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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MEMS)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자동차, 광학기기, 

휴대용 전자기기, 인쇄, 바이오의료, 통신, 

에너지, 생물, 화학,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로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MEMS 기술의 

하나인 미세유체시스템은 랩온어칩, 바이오칩, 

미세 종합 분석시스템 등과 같이 생물, 화학 

분석 등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세유체시스템은 소량의 시약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반응시간이 

단축되어 빠른 분석이 가능하며, 다양한 

조건의 실험을 하나의 칩에서 수행함으로써 

고속다중검색법(HTS, High throughput screening) 

이 가능하다. 또한, 미세유체시스템은 마이크로 

액적 생성 및 마이크로 유체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미세 액적 제조 장치 및 

약물전달 장치로 응용이 가능하다. 미세 액적 

제조 방법은 T-junction, Flow-focusing, Co-

focusing steam, digital microfluidics 등 물과 기름 

같이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종류의 유체를 서로 

다른 입구를 통해 주입하고 두 유체의 교차 

지점에서 계면장력에 의해 발생되는 전단력을 

이용하여 액적을 형성한다. 미세유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 된 액적은 크기 분포가 좁은 

장점과 하나의 칩에서 수행하여 비교적 액적에 

대해 개별적인 제어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유체시스템인 마이크로 

유체 집속 장치를 MEMS 기술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분해성 폴리머인 Poly lactic-

co-glycolic acid(PLGA) 마이크로 입자를 

제조하였다.  

 

2. 마이크로 유체 집속 장치 제작 
 

마이크로 유체 집속 장치의 제작은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이용하여 실리콘 

웨이퍼 위에 마스터 몰드를 제작한다. 제작 된 

마스터 몰드에 Polydimethylsiloxane(PDMS) 

elastomer 와 경화제를 10:1 로 배합한 PDMS 를  

붓고 일정시간 오븐에서 경화시킨 후 분리하여  

마이크로 유체 집속 장치를 제작한다. PDMS로 

제작 된 마이크로 유체 집속 장치 채널의 

표면은 소수성을 가지므로 PLGA 용액의 젖음 

현상을 피하고자 채널 안을 1 w/v% Polyvinyl 

alcohol(PVA)를 사용하여 친수성 표면으로 변화 

시켰다.  

 

3. PLGA 마이크로 입자 제조 및 ENX 

약물 방출 분석 
 

PLGA 마이크로 입자의 제조는 마이크로 

유체 집속 장치를 이용하여 PLGA 액적을 

생성하고, 용매인 dimethyl carbonate(DMC)를 

휘발시켜 PLGA 마이크로 입자를 생성한다. Fig. 

2 는 마이크로 유체 집속 장치의 분산상(5 

w/v% PLGA in DMC) 의 유량을 고정하고 

연속상(1 w/v% PVA in DI water) 의 유량을 

조절하여 마이크로 유체 집속 장치 내부에서의 

액적 크기를 비교한 결과이다.  분산상의 

유량이 고정되어있고, 연속상의 유량을 

증가시키면 집속 부분에서의 전단력이 

커지므로 PLGA 액적의 크기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Fig. 3 은 PLGA 농도를 조절하여 같은 

마이크로 유체 집속 장치를 이용한 생분해성 폴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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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에서의 액적을 형성 후 용매 증발법으로 

제작 된 입자를 측정한 결과이다. 분산상(1,3,5 

w/v% PLGA in DMC) 의 유량을 0.1ml/h, 

연속상(1 w/v% PVA in DI water) 의 유량을 7ml/h 

로 고정 후 PLGA 농도에 따른 액적과 입자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PLGA 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분산상 용액의 점도가 높아 액적의 

크기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 유체 집속 장치를 이용한 

생분해성 폴리머 마이크로 입자 제조 기술은 

의학과 바이오 분야의 약물전달시스템(DDS, 

Drug delivery system) 으로 많은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세유체시스템인 마이크로 

유체 집속 장치를 MEMS 기술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분해성 폴리머인 PLGA 

마이크로 입자를 제조하였다. 제조 된 PLGA 

마이크로 입자는 유량과 PLGA 농도를 변수로 

사용하여 크기 조절을 하였다. 분산상의 

유량을 고정하고 연속상의 유량을 

증가시킬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짐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PLGA 농도가 높을수록 점도가 

높아져 입자의 크기가 커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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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LGA microspheres fabrication using a 

microfluidic flow-focusing device (a) 

Schematic diagram, (b) the flow-focusing 

region generating PLGA droplets with 

rhodamine B, scale bar: 100μm. 

 

Fig. 2 Optical images of droplet formation in various 

flow rates of continuous phase (1 w/v% PVA 

in DI water) at a constant flow rate of the 

dispersed phase (5 w/v% PLGA in DMC, 

Qd=0.5ml/h): (a) Qc=7ml/h; (b) Qc=13ml/h; 

(c) Qc=17ml/h; and (d) Qc=20ml/h). 

 

Fig.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ameters of 

PLGA microdroplet, microsphere and PLGA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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