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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S와 고분자 전해질 표면을 이용한 
간편한 세포 패터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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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ed facile method of cell patterning using fabricated PDMS patterns on polyelectrolyte coated 
surface. This basic principle is the fabrication of functional surface presenting two orthogonal surfaces such 
as cell adhesive and repellent properties. Cell adhesive surface was firstly fabricated with simple coating of 
polyelectrolyte multilayer. And then, the desired patterns of PDMS for the prevention of nonspecific binding of 
cells were transferred onto the previously formed thin film of polyelectrolyte multilayer. Thus, we could prepare 
novel functional surface simultaneously containing PDMS and polyelectrolyte region. As expected, the PDMS 
regions showed effective prevention of nonspecific binding of cell and the other region, exposed polyelectrolyte 
area, provided cell adhesive environment. The height of formed PDMS structure was about 100 nm. Based
on this method, cell patterning can be successfully obtained with various pattern shapes and sizes. Therefore, 
we expect that this simple method will be useful platform technology for the development of cell chip, cell 
based assay system, and bio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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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마이크로 수 의 특정 역에 선택 으로 세포를 고정화 
시키는 패터닝 (patterning) 기술은 바이오 센서 (Biosensor) 

 바이오칩 (Biochip) 개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반 기술

로 간주되고 있다 [1-2]. 재까지 단백질, 유 자, 탄수화

물, 세포 등과 같은 생체물질의 패터닝 기술은 부분 통

인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한 방법과 달리 고분자를 이용

한 softlithography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3-4]. 이러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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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닝 기술을 기반으로 구 된 바이오센서  바이오칩은 
기존의 분석 방법과 비교하 을 때 은 양의 시료로 짧은 

시간에 높은 작업처리량을 나타낼 수 있어 많은 사람들로

부터 각 을 받고 있다 [5-6]. 최근 특정한 지역에 고정화

된 세포를 통하여 구 된 세포칩은 세포의 사작용, 생존 

능력, 세포의 생리학  반응  세포 자연사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 바이오마커 (bio-maker), 신약개발, 병원균과 독성

물질 검출  순수생물학 연구에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요

한 기술로 단되고 있다.
  지 까지 보고된 세포패터닝 방법은 마이크로컨택트 린

 (microcontact printing; μCP) 방법, 모세  상을 이용

한 micromolding in capillaries (MIMIC) 방법, 그리고 반도

체 공정기술을 이용한 photolithography 방법이 있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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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MIC 방법은 물이 좁은 유리 을 따라 움직이는 모세

 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표 인 방법은 먼 , 미세채

을 가진 PDMS를 표면 에 시킨 후 고분자 용액을 
주입하여 스탬 의 채 부분을 채워 다. 이 고분자를 경

화시킨 후 PDMS 스탬 를 제거하여 원하는 패턴을 형성

할 수 있다. 본 그룹에서는 최근 MIMIC 방법으로 형성된 
polyethyleneglycol (PEG) 구조체를 이용하여 단백질, 박테

리아, 동물세포의 패터닝을 제시하 다 [9].
  한편, 마이크로컨택트 린  (microcontact printing) 방법

은 softlithography 공정으로 제작된 PDMS 마이크로스탬  

에 구 하고자 하는 표면물질을 잉크로 사용하여 원하는 

표면 에 손쉽게 린  방법을 통하여 특정 역을 표면 
개질 시킬 수 있다. 상기의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세포의 
비특이  결합 방지를 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이용하게 되

면 손쉽게 세포 패터닝을 구 할 수 있다 [10-11]. 세포의 

비특이 인 결합을 방지하기 해 이용되는 가장 리 사용

되는 화학물질은 다가의 하이드록실기를 가지는 PEG 구조

체가 유용하게 이용된다 [12-14]. 하지만, 이 방법은 세포

의 방지 표면을 구 할 수 있으나 세포의 부착력을 높일 수 

있는 표면을 동시에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통 인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Photolithography 공정을 
이용하여 PEG 패턴을 마이크로 수 에서 정확하고 정 하

게 제작할 수 있다 [15-16]. 하지만 이 방법은 제작 공정이 

복잡하고 높은 공정비용과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한다. 한 
포토 지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단백질 는 세포의 고유의 

생물학 인 성질에 향을 주어 활성이 감소될 수 있다. 
  상기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이 사 

방법을 이용하여 세포칩 표면을 세포의 부착력을 높일 수 

있는 역과 세포의 비특이  결합을 방지할 수 있는 역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구 하는 방법을 통하여 손쉽게 세포

를 원하는 크기와 모양을 손쉽게 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즉, 이 기술에 의해 구 된 2차원 가능성 표면에서 
고분자 해질은 세포가 부착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PDMS는 세포의 비특이 인 결합을 방지한다. 

실  험   

실험재료

  Poly (dimethylsiloxane) (PDMS) (Sylgard 184 elastomer)
는 Dow Corning사에서 구매했으며, monoglycidyl ether 
terminated Poly (dimethylsiloxane) (epoxy-PDMS), 세포

배양배지로 구성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fatal bovine serum (FBS), antibiotics는 Sigma- 
Aldrich사에서 구입하 다. 표면을 개질하기 해 쓰여진

고분자 해질인 Poly-4-ammonium styrenesulfonic acid 
(PSS, Mw 200,000)와 Poly (allylamine hydrochloride) (PAH, 
Mw 70,000)는 Aldrich사에서 구입하 다.

유리기 의 고분자 해질 코

  유리는 음 세척기에서 아세톤, 에탄올, 증류수의 순서

로 10분간 세척한 후 마지막 질소가스로 증류수를 제거하

다. 세척된 유리는 산소 라즈마 (Model PDC-002, HARRIC 
plasma)로 30 간 처리하 다. 고분자 해질 코 은 spin 
coater (Model SC-60P, Shinumst Inc. Korea)를 이용하여 

코 을 수행하 다. 라즈마 처리된 유리를 양이온고분자

해질인 PAH (20 mM, pH 9.0) 용액을 가장 먼  유리 

에 올리고 3분 동안 반응시킨 후 증류수로 2번 세척한다. 
그 다음 음이온고분자 해질인 PSS (20 mM, pH 9.0) 용액

을 같은 방법으로 코 한다. 스핀코  조건은 4,000 rpm
에 15 로 고정하 다. PAH와 PSS를 layer-by-layer로 9층
으로 코 시킨다. 최종 제작된 기 은  후 4℃냉장고

에 보 을 하 다.

이 사 방법에 의한 PDMS 패턴제작

  PDMS 스탬 는 PDMS원액과 가교제를 10：1 비율로 

섞고 패턴이 제작된 실리콘 마스터 에 붓고 65℃에 12시간 
동안 열경화 시켜 비하 다. PDMS 혼합용액은 PDMS : 
epoxy-PDMS：crosslinking 시약을 2：1：0.3의 비율로 섞

어주었으며 클로로포름 용매에 200 mg/mL의 농도로 희석

하 다. 비된 용액을 유리 에 뿌린 후 2000 rpm에 20
간 스핀 코 하여 얇은 PDMS 막을 형성 시킨다. 패턴을 가

진 PDMS 스탬 를 스핀 코 된 막 에 마이크로컨택트 

린 하여 PDMS 혼합용액을 패턴의 돌출부분에만 선택

으로 뭍게 한 후 떼어내어 고분자 해질 에 시킨다. 
고분자 해질과 된 상태에서 PDMS 스탬 를 65℃ 
오 에서 30분 동안 1차 경화를 한 후 PDMS 스탬 를 제

거한다. 마지막으로 3시간 동안 경화를 시켜 PDMS 구조

체를 형성하 다. PDMS 스탬  제작  PDMS pattern 
형성에 한 체 공정은 Fig. 1에서 보여 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cell patterning onto the selectively 
fabricated the PDMS and polyelectro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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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patterning

  본 논문에서 세포패터닝을 해 사용된 동물세포로는 
HCC1438 (폐암세포), MRC-5 (폐정상세포), HCT116 ( 장

암세포), Human normal dermis fibroblast (HDF, 사람섬유

아세포)을 이용하 다. HCC1438과 MRC-5는 RPMI 
1640배지에서, HCT116과 HDF는 DMEM배지에서 배양

하 다. 먼 , 세포배양 시에서 성장한 세포의 배지를 제

거한 후 PBS buffer (pH 7.2)로 2번 세척하 다. 그리고 

Trypsin-EDTA 용액으로 세포를 부유화 시킨 후 1,000 rpm
에서 3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세포를 침 시켜 상층액을 
제거한다. 새로운 배지를 넣어주어 다시 세포를 부유화 시

킨다. 각 pattern 당 5,000마리를 주입한 후 5분 동안 정치 

시킨다. 최종 으로 PBS buffer로 세척한 후 새로운 배지

를 다시 넣어주어 배양한다.

결과  토의

고분자 해질을 이용한 표면 처리

  하를 띄고 있는 고분자 해질 (polyelectrolyte)은 LBL 
(layer-by-layer)기술로 표면에 다층박막으로 흡착시켜 쉽게 

표면처리 된다. 이 기술은 각 고분자박막 표면에 하를 띄

게 하여 기 인 인력으로 생체분자 는 세포를 고정화할 

수 있는 기술로 발  할 수 있다 [17-18]. 한, 표면에 원하

는 하를 띄게 하여 반 의 하를 띄고 있는 다양한 물질

을 흡착시킬 수 있어 그 응용범 가 넓다.
  본 연구에서는 유리 표면을 산소 라즈마 처리하여 강한 

음 하 표면을 유도하여 다량의 양 하를 가지고 있는 PAH
와 쉽게 정 기  인력에 의해 결합할 수 있도록 하 다. 
다시, PAH 고분자 박막 표면 로, 다량의 음 하를 가지는 
PSS 고분자 해질을 감은 방법으로 손쉽게 결합시킬 수 있

다. 이 방법으로 형성된 고분자 해질 박막 표면은 손쉽게 
각을 측정함으로서 고분자 박막의 층 상태  표면 

변화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Fig. 2). Fig. 2에서 보듯이, 
각 층의 최외각 표면은 PAH와 PSS가 교 로 교차하며 고

분자 박막을 구성하고 있음을 직 으로 보여주고 있다. 
형성된 PAH 층은 62°~67°의 각을 가지고, PSS 층은 

26°~34° 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PAH 표면보다 PSS 
표면이 상 으로 친수성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어 박막의 
구성상태를 손쉽게 구별할 수 있다. 한 그래 의 안정된 
진동 모양은 최상층의 고분자 해질에 의해 표면성질이 변
화하 음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에 본 그룹에서 얻
은 각 (PAH：47°~51°, PSS：28°~30°) 보다는 높게 측
정되었다. 이는 본 실험에서 기존의 실험과 달리 고분자 표
면을 형성한 후 완 히 건조를 한 후 각을 측정함으로 
인하여 수분이 완 히 제거되어 낮아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존의 다른 그룹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수행된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편한 

각 측정을 통하여 Layer-by-Layer 방법에 의해 고분자 

해질이 안정 으로 코 이 되었음을 증명하 다.

Fig. 2. Measurement of water contact angle of PAH/PSS multi- 
layers：odd numbers indicate PAH layers and even 
numbers are PSS layers.

이 사 방법에 의한 PDMS 패터닝

  본 연구에서는 이 사 방법을 이용하여 고분자 해

질 에 PDMS를 사시켜 2차원패턴을 형성시켰다. 일반

으로 PDMS는 세포가 부착을 방해하는 물질이며, 계면

자유에 지가 낮아 다른 표면과 쉽게 분리가 가능하며, 수
용액에서 팽윤 상이 어 패턴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DMS와 

표면 처리된 고분자간에 서로 결합을 유도하기 해 PDMS
와 epoxy-PDMS를 2：1 (w/w)로 섞어 수행하 다. 양이온 

고분자 해질인 PAH는 다량의 아민 그룹을 가지고 있으

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혼합 PDMS에 다량의 에폭시 그룹

은 손쉽게 공유결합을 형성 할 수 있어 매우 안정 인 표면

을 구 할 수 있다.

(a)   (b) 

(c) 

Fig. 3. Optical images of fabricated PDMS structure on 
polyelectrolyte multilayers coated surface. (a) Circle, 
(b) Square, (c)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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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에서는 고분자 해질 로 사되어 고형화된 
PDMS 패턴들의 학 미경 이미지이다. 상기의 방법으

로 제작된 2차원 표면은 고분자 해질 역과 PDMS 두 
역으로 나뉘어 진다. 이 결과로 고형화 시킨 후 PDMS 스

탬 와 PDMS 혼합용액 간의 쉽게 분리 되어 고분자 해

질 에서 안정 으로 구조체가 형성되었음을 증명하 다. 
  상기의 이 사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패턴을 안정 으

로 제작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Fig. 3). 한 제작된 표면 

패턴을 배지에 14일 동안 담가둔 결과 패턴 모양  크기

에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본 그룹이 제안한 방법을 통하여 
물리 으로 매우 안정 인 2차원 표면 패턴을 제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tomic force microscopy (AFM)로 측정한 결과 고분자 

해질의 높이는 15~20 nm, PDMS는 100~110 nm로 측

정되었다 (Fig. 4). 기존의 마이크로미터 높이의 고분자는 
세포를 가둬두기가 힘들고 물리 인 압박을 제공하 지만, 
상기의 나노미터 수 의 PDMS 높이는 세포에게 구조에 

한 향을 여주었으며, 공간 인 압박을 제거하 고, 
배지와의 표면 을 넓  주어 양분 공  는 각 세포 
패턴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Fig. 4. (a) Optical images of PDMS stamp and (b) patterned 
PDMS on polyelectrolyte multilayers, (c) AFM image of 
boundary region (35 μm¥΅Ν¹ 35 μm) between polyelectrolyte 
multilayers and PDMS, and (d) its topographical profile. 

  한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 을 때 고분자 해질의 평균

값은 18 nm이며, PDMS 표면은 2.8 nm로 상 으로 고분

자 해질 표면이 거친 표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강한 고

분자 해질인 경우 정 기 그룹간의 기  반발력에 의해 

고분자 사슬은 펴진 상태로 존재하게 되어 표면에 흡착되

는 정도가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NaCl과 같은 염이온을 
첨가하게 되면 정 기 그룹 주 에 반 이온들이 존재하여 

사슬의 구조가 코일 는루  형태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고분자 해질의 표면 거칠기 값은 증가하게 된다. 이를 

비교하 을 때 고분자 해질 패턴부분과 이외의 부분을 
구별할 수 있었고, μCP한 PDMS 몰드의 표면 거칠기 값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 함으로서 고분자 해질 로 PDMS
가 사되었음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세포 Patterning

  세포 패터닝은 세포의 분석물질에 의해 유도되는 생물학

 변화  생존능력의 변화 등을 손쉽게 분석하는데 요

한 기반 기술이 된다. 한 독성물질 검출  신약 개발에 

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DMS를 
이용한 비특이 인 결합의 감소와 고분자 해질에 의한 
세포 고정화를 향상시키는데 을 맞추었다. 한 암세

포와 정상세포 같은 다양한 세포를 패터닝 하여 암세포 연

구에도 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Fig. 5. Optical images of various cells on the fabricated surface. 
(a) HCC1438, (b) MRC-5, (c) HCT116, (d) Human normal 
dermis fibroblast cell.

  본 논문에서 세포 패터닝 원리는 당지질과 당단백질이 
세포막에 존재하기 때문에 표면에 음 하를 띄고, PAH 고
분자 해질은 아민 그룹을 가지고 있어 다량의 양 하를 
띄므로 PAH 고분자 해질과 세포간에 정 기 인 인력

의 작용과 PAH의 소수성 성질은 세포가 부착하는데 유리

함을 제공할 것으로 상된다. 고분자 해질 표면은 정

기 인 인력을 이용하여 세포의 부착을 유도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보다 빠른 착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HDF 
세포를 세포배양 시의 표면에 붙기 해서는 략 30분

이 지난 후에 착이 되는 반면, 고분자 해질 표면은 5분

만에 착함을 실험 으로 확인하 다. 따라서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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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 표면의 하에 의해 세포의 부착을 증가시켜 빠르고 
효율 인 세포 패터닝을 할 수 있다. Fig. 5에서는 제작된 
PDMS 기 에서 다양한 종류의 세포가 patterning된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본 표면은 폐암세포, 폐 정상세포, 장

암세포,  정상섬유아세포 등 세포의 종류와 크기에 상

없이 패터닝을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른 보고된 방법과 
달리 매우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더불어 패터닝된 세포들은 정상 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 증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고정화된 세포가 매우 

활성이 좋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표면이 세포의 활성과 증식에  해로운 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명확하게 증명하 다 (Fig. 6).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빠르고 효율 으로 세포를 패터닝 시킨 후, 
패턴안에서 증식이 잘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Fig. 6. Optical images of HCT116 cancer cell growth on the 
fabricated surface. (a) 12 h, (b) 24 h, (c) 36 h , (d) 48 h.

Fig. 7. Number of HCT116 cancer cell growth on the patterned 
surface. (Cell number of one pattern).

  각 하나의 패턴에서 세포의 정량  성장을 측정한 결과, 
24~36 시간에서 가장 왕성한 증식을 보이다가 48시간 후

에는 활용 가능한 표면의 감소로 인하여 증식 속도가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36시간 이후에는 패터

닝된 세포의 모양이 제작된 PDMS 패턴 모양의 형태가 되

었고, 패턴의 경계면에서 더 이상 성장 하지 못하 다. 이는 
PDMS 표면이 물리 으로 100 nm의 높이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결합, 부착  성장을 하지 못하 다는 것은 구조

인 향보다는 화학 인 향으로 세포가 제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 PDMS는 세포의 결합을 방지

하는데 큰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다양한 세포에 한 

연구의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기 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이 사 방법을 이용하여 고분자 해질 에 

PDMS를 이동시켜 간단하고 매우 효과 인 세포 패터닝

을 제시하 다. 한 형성된 PDMS가 나노미터 수 의 높

이임에도 불구하고 비특이 인 결합을 효과 으로 막아 주어 
세포 패터닝에 유용하게 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장

은 제작공정이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모양의 패턴을 구사할 

수 있어 단백질, 유 자, 탄수화물, 지질 는 다른 생체분

자들의 패터닝에 용할 수 있다. 선택 으로 고분자 해

질을 성공 으로 코 하여 세포의 생존 능력을 높여 약물의 
효과  성능, 독성물질 검출, 세포에 한 생물학  연구를 
하기 한 바이오 센서, 바이오 칩  다양한 형태의 미세

분석 기구의 제작 과정에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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