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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초음파는 가청주파수 이상의 주파수를 

갖는 음파로 산업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초음파의 비침습성, 안전성 등의 특징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의료용 초음파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초음파 영상진단, 충격파를 이용

한 쇄석치료뿐만 아니라 세포단위에서의 약물/유전

자 전달(1) 및 세포 분화 촉진(2)(3) 등 생명공학의 영

역으로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4). 더

욱이 초음파를 이용한 세포 단위에서의 비 침습적

인 자극 및 조작은 생명공학 영역의 기초 연구 방

법으로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일 세

포 단위에서의 초음파 자극과 그에 따른 세포의 거

동 특성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음장 내에서 세포 거

동의 기계적인 특성을 광학적으로 검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음향 방사힘을 이용하여 세

포가 외부의 구조물과 접촉하지 않은 채로 배양액 

속에서 부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음향 챔버를 제작하

고, 부유하고 있는 세포의 공진주파수로 가진하여 

현미경 및 고속카메라를 통해 세포의 거동을 광학

적으로 검출한다. 

 

2. 음향 부유챔버 설계 

정재파 음장 내에 파장 대비 반지름이 작은 

입자가 있을 경우엔 세포 표면에 가해지는 음압의 

비선형 효과 때문에 time averaging(시간 평균 낸 

값)의 총 합력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방향을 가진 

힘이 입자에 작용하게 되는데 이 힘을 음향 

방사힘(acoustic radiation force) 이라고 한다.(5) 

이 힘을 이용해 원하는 위치에 부유시킨 세포를 

초음파로 가진한 후 광학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챔버를 설계 해야 한다. 서로 마주보는 면끼리 

음파를 반사하여 정재파 음장을 형성시키기 위해 

챔버의 모양을 직육면체로 만들 경우 x,y,z, 3 축에 

대한 3개 면의 중심에 각각 압전체를 위치시켜야 

하는데 이 경우 세포 거동의 광학적 검출을 위한 

광경로가 확보되지 않아 관찰이 불가능하다. 또한 

압전체의 가진면과 반대편 반사면과의 정렬이 맞지 

않을 경우 3축의 교차지점에 세포를 부유시키기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유 챔버를 

가진부와 반사면이 따로 있는 형태가 아닌, 원통형 

형태의 유리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아래 그림1과 

같이 관과 압전체가 선접촉하도록 부착 후 

가진하여 구조물 전체 진동에 의해 그 내부에 

정재파 음장이 형성되게끔 한다.  

 

 
Figure 1 Glass tube levitation chamber 

 

위와 같은 원통 형태의 챔버는 정재파 형성을 

위한 가진체 / 반사면의 정렬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압전체의 가진주파수는 

유리관의 다이폴(Dipole) 모드 공진주파수로 한다. 

유리관이 다이폴 모드로 진동할 때 내부에 압력 

노드점이 존재하는 정재파 음장을 만들 수 있고 

공진 주파수로 가진해야만 압전체의 진동 에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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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관 내부로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리관이 다이폴 모드로 진동할 때 관 내벽의 

변위 및 속도를 유한요소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COMSOL Multiphysics를 통해 

계산하면 그림 2와 같다. 

 

 
Figure 2 Circular plot of (a) displacement and  

(b) velocity profiles of the inner wall  

 

위와 같은 내경의 거동에 의해 아래 음압 분포(그

림 3)와 같은 정재파 음장이 형성되며 내부의 배양

액 속에 잠겨있는 세포는 음압의 node로 이동하게 

된다. 

 

 
Figure 3 Standing wave pressure field  

by dipole-mode vibration of the glass tube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유리관 및 

압전체로 구성된 부유 챔버를 제작하였다 

 

3. 실험 구성 

음향 부유 챔버의 내부 공간이 광학 현미경의 

초점 작동거리 내에 포함되게끔 유리관의 외경은 8 

mm로 제한하였으며 5 mm 내경을 가진 부유챔버를 

설계하였다. 이 크기의 유리관의 다이폴 모드 공진 

주파수는 190 kHz로 COMSOL Multiphysics를 

통해 계산하였으며 부유 챔버 가진용 압전체도 

동일 공진주파수로 진동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하였다.  

 

 
Figure 4 Ultrasonic levitation and excitation of a 

single cell 

 

그림 4와 같이 유리관의 길이 방향으로는 배양액

으로 가득 찬 관 내부에 정재파를 형성시키기 위한 

압전체를 부착하고 반지름 방향으로는 세포 가진용 

트랜스듀서를 배치하여 관찰하고자 하는 세포가 외

벽과 접촉하지 않은 채로 특정 위치에 고정된 상태

에서 공진 주파수로 가진될 수 있도록 실험 장치를 

구성한다. 또한 세포의 거동을 광학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현미경(Nickon TS100F, 도립 위상차 현미경) 

과 1초에 10만 프레임 이상을 촬영할 수 있는 초고

속 카메라(Phantom Miro V610)를 사용하였으며 전

체실험 구성도는 아래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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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ketch of the experimental setup 

 

4. 결과 

 세포 가진용 트랜스듀서를 부착하기 전에 세포 

부유용 압전체를 작동시킨 후 니들 하이드로폰

(Needle hydrophone)을 통해 유리관 내부에 정재

파 음장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용

하여 지름 500 μ m 의 공기방울을 챔버 내 한 지

점에 고정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6).  

 

 
Figure 6 Position control of micro bubble 

 

향후 실험에서는 적합한 세포를 선정하여 실제 세

포의 경우에도 위치 제어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그

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한 세포의 공진주파수

를 토대로 세포를 가진하여 초음파 자극에 따른 세

포의 거동을 현미경/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광학적

으로 검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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