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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MEMS 기술로 제작하는 자기영동 미

세입자분리칩 (magnetophoretic microsorter)은 미

세입자나 생체물질 (예, DNA, RNA, 항원, 항체, 

단백질, 세포 등)을 분리, 검출하는 용도로 사

용된다.1 그 중, 항체가 코팅된 나노/마이크로 

크기의 자성입자를 사용하여 타겟형 세포를 미

세유로내에서 분리하는 자기영동세포분리칩은 

기존의 세포분리기에 비해 약품사용이 적고, 

처리속도가 빠른 장점을 지닌다. 또한 구조가 

간단하며 원하는 희귀세포만 선택적으로 정확

하게 분리해 낼 수 있으므로 바이오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2 

기존의 직선형 미세유로를 포함하는 자기

영동 미세입자분리칩의 성능은 자성입자가 자

기력을 받는 시간과 세기에 비례한다. 따라서 

입자의 이동속도가 빠르거나 자석의 거리가 멀

어질 경우 세포나 입자의 분리 성능이 현저하

게 떨어진다. 자기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하므로, 자성입자가 충분한 자기력을 받아 분

리 될 수 있도록 미세유로의 폭과 숫자가 제한

된다. 따라서 출력채널이 적은 개수로 구성되

어 시료 속에서 여러 종류의 세포를 동시에 분

리, 탐지하기가 어렵다.3  

본 연구에서는 다중의 미세입자를 분리, 탐

지하기 위하여, 넓은 영역에서 작은 오차 내로 

균일한 자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장 시스

템을 설계함으로써, 다중탐지를 위한 자기영동 

미세입자분리칩을 구현한다.  

 

2. 자기장 설계  
 

일반적으로 자기영동 미세입자분리칩은 한 

개의 자석이 샘플의 흐름 방향에 직각 방향으

로 놓이며, 자성입자는 이 자기력을 따라 유동

방향과 수직하게 움직인다. 이때 자성입자에 

가해지는 자기력의 크기는 식(1)과 같다. 

 

Fmag= VpΔχ
∇ �⃗� 2

2μ0
                    (1) 

 

여기서, Δχ 는 자성입자와 유체의 자화율

(susceptibility)의 차이, 𝑉𝑝 는 자성입자의 부피, 

�⃗� 는 자속밀도 (magnetic flux density), 𝜇0는 투자

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속밀도의 구배를 조

절함으로써, 자기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자석이 일정한 각

도를 가지고 N-S 극이 서로 마주보는 양극자

기시스템 (dipole magnetic system)을 구현하여, 

자속밀도의 구배를 조절하고, 일정한 자기력을 

갖는 구간을 제안한다. 그림 1(a)는 기존의 단

일극성 시스템(monopole magnetic system)에서의 

자석의 위치와 자성입자의 이동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b)는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양

극자기시스템의 구성도이다.  

 

3. 유한요소해석 
 

제안하는 양극자기시스템에서 서로 마주보

는 두 영구자석의 각도에 따른 자속밀도 구배

와 자기력의 세기를 유한요소해석 시뮬레이션 

(COMSOL 3.5)을 통해 알아보았다.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영구자석의 자성

의 세기(H)는 14,000 A/m 이고, 크기는 

10 mm (w) × 10 mm (l) × 15 mm (t) 이다. 두 자석

간의 최소거리 (d)는 3 mm 로 고정시켰다. 그림 

2 는 두 자석 사이의 각도를 10° 에서 40°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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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켰을 때, 𝑥-축 위치에 따른 자기력의 세기

를 나타낸다. 여기서 monopole 은 그림 1(a)에

서 나타낸 기존의 단일극성 시스템에서의 자석

과 자성입자 사이의 거리에 따른 자기력의 세

기이다. 다른 그래프 곡선은 제안하는 양극자

기시스템의 두 자석의 최단거리 점에서부터 𝑥-

축 방향으로 10 mm 범위 내에서의 위치에 따

른 자기력을 나타낸다.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magnetophoretic 

microsorter; (a) Conventional monopole 

magnet system, (b) Proposed dipole magnet 

system. Arrows indicates magnetic force given 

to magnetic particles in a flow. 

 

Fig. 2 Comparison of magnetic force on x-direction 

regarding to the position between the 

monopole magnetic system and the dipole 

magnet system according with different angle 

of two permanent magnets. 

 

그림 2 에서 두 영구자석 사이의 각도가 30° 

에서 40° 사이일 때 일정한 자기력을 갖는 구

간이 발생하며, 그 길이가 약 5 mm 정도이다.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자기력은 단일극성 시스

템에서 자석으로부터 3 mm 정도 떨어진 위치

에서의 값과 비슷하다. 따라서 기존의 단일극

성 시스템과 동일한 자기력은 유지하면서도 자

성입자가 자기력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최대 5 mm 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단일극성 시스템

에 비해 미세유로의 입 출력 개수를 4 배 이상

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분리할 수 있

는 생체물질의 종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영구자석이 일정한 

각도를 가지면서 N-S 극이 마주보는 양극자기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약 5 mm 의 넓은 구간

에서 일정한 자기력을 갖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단일극성 시스템에 비해 4 배 이상의 

미세유로 개수를 확보 함으로써, 다중탐지가 

가능한 자기영동 미세입자분리칩의 제작이 가

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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