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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기역학 기술을 이용한 미생물의 미세유체역학적 제어

권재성†

Opto-electrokinetic Technique for Microfluidic Manipulation of Microorganism

Jae-Sung Kwon†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microfluidic manipulation of microorganism by opto-electrokinetic 
technique, named rapid electrokinetic patterning (REP). REP is a hybrid method that utilizes the 
simultaneous application of a uniform electric field and a focused laser to manipulate various kinds 
and types of colloidal particles. Using the technique in preliminary experiments, we have successfully 
aggregated, translated, and trapped not only spherical polystyrene, latex, and magnetic particles but 
also ellipsoidal glass particles. Extending the manipulation target to cells, we attempted to manipulate 
saccharomyces cerevisiae (S. cerevisiae), the most commonly used microorganism for food 
fermentation and biomass production. As a result, S. cerevisiae were assembled and dynamically 
trapped by REP at arbitrary location on an electrode surface. It firmly establishes the usefulness of 
REP technique for development of a high-performance on-chip bioassay system.

Key Words : Rapid electrokinetic patterning(급속 전기역학 패터닝), On-chip cell manipulation(칩상 
셀 제어), Particle polarization(입자 분극화), Electrohydrodynamic flow(전기수력학적 
유동), Electrothermal flow(전기열적 유동)

1. 서 론
 
미세길이 단위에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

은 생물학적 입자들을 정밀하고 급속하게 제어

하는 것은 생화학분석에 사용되는 랩온어칩 기

기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1-4). 혼합, 농
축, 분리 등으로 구성된 생물학적 샘플의 전처리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그 과정으로부터 획득된 물질의 성분과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을 드

높인다. 이러한 점들에 주목하여 지난 20년간 다

양한 입자 제어방법들이 개발되어 왔고, 또한 

MEMS기술의 발전과 함께 작은 칩 위에 집적되

어 왔다. 그 제어방법에는 미소채널 내부에 압력

구배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입자유동을 제어하

는 수력학적 방법, 자성을 띤 입자들에 자기력을 

가하여 제어하는 자기역학적 방법, 외부전기장에 

한 유체의 전기적 반응 특성을 유동제어에 활

용하는 전기역학적 방법 등이 있다. 표적 예로

써 유체영동(5-8), 자기영동(9-11), 전기영동(12-14), 유
전영동(15-19), 그리고 옵티컬 트위져(20-22)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입자유동을 제어하는데 

있어 몇 가지 중요한 단점을 가진다. 유체영동은 

미소채널에 초소형 수력학적 구조물의 집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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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다(5,8). 자기영동은 제어 상이 되는 입자

들의 표면에 자성을 띤 물질을 tagging해야 한다
(11). 유전영동은 전극표면 위에서 다량의 입자들

을 제어할 수 있으나, 그 반면 10-3m이상 크기의 

입자들에만 일반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

다(15,16). 옵티컬 트위져는 단일 또는 소수의 입자

들을 제어하는 데에만 활용 가능하다(20). 이러한 

단점들로 인해 최근 입자제어기술의 개발동향을 

살펴보면, 단일 구동원보다 두 개 이상의 구동원

들을 사용하는 기술들이 개발의 주를 이루고 있

다(23-25).
최근에 개발된 rapid electrokinetic patterning(REP)

은 미세유체 칩에 교류전기장과 레이저를 동시

에 인가하여 50nm에서 10µm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을 급속하고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23,26-29). 그 기술은 입자들을 한꺼

번에 중합, 수송, 패터닝 할 수 있으며, 입자의 

표면전하 밀도에 기반하여 크기가 다른 입자 또

는 동일한 크기지만 재질이 다른 입자들을 효과

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REP의 그 제어역량들은 

랩온어칩 기기를 이용하여 생화학 분석을 수행

하는데 있어 기존에 개발된 기술들보다 더 나은 

장점들을 제공한다(25,30). REP에 의한 생물학적 

입자들의 빠르고 정밀한 제어는 그 생화학 분석

의 속도와 신뢰성을 드높인다. 게다가 별도의 

tagging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생물학적 입자를 

제어하는데 있어 오염에 한 우려가 없다. 하지

만 그와 같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REP의 생물

학적 호환성은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최
근 일부 연구에서 REP기술을 이용하여 셀 제어

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그 연구들은 모두 박테

리아의 제어에만 국한되었다(31,32). 따라서 본 연

구는 이전 연구들보다 생물학적 입자 제어에 

한 REP기술의 응용범위를 더욱 넓히기 위해 고

안되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REP에 수반되는 물리적 

메커니즘과 그 특징들을 먼저 설명하고, 여러 종

류의 입자를 사용하여 중합, 이송, 그리고 패터닝

과 같은 REP의 다양한 입자제어를 확인한다. 그 

다음 효모인 saccharomyces cerevisiae(S. cerevisiae)
를 활용하여 REP의 제어가능성을 조사한다. S. 

cerevisiae는 오래 전부터 발효 및 양조산업에 이

용되어온 전통 미생물로써, 최근에는 바이오 에

탄올의 생산에도 활용되고 있다(33). 본 논문의 결

과들은 REP이 생물학적 입자들의 칩상 제어에 

매우 유용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생화학 

분석용 랩온어칩 기기들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2. 광-전기역학 제어기술의 이론

REP기술은 콜로이드 제어를 위해 교류전기장

과 레이저의 동시인가를 필요로 한다(23,26-29). 그 

특징은 Fig. 1(a)에서 증명된다. 교류전기장과 레

이저를 동시에 공급하였을 때, 입자들은 전극표

면 위에서 급속하게 군집을 형성한다. 그러나 교

류전기장만 인가하였을 경우 입자들은 군집을 

형성하지 못하고 전극표면 위에 불규칙적으로 

분포한다. 레이저만 인가하였을 경우 입자들은 

레이저의 radiative force에 의해 전극 표면으로부

터 먼 방향을 향해 달아난다. 그것은 교류전기장 

또는 레이저의 단독인가로는 REP에 의한 입자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Fig. 1. Hybrid characteristic and physical mechanism 
of REP. (a) Change of particle cluster 
observed when switching on and off a 
uniform AC electric field and a focused 
laser alternatively. (b) Interrelation of 
electrostatic, electrohydrodynamic and 
electrothermal forces involved in 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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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에 의한 입자군집의 형성 및 제어는 실질

적으로 교류전기장과 레이저의 동시인가로부터 

유래하는 다양한 물리적 외력들의 상관관계로부

터 달성된다(25,30). 그것은 Fig. 1(b)와 함께 설명

될 수 있다. 그 물리적 외력에는 분극화된 입자

들의 이중극자(dipole moments) 사이 척력

(Fparticle-particle), 분극화된 입자들과 전극표면 사이 

인력(Fparticle-electrode), 입자근방에서 발생하는 전기

수력학적 힘(electrohydrodynamic force, FEHD), 그
리고 전극표면을 가로질러 레이저를 향해 입자

들을 수송하는 전기열적 체력(electrothermal force, 
FET)이 있다. 그 전기수력학적 힘과 전기열적 체

력은 각각 scaling analysis로부터 도출된 식(1)(34)

과 시간평균화 형태로 표현된 식(2)(35)에서 주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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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에서 ϕ와 ω는 인가된 전위와 각주파수

(angular frequency)이다. 식(2)에서 <  >는 시간평

균화를 나타내고, Re[  ]는 [  ]의 실수부분을 의

미한다. σ와 ε는 유체의 전기전도율과 유전율이

고, α와 β는 각각 그 물성치들의 온도의존 변화

율, 즉 (1/ε)(∂ε/∂T)≈−0.4%K-1과 (1/σ)(∂σ/∂T)≈+2%K-1

를 가리킨다. ∇T와 E는 유체 내 온도구배와 전

기장이고, τ = ε / σ은 유체의 charge relaxation time
이다. 초기에 미소채널에 교류전기장을 인가하였

을 때, 현탁액(suspension)내 입자들은 인가된 전

기장의 극성에 반응하여 분극화되면서 전극표면

으로 이동한다. 그 분극화된 입자들은 전극표면

에서 Fparticle-particle와 FEHD
lateral의 수평적 경쟁, 그리

고 Fparticle-electrode와 FEHD
vertical의 수직적 균형 속에

서 불규칙적인 분포형상을 보인다. 이 때 레이저

의 추가적인 인가는 유체의 전기열적 유동을 유

도함으로써 강한 전기적 체력을 입자들에 부과

하게 되는데, FET
lateral은 그 입자들을 레이저를 향

해 수송하는 반면, FET
vertical은 앞서 언급된 Fparticle-electrode

와 FEHD
vertical와 경쟁한다. 그 수직적 힘들이 적절

한 주파수에서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수평적 힘

들에 의해 수송되던 입자들이 전극 표면 위 레

이저의 위치에서 중합된다. 이 때 그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입자들의 거동에 의존하여 

trial and error를 통해 결정된다. 이러한 원리가 

REP에 의한 입자군집의 형성 및 제어를 가능하

게 한다.

3. 실험구성

REP에 의한 입자 및 셀들의 제어를 위해 Fig. 
2와 같은 실험환경을 구성하였다. 실험에 사용되

는 미세유체 칩은 입·출구 저장조와 미소채널로 

구성되며, 그 구조물들은 두 indium tin oxide(ITO) 
코팅 슬라이드와 양면테이프에 의해 구축된다. 
두 ITO전극들은 미소채널에 균일한 교류전기장

을 인가하기 위해 칩 내에서 평행하게 배열된다. 
50µm두께의 양면테이프는 저장조와 미소채널 

모양으로 양각된 후 두 ITO전극들 사이에 위치

함으로써 입자와 셀의 제어를 위한 공간을 확보

한다.
제작된 미세유체 칩은 실험에 앞서 1mS/m전

기전도율을 가지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으로 채워

지며, 그 상태에서 1시간동안 상온에 둔다. 그 

이후 함수발생기(33210A, Keysight Co.)와 1064 
nm파장의 Ti:Sapphire레이저(Ventus 1064, Laser 
Quantum Co.)와 함께 운용되는 도립 현미경

(IX73, Olympus Co.) 위에 장착된다. 함수발생기

는 ITO전극들을 통해 미소채널에 균일한 교류전

기장을 인가한다. Ti:Sapphire 레이저는 실험 간 

바닥 ITO전극 표면 위에 포커싱되어 유체 내 온

도구배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열원을 공급한다. 
이 두 구동원들을 칩에 동시에 인가함으로써

REP의 제어환경을 조성한다. 제어실험에 사용되

는 교류주파수와 전위의 크기는 각각 9~30kHz, 
4~8Vpp이고, 레이저의 세기는 20~30mW이다. 이 

인가조건들은 교류전기장과 레이저를 동시에 인

가하였을 때 관찰되는 입자와 셀들의 제어상태

에 의존하여 결정되었다.
실험에서 REP에 의해 제어되는 입자들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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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erimental setup for REP manipulation. 
(a) Schematic of REP experimental system. 
(b) Structure of a microfluidic chip to 
create REP manipulation environment.

의 형광 폴리스타이린 입자, latex입자, 자성입자, 
그리고 유리입자이며, 타원형의 유리입자 또한 

포함한다. 그 입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

한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현탁(suspension)된 후 

미세유체 칩 내부로 주입된다. 제어 간 그 입자

들의 거동은 할로겐 조명(Projection lamp 7724, 
Philips Co.)아래 CCD카메라(FO124TC, NET GmbH)
를 통해 관찰된다. 형광 폴리스타이린 입자의 경

우 여기(λex~550nm) 및 방사(λem~620nm)를 위해 

할로겐 조명 신 필터를 통해 수은 조명(USH- 

1030L, Olympus Co.)을 공급한다.
셀 제어에 사용되는 5µm 직경의 S. cerevisiae

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양된다: S. cerevisiae는 

동결세포주(frozen stock)로부터 접종(inoculation)
된 후 멸균된 LB agar plate에 streaking하여 30˚C
에서 24시간동안 증식된다. 그 LB agar plate로부

터 단일 콜로니를 취하여 5mL YPD배지를 담고 

있는 멸균 배양튜브에 이송하고 orbital shaker를 

이용하여 120rpm에서 천천히 흔들면서 16시간동

안 다시 증식한다. 이후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5000rpm에서 5분동안 mid-log phase셀들을 추출

하였고, 멸균 PBS 및 증류수로 10번 세척한 후 

최종적으로 실험을 위해 0.7% 염화나트륨 수용

액에 재현탁(resuspension)된다. 염화나트륨 수용

액은 생명공학분야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완충용액(buffer solution)으로써, 그것의 농도는 

세포의 배양 및 생장조건에 따라 달라진다(36-38). 
본 실험을 위해 선택된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농

도 0.7%는 S. cerevisiae의 생존율을 90% 넘게 보

장한다고 보고되어 있다(39). 추가적으로, REP에 

의한 S. cerevisiae의 생물학적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이후 셀들의 부유여부를 확인하였다. 
정상적인 S. cerevisiae은 기판 위에 점착되어 있

는 반면, 사멸한 S. cerevisiae은 더 이상 점착되

지 않고 완충용액 위에 뜬다. REP에 의한 제어 

이후에도 그 셀들은 전극표면 위에 점착되어 있

었고, 따라서 생물학적 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4. 결과 및 논의

REP은 개발된 이후로 지금까지 50nm에서 10 
µm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 및 종류의 입자들을 

성공적으로 중합, 수송 그리고 패터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 cerevisiae를 제어하기에 앞서 

그와 유사한 형태와 크기를 가진 입자들을 이용

하여 예비실험을 수행하였다. 직경 1µm의 폴리

스타이린 입자들이 있는 미소채널에 26.1kHz 및 

4.0Vpp의 교류전기장과 20mW세기의 레이저를 

인가하였을 때, Fig. 3(a)에서 보여지듯이 레이저 

포커스가 위치한 자리에서 1초 미만의 시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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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ous manipulations of 1µm-diameter 
polystyrene particles by REP. (a) Particle 
aggregation. (b) Particle translation. (c) 
Dynamic collection of particles. (d) 
Particle trapping in a continuous fluid 
flow. For the manipulations shown in 
(a)-(c), AC electric signal of 26.1kHz 
and 4.0Vpp and laser power of 20mW 
were provided to the microfluidic chip. 
The manipulation in (d) was achieved by 
20.1kHz AC frequency, 5.4Vpp electric 
potential, and 20mW laser power. All the 
scale bars represent 10µm length.

100개 이상의 입자들이 REP에 의해 중합되었다. 
그 입자군집은 레이저의 위치이동에 따라 전극표

면 위를 가로질러 우측에서 좌측으로 수송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Fig. 3(b)), 전극 위 임의의 위

치에서 입자들을 동적으로 포획할 수도 있었다

(Fig. 3(c)). 유체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폴리스

타이린 입자들을 제어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유체의 계속된 흐름 속에서 REP을 이용하여 폴

리스타이린 입자들을 포획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입자현탁액이 600µL/min의 유량으로 흐르고 있는 

미소채널에 20.1kHz 및 5.4Vpp의 교류전기장과 

20mW세기의 레이저를 인가하였을 때, 레이저 

포커스 위치에서 다량의 폴리스타이린 입자들이 

포획되었다(Fig. 3(d)). 이 때 포획된 입자군집의 

Fig. 4. Manipulation of other kinds and types of 
colloidal particles by REP. (a) 1µm-diameter 
spherical latex particles. The AC electric signal 
and laser power applied for the manipulation are 
15kHz, 7.1Vpp, and 20mW respectively. (b) 
1µm-diameter spherical glass particles. The AC 
electric signal and laser power applied for the 
manipulation are 27.5kHz, 8.2Vpp, and 20mW 
respectively. (c) 1µm-diameter spherical magnetic 
particles. The AC electric signal and laser power 
applied for the manipulation are 28.8kHz, 6.1Vpp, 
and 20mW respectively. (d) Ellipsoidal glass 
particles. The ratio of major and minor axis of the 
particles is 1.2:1, and the length of the minor axis 
is 1µm. The AC electric signal and laser power 
applied for the manipulation are 11.9kHz, 6.8Vpp, 
and 20mW respectively. All the scale bars represent 
10µm length.

크기는 유량의 크기에 따라 조절 가능하였으며, 
유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체유동의 운동량이 

전기열적 체력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 크기가 작

았다. 이와 같이 REP은 폴리스타이린 입자에 대

해 중합, 수송, 포획 등 다양한 입자제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같은 크기

의 구형 latex입자, 유리입자, 자성입자뿐만 아니

라 타원형의 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어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는 Fig. 4에 주어진

다. 특히 Fig. 4(d)는 타원형 유리입자에 대한 제



74                                                 권재성

Fig. 5. Demonstration of bio-compatibility of REP 
technique. (a) Aggregation of S. cerevisiae at 
arbitrary location on an electrode surface. 
(b) Dynamic trapping of S. cerevisiae 
along with movement of a focused laser. 
For the aggregation and dynamic trapping, 
AC electric signal of 8.87kHz and 6Vpp 
and laser power of 30mW were provided 
to the chip. The scale bars all represent 
20µm length.

어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배양조건에 따라 다양

한 크기 또한 형태를 가지는 셀들에 해서도 

REP에 의한 제어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용된 타원형 입자의 장·단축 길이비율은 1.2:1
이며, 단축의 길이는 1µm이다. 타원형 입자의 제

어에 사용된 교류전기장은 11.9kHz 및 6.8Vpp이

고, 인가된 레이저의 세기는 20mW이다.
구형 폴리스타이린 입자에서 타원형 유리입자

에 이르기까지 REP을 이용하여 다양한 입자들

을 제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REP의 생물학적 입자 제어가능

성을 높이기 위해 발효 및 양조산업뿐만 아니라 

최근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에도 활용되고 있는 

S. cerevisiae효모를 제어하였다. 그림 5(a)는 고정

된 레이저 포커스 위치에서 REP에 의한 S. 
cerevisiae의 중합과정을 나타낸다. 교류전기장과 

레이저의 동시인가 후 2초 이내에 S. cerevisiae
효모가 중합되었다. 그 중합에 소요되는 시간은 

S. cerevisiae와 전극표면의 점착으로 인해 인공

입자들을 사용한 예비실험에서보다 약 0.5~1초 

더 걸렸으나, 여전히 그 제어속도는 빠르다. 그
림 5(b)는 레이저 포커스의 위치를 상에서 하로 

변화시켜가면서 S. cerevisiae효모를 동적으로 포

획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전극 표면 위에서 레이

저가 위치하는 곳 어디에서나 효모들이 포획 가

능하였으며, 그 포획되는 효모들의 수는 레이저 

포커스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전기열적 유동의 

크기에 의존하였다. Fig. 5에서 보여진 실험을 

위해 인가된 교류전기장과 레이저의 세기는 각

각 8.87kHz, 6Vpp, 그리고 30mW이다. 이 제어결

과들은 박테리아에만 국한되어 있던 REP의 응

용범위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의 생물학

적 호환성을 강화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생물학적 입자들을 제어하는데 있

어 REP의 응용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안

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구형의 폴리스타

이린 입자, latex입자, 자성입자와 타원형의 유리

입자를 사용하여 중합, 이송, 그리고 패터닝과 

같은 REP의 다양한 입자제어를 수행하였다. 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S. cerevisiae제어를 

통해 생물학적 입자에 한 REP의 호환성을 조

사하였다. 그로부터 S. cerevisiae들이 전극표면 

위 임의의 위치에서 중합되거나 동적으로 포획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REP이 생물학적 입자들의 칩상 제어에 매우 유

용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생화학 분석용 

랩온어칩 기기들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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