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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표적 암세포 또는 마이크로미터 단위 이하의 미세 입자의 검출하기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는 유세포분석기

는 레이저와 같은 특정 파장의 광원 및 파장대별 선택이 가능한 필터, 고성능 광탐지기로 구성되어있다. 이 

분석기는 표적물질의 광학적 산란특징에 기인하여 입상도와 크기, 농도 등의 물리적 정보제공이 가능하나, 

고가이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광원 및 필터의 선택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상용화된 마이크로컨트롤러, 발광다이오드, 광검출기와 필름형식의 광학필터를 사용하여 저가의 표적 

암세포 검출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화와 이동이 

용이하므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제안된 검출기의 광감지 수치는 세포

의 농도에 따라 높은 선형성을 보였으며, 세포수량기를 사용한 결과 값과 비교하였을 때 무의미한 통계학적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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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세포 분석기는 단일 미세 입자의 

광학적 특성을 사용한다 [1]. 형광처리를 한 세포나 미세 입자에 

특정 파장이 광원을 인가하면 표적 물질의 구성에 따라 상이한 파장의 

광원이 발현하게 되므로, 고성능 광검출기를 통해 이를 측정하면 

표적 물질의 다양한 생물/물리학적 특성(크기, 밀도, 입상도 등)의 

검출이 가능하다 [2]. 하지만, 유세포 분석기는 특정 파장의 발현이 

가능한 고가의 레이저, 광학 여기 필터, 고성능 검출기, 유동모터 

등 다양한 장비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이 용이하지 않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관리자가 필요하며, 설치를 위해 비교적 넓은 공간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용화된 저가의 마이크로컨트

롤러, 광발현다이오드, 광검출기와 필터 등을 사용하여 유세포분석기

의 중심 모듈을 개발하고,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제품의 본체를 

출력함으로써, 사용 목적에 따른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저가의 마이크

로컨트롤러 기반 암세포 검출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II. Materials and Methods

표적 세포인 자궁경부암 세포는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과 10%의 Fetal Bovine Serum, 1%의 Penicillin 

streptomycin 등으로 구성된 배지 용액을 사용하여 배양 하였으며, 

세포가 페트리디쉬의 70%를 차지하였을 때, Phosphate-buffered 

saline을 이용하여 세척 및 분리를 진행하였다. 분리된 세포는 

Calcein-AM 용액에 처리하여 특정 입력 광파장에 발현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제안된 검출기는 발광다이오드에 정전류를 공급해주는 

정전류 공급 모듈, 세포가 담긴 큐벳과 광다이오드, 광검출기를 고정하

고 광학필터의 교환이 가능한 본 모듈, 여기된 광을 수집하기 위한 

렌즈와 광검출기에서 수집된 광전류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기 위한 

마이크로컨트롤러 (PIC16F877A)와 LED모듈로 구성된 형광측정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간단한 조작으로 광원과 광검출기, 광학필

터의 교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모듈을 설계하였

다. 여기 필터는 470nm와 500nm가 사용되었으며, 출력 신호의 

증폭을 위해 다양한 수동형 소자들이 (100, 200, 390kΩ)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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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esults

제안된 시스템의 형광 측정치는 형광처리를 한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의 측정치를 비교하여 계산되었고, 이 차이는 세포의 

수와 비례한 높은 선형성 (r2>0.9)을 보였다. 또한, 분석 결과의 정확도

를 측정하기 위해 hemocytometer를 사용하여 세포의 밀도를 측정하

였을 때, 무의미한 통계학적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p>0.05).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고가의 유세포분석기 대신, 상용화되어있는 마이크

로컨트롤러, 발광다이오드, 광검출기 등을 사용하여 저렴하고 이동이 

용이한 표적 암세포 검출기를 설계하였다. 이는 3D 프린터를 사용한 

설계가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시켰으며, 검출기의 

성능은 표준화된 hemocytometer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비교하였

다. 그 결과 세포의 밀도에 따른 광학적 특성이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유세포분석기의 대체가 가능한 마이크로컨트

롤러 기반 표적세포 검출기의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안된 검출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세포 또는 미세물질 검출 등과 

같은 후속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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