유속의 정립이 필

요하다. 비정상 상태에서 항생제가 박테리아에 가

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상태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산유

체 수치해석(computational fluid dynamics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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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luorescein (MW=332g/mol) 확산을 

형광이미징으로 가시화 (Kim, et al., 2018)

으로 각 요인 별 미세 채널 내의 항생제 확산 양상

을 가시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항생제와 비슷한 

분자량을 가지는 형광확산 물질을 항생제 대신 주

입하여 확산 양상을 가시화하였다. 전산 시뮬레이

션 결과와 비교한 결과 30분 이내에 선형적 농도구

배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1. 항생제 Gentamicin 농도구배 형성과

(0 – 2.5 ug/mL) 박테리아의 생장 변화 

이미징. (Kim, et al., 2018)

이후 두 미디어 채널 중 한 곳에만 박테리아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gentamicin (2.5 ug/mL)을 

주입하여 농도구배 후 박테리아의 생장을 살펴보

았다. 그 결과 박테리아의 생장을 기준치 이상 억

제하는 항생제 최소 농도를 결정할 수 있었다. 

Fig. 12. 항생제 Gentamicin 농도구배 하 (0 – 2.5 
ug/mL) 박테리아의 생장 변화 정량화와 

최소 억제 농도 결정. (Kim, et al., 2018)

박테리아에 의한 바이오 필름은 의료기기에 발

생하여 2차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장비들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는 것은 굉장히 주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바

이오 필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정적인 환경인 

페트리디쉬 혹은 웰 플레이트에서 주로 수행해왔

고, 이는 실제 박테리아가 바이오 필름을 형성하는 

동적인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우리 연구실에서는 먼저 미세 유체 소자를 

이용하여 바이오 필름이 형성되는데 나타날 수 있

는 다양한 기계적, 화학적 요인들을 제어하여 보다 

실제에 가까운 바이오 필름을 모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유동 환경에서의 바이오 필름의 형성

과 제어, 더 나아가 항균물질을 미세채널에 코팅하

여 바이오 필름의 제어하는 등 다양한 실험을 수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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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KAIST 바이오 미세 유체 연구실은 다양한 미세 

유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질병 미세 환경을 구현하

여 생물학적 현상을 관찰하고 그에 따른 원리를 밝

히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융합 연구를 통해 환자 

맞춤형 소자 개발 등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공학

을 실천하고자 한다. 본 연구실은 현재 석·박사통

합과정 2인, 석사과정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

구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실 홈페이지 

(http://jeon.kaist.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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