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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이크로 패턴 세포 배양기술은 마이크로 

제작기술과 세포 배양기술의 융합기술로 

포토리소그라피, 마이크로 컨텍트 프린팅, 

잉크젯 프린팅 등 다양한 마이크로 제작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 패턴 세포 

배양 기술은 세포의 점착을 국부화 함으로써 

세포의 크기 및 형상 제어를 가능하게하고 

실험관내에서의 세포연구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PDMS 스텐실은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독성이 없는 생체 적합성 탄성중합체를 

이용하여 제작 된 얇은 멤브레인으로 미리 

정의된 패턴만이 개방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막혀있는 형상을 가진다. 이러한 PDMS 

스텐실은 생체 연구 분야에서 세포나 단백질 

거동 관찰 등에 활용되어지고 있다.  

웰 플레이트는 수 마이크로 리터의 작은 

부피의 시약을 담을 수 있는 많은 테스트 

튜브를 지난 판으로 의학진단이나 분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가의 시약 사용을 최소화 

하고 분석 자동화를 통한 고속분석 기술 등에 

적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DMS 스텐실이 내재되어 

있는 마이크로 웰 플레이트를 펀칭 공정과 

플라즈마 본딩 공정 없이 PDMS 케스팅을 

사용하여 일체형으로 제작하고 이를 통하여 

동일한 배양조건하에서 각각의 웰을 분리할 수 

있는 세포배양용 마이크로 웰 플레이트를 

제작하였다. 또한, 마이크로 제작기술과 세포 

배양기술을 융합하여 동일한 환경에서 

신경줄기세포를 국부적으로 배양하고 배양된 

신경줄기세포들을 다르게 염색하여 제작된 

장치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2. PDMS 스텐실이 내재된 마이크로 웰 

플레이트 제작 
 

2.1  PDMS 스텐실 제작 

PDMS 스텐실 제작은 마이크로 제작기술인 

포토리소그라피로 마스터 몰드를 제작 후 

스핀코터를 이용하여 PDMS 를 얇게 코팅 한다. 

얇게 코팅 된 PDMS 는 마스터 몰드의 

마이크로 패턴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막 제거를 위해 가스블로잉 공정을 

이용하여 질소가스를 마이크로 패턴 위로 

분사한다. 막이 제거된 스텐실은 오븐에서 

일정시간 경화 후 마스터 몰드에서 분리하여 

PDMS 스텐실을 제작한다. Fig.1 은 PDMS 

스텐실 제작공정과 제작 된 스텐실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패턴 형상은 500 ㎛ 

크기를 가지는 원 모양이다.  

2.2  마이크로 웰 플레이트 제작 

마이크로 웰 플레이트는 PDMS 스텐실과 

웰 플레이트가 결합된 형상을 의미하며 

제작과정은 아크릴을 CNC 장비를 이용하여 

가공하고 가공된 형틀에 PDMS 스텐실을 넣고 

아크릴 형틀의 상판과 하판을 닫는다. 그리고 

PDMS 를 아크릴 형틀에 채워서 제작한다. 

PDMS 스텐실이 내재된 마이크로 웰 플레이트 제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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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웰 플레이트 제작용 아크릴 몰드는 

최대 4 개의 마이크로 웰 플레이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마이크로 웰 

플레이트의 규격은 15 ㎜ x 15 ㎜ x 5 ㎜ 이다. 

Fig. 2(a)는 마이크로 웰 플레이트의 제작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Fig. 2(b)는  제작된 마이크로 웰 

플레이트의 실제 이미지와 염색시약을 넣어 

각각의 웰이 분리된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제작 된 웰의 크기는 직경 5 ㎜ 이다.  

 

3. 신경줄기세포 마이크로 패터닝 
 

신경줄기세포는 마이크로 웰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37℃, CO2 5% 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5 일 동안 배양되었다. 사용된 신경줄기세포의 

cell density 는 1x105/㎝이며, 스텐실 패턴의 

크기는 500 ㎛ 이다. Fig.3(a)는 신경줄기세포를 

마이크로 패턴 형상으로 배양한 결과이며, 

Fig.3(b)는 신경줄기세포를 마이크로 웰 

플레이트에서 동일하게 배양하고 분화시킨 후 

neurons, astrocytes, oligodendrocytes 로 각각 

염색한 결과 이미지이다. 

  

4. 결론 
 

PDMS 스텐실이 내재되어 있는 마이크로 

웰 플레이트를 펀칭과 플라즈마 본딩 없이 

쉽고 간편하게 PDMS 케스팅을 이용하여 

일체형으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마이크로 웰 

플레이트는 동일한 배양조건에서 미세환경을 

제어하여 세포를 국부적으로 배양할 수 있으며, 

각각의 웰을 따로 염색할 수 있는 세포배양용 

장치이다. 또한, 고가의 세포배양용 시약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웰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동일한 배양조건에서 신경줄기세포를 

국부적으로 배양하고 이를 분화시킨 후 각각의 

웰을 따로 염색하여 신경줄기세포의 분화 

상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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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process for PDMS stencils 

fabrication and image of PDMS stencils. 

 

Fig. 2 Schematic process for micro wellplate 

fabrication and four different dyes in the 

compartment. (red, black, blue, DIW) 

 

Fig. 3 Neural stem cell culture image and 

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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