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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구 또는 유도 쌍극자를 가지는 물질은 불균일한 전기장 하에서 전기장의 구배 방향을 따라 힘을 받게 되는데, 이

힘에 의한 물질의 이동을 유전영동(dielectrophoresis, DEP)이라 한다. DEP 힘의 크기와 방향은 입자와 매질의 유전율과

전도도, 그리고 가해지는 교류 전기장의 주파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변수를 제어함으로써 입자의 이동을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다. 또한, 전기영동과는 달리 쌍극자가 유도되는 모든 입자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DEP 기술은 미세 유체 공학은 물론 바이오 센서, 마이크로 칩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논

문은 먼저 DEP의 기본원리를 설명하고, DEP를 이용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마이크로 전극의 구조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DEP의 대표적 응용분야인 입자의 분리 및 포집, 자기조립(self-assembly) 연구를 소개한다.

Abstract − Under non-uniform electric field, a directional force along the electric field gradient is applied to matter

having permanent or induced dipoles. The transport of particles by the directional force is called dielectrophoresis

(DEP). Since the strength and direction of the DEP force depend on parameters, such as permittivity and conductivity of

particles and surrounding media, and frequency of the applied AC electric field, particle can be precisely manipulated by

controlling the parameters. Moreover, unlike electrophoresis, DEP can be applied to any particles where dipole is effec-

tively induced by electric field. Such a DEP technique has been used in various fields, ranging from microfluidic engi-

neering to biosensor and microchip research. This paper first describes the fundamentals of DEP, and discusses

representative microelectrode designs used for DEP study. Then, exemplary applications of DEP, such as separation,

capture and self-assembly of particles, ar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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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단백질, 세포,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과 같은 생물 입자의 효과적

인 이동 제어는 미세 유체 공학, 바이오 센서, 마이크로 칩 등의 연

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생명공학, 의학, 환경공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생물 입자의 이동 제어가 가능한 마이크로

디바이스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생물 입자의 이동을 제어

하기 위한 기술로는 자기영동(magnetophoresis), 열영동(thermophoresis),

유전영동(dielectrophoresis, DEP) 등이 있다[1]. 자기영동 기술은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점성 매체를 통해 이동하는 자성 입자의

거동을 기술하기 위해 제안되었다[2]. 이 기술은 비접촉식 방법으로

입자를 조작한다. 따라서 다른 입자 이동 제어 기술보다 단순한 설

계로 조작이 가능하며, 쉬운 작동은 물론 저렴한 비용이 장점이다[3].

자기영동은 자기입자를 이용하는 방법과 세포의 고유자성을 이용

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두번째 방법은 세포의 경우 고유

자성이 매우 약하고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세포에서는 충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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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력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4]. 열영동은 현탁 매질에

서 온도 구배에 의해 입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5]. 이 기술은

주로 에어로졸 혼합물(aerosol mixtures)에 적용된다. 하지만 열영

동은 고체에서의 열이동(thermomigration)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다.

유전영동은 1951년 Pohl에 의해 정의되었다[6]. 유전영동은 불균

일한 전기장에 입자가 놓였을 때, 입자에 유도된 쌍극자에 의해 입

자에 방향성 있는 힘이 가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힘의 세기는 입자와

매질의 전기적 특성(electrical property)과 유전특성(dielectric property),

교류 전기장의 주파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이용하여 입자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 유전영동 기술은 편극이 가능한 입자 모

두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 입자의 이

동, 분리, 포집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지닌 유전영동

기술에 대한 연구는, Fig. 1의 관련 연구 간행물 추이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00년도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최근에도 꾸준히

관심 받는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총설에서는 유전영동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이론에 대해 설명

하고, 유전영동을 적용하는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3가지 전극 디

자인-polynomial, castellated, interdigitated-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각 전극 디자인에 따른 전기장 시뮬레이션을 통해 입자의 흐

름에 대해 예측하고, 해당 전극을 활용한 연구 사례에 대해 소개한

다. 또한 DEP를 적용한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크게 3가지로 분리, 포집, 자기 조립에 대해 다룰 것이다. 

2. 이론(Theory)

전기장을 이용해 입자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전기영동과 유전영동이 있다. 전기영동[7]은 전하를 띈 입자에만

적용이 가능한 반면, 유전영동은 전하를 띄지 않은 입자의 움직임

도 제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전영동은 전기장 하에

서 입자나 매질에 형성되는 유도 쌍극자(induced dipole)가 전기장

밀도가 높은 방향으로 알짜힘(net force)을 받는 특성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유전영동에 의해 입자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

기장 밀도의 불균일한 분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Fig. 2(a)와 같이 전하를 띄지 않은 입자가 균일한 교류 전기장에 놓

이게 되면 전자의 극화(polarization)에 의해 쌍극자(dipole)가 유도

된다. 하지만 전기장의 밀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입자가 받는 알짜

힘은 0이 되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8]. 반면, Fig.

2(b)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입자가 전기장 밀도가 불균일한 곳에 놓

이게 되면, 입자나 주변 매질에 유도된 쌍극자가 전기장 밀도가 높

은 쪽으로 알짜힘을 받게 된다. 이 때, 입자가 받는 알짜 힘의 세기

와 방향은 입자와 주변 매질 사이의 상대적 극화(polarization) 차이

에 따라 달라진다. 입자의 극성이 매질의 극성보다 클 경우, 입자가

전기장이 상대적으로 조밀하게 형성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를 양의 유전영동(positive dielectrophoresis, p-DEP)이라고 한다.

반대로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매질의 분극성이 입자보다 클 경우,

매질이 전기장이 상대적으로 조밀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입자는 전기장 밀도가 낮은 방향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를 음

의 유전영동(negative dielectrophoresis, n-DEP)이라고 한다. 

전기장에서 유전영동 현상에 의해 입자에 작용하는 시간평균 힘

(time-averaged DEP force)은 아래 식 (1)로 계산할 수 있다.

(1)

이 식에서 r, εm, Erms는 각각 입자의 반경, 매질의 유전율(permittivity),

적용된 교류 전기장의 평균 제곱근 크기(root mean square magnitude)

를 나타낸다. Re(fCM)는 Clausius-Mossotti factor (CM 인자)의 실수

부를 의미한다. CM 인자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CM factor, fCM = (2)

CM 인자의 값은 -0.5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DEP 힘의 방향

을 결정한다. 식 (1)에서 보듯이, CM 인자의 실수부가 양의 범위일

경우 p-DEP를 의미하며, 반대로 음일 경우는 n-DEP를 나타낸다.

FDEP 2πr
3
εmRe fCM[ ]∇ Erms[ ]

2
=

εp′ εm′–

εp′ 2εm′+
------------------

Fig. 1. The number of publications searched by the keyword of “dielec-

trophoresis”, from 1980 to 2017 (Web of Science).

Fig. 2. (a) A particle in a uniform electric field. There is no net

movement of the particle. (b) Particles in non-uniform elec-

tric fields. The particles migration by DEP depending on the

electric field density. The left and right images show p-DEP

and n-DEP, respectively.



입자 이동 제어를 위한 유전영동: 이론, 전극 구조 및 응용분야 151

Korean Chem. Eng. Res., Vol. 57, No. 2, April, 2019

식 (2)에서 ε'
p , ε'

m는 각각 입자와 매질의 복합 유전율(complex

permittivity)을 나타내며 아래의 관계식을 가진다.

(3)

ε0와 εr는 각각 진공 유전율(ε0 = 8.85 × 10-12 F/m), 상대 유전율이며,

j는 허수 단위(j = ), σ는 전도도, ω는 전기장의 주파수를 나타

낸다. 결과적으로, 복합유전율과 CM인자는 전기장의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Fig. 3은 입자와 매질의 전도도와 상대 유전율이 CM factor의 실

수부와 결과적인 DEP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Fig. 3(a)는

매질의 전도도가 입자의 전도도보다 크며(σp < σm), 반면에 입자의

유전율이 매질의 유전율 보다 큰 경우(εp > εm)를 나타낸다. 낮은 주

파수 범위에서 n-DEP 특성을 보여주다가 주파수 값이 점차 커지고

나면 p-DEP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b)는 입자의 전도도

가 매질의 전도도 보다 크며(σp > σm), 입자의 유전율이 매질의 유

전율보다 작은 경우(εp < εm)를 나타낸다. Fig. 3(a)와는 반대로 낮은 주

파수에 p-DEP로 나타났다가 점차 주파수 값이 커지게 되면 n-DEP로

변하게 된다. 이처럼 각 입자와 매질의 복합 유전율 식 (3)에 포함

되어 있는 유전율과 전도도 그리고 주파수의 값에 따라 Re(fCM)의

부호와 크기가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유전영동 힘의 크기와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

3. 유전영동에 사용된 다양한 전극 디자인

앞서 보았듯이, 유전영동을 이용하여 입자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전기장 밀도의 불균일한 분포가 필수적이다. 또한, 전기장의 크기

와 방향에 따라 DEP 힘의 크기와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전극 모양을 디자인하여 전기장의 분포를 포집, 분리 등의 응용 목

적에 맞게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전영동 연

구에 사용된 대표적인 전극 디자인-polynomial, interdigitated,

castellated-을 소개하고, 전기장 분포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

탕으로 각 전극의 특징들을 비교한다.

3-1. Polynomial 전극 디자인

Polynomial 전극 디자인은 Fig. 4(a)와 같이 대칭적으로 배열된 4

개의 전극으로 구성되며, 입자를 포집하는 실험에 주로 이용된다

[10-17]. Fig. 4(b)는 polynomial 전극 디자인에서 전기장 분포를 계

산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4개의 전극의 가장자리 영역(Fig. 4(b)

B영역)은 상대적으로 강한 전기장이 형성되는 반면, 4개 전극의 중

간 영역 (Fig. 4(b) A영역)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전기장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p-DEP 영향을 받는 입자의 경우에는 강한 전

기장이 걸리는 전극 모서리 쪽으로 입자가 이동하게 되고, n-DEP

영향을 받는 입자의 경우 4개 전극의 가운데 부분에 입자가 모이게

된다.

Polynomial 전극 디자인은 주로 비유동(non-fluidic) 시스템에서

입자의 정열, 분리, 포집 등을 위해 적용되었다. Fig. 5(a), (b)는

polynomial 전극에서 주파수에 따라 다른 라텍스 입자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500 kHz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의 교류전압에

서는 n-DEP에 의해 전극 중앙에 입자가 배열된다(Fig. 5(a)).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인 5 MHz의 교류전압이 가해지면 p-

DEP가 적용되어 Fig. 5(b)와 같이 입자가 전극의 모서리 부근에 모

이는 것을 볼 수 있다[13]. Fig. 5(c)는 최적화된 교류 전압 조건

(100 kHz, 4 V peak-to-peak voltage)에서 미생물인 E. coli와 M.

lysodeikticus 혼합액의 분리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각 미생물 고유

의 유전성질 차이로 인해, 동일한 전압 크기와 주파수 조건에서 E.

ε′ ε
0
εr

jσ
ω
-----–=

1–

Fig. 3. Change of real part of CM factor according to frequency. (CM

factor vs frequency). (a) For σ
p
 < σ

m 
and ε

p 
> ε

m
. (b) For σ

p
 > σ

m

and ε
p 

< ε
m

.
Fig. 4. (a) The polynomial electrode design. (b) The simulated elec-

tric field distribution above a polynomial electrode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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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l는 n-DEP 영향을, M. lysodeikticus는 p-DEP 영향을 받게 되어

분리가 가능하다[14]. Hughes et al.은 유전영동 전위 에너지의 최

소치를 생성하는 작은 전극 구조를 사용하여, n-DEP하에서 93 nm

직경의 미세 라텍스 입자를 전극 가운데에 포집하여 30분동안 안정

한 상태로 유지하였다(Fig. 5(d))[15]. Bahrieh et al.은 3D polynomial

전극 구조를 사용하여, DEP 기반 전기회전(electrorotation) 장치를

제작하였다. 다약제내성(multidrug resistance, MDR) K562 인간

백혈병 세포의 유전특성을 조사함으로써, MDR을 검출 및 분리하

였다[16]. Miled et al.은 새로운 L형 전극을 기반으로 하는 저전압

(0~6.6 V peak-to-peak) 유전영동 분리기술을 제안하였다. L형 전

극은 입자를 집중시키고 섞는 역할을 하는 polynomial 전극과 분리

역할을 하는 interdigitated 전극이 결합한 형태로서 새로운 구조의

생체 입자의 혼합 및 검출을 위한 바이오 센싱 장치를 제안하였다[17].

이를 통해 polynomial 전극 디자인이 바이오 센서에도 적용가능 함을

보였다. 

3-2. Interdigitated 전극 디자인

Interdigitated 전극 디자인은 Fig. 6(a)와 같이 막대기 모양의 전

극이 마치 손이 깍지를 끼듯이 교차 배열된 것과 같은 모양을 가지

며, 주로 유동(fluidic) 시스템에서 입자 분리에 유용하게 쓰이는 전

극 디자인이다[19-21]. Fig. 6(b)의 전기장 분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두 전극이 근접한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전기장이 형성

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p-DEP 영향을 받으면 두 전극이 근접한 중

간영역으로 입자가 모이게 되며, 반대로 n-DEP의 영향을 받으면

입자는 이 영역에서 밀려나가게 된다. Interdigitated 전극 디자인으로

분리 또는 포집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입자를 두 전극의 근접 영

역으로 끌어당기는 p-DEP를 사용한다. 이 전극 배열은 대부분 미

세유체 채널 내 유체의 흐름에서 입자를 선별하거나 불필요한 입자를

걸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다[22-29]. 하지만 입자 분리 과정에서, p-

DEP에 의해 모인 입자들끼리 비가역적 응집(irreversible aggregation)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30].

Yunus et al.은 continuous 분리 시스템을 이용해 콜로이드성 라

텍스 입자를 분리하였다. 크기가 다른 두가지 입자(1, 2 um)를 99.9%의

높은 효율로 분리하였다(Fig. 7(a))[25]. Doh et al.은 hydrodynamic

DEP process를 사용하여 높은 처리량을 지닌 연속적 세포 분리 칩을

제작하였다. DEP 반응 테스트를 통해 매질의 전도도가 5 µS/cm일

경우 5 MHz 주파수에서 살아있는 효모 세포와 죽은 효모세포가

서로 분리 가능함을 보였다(Fig. 7(b))[26]. 또한 Fig. 7(c)에서 살아

있는 효모 세포와 죽은 효모 세포를 연속적인 분리 시스템에 적용

하였을 경우 서로 다른 거동으로 인해 분리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Bakewell et al.은 interdigitated 전극을 이용하여 주파수에 따른

pTA250 plasmid DNA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고주파(100 kHz-20

MHz) 범위에서 시간에 따른 DEP 포집에 관해 분석하였고, 시간에

따른 플럭스를 제어하는 것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7].

Alazzam et al.은 DEP를 이용하여 interdigitated 전극을 가진 미세

유체 장치에서 혈액으로부터 순환하는 악성 세포를 연속적으로 분

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2개의 interdigitated 전극을 활용하여

유방암 세포 MDA231를 정상 혈액 세포와 분리하는데 성공하였다.

Fig. 7(d)를 보면 MDA231 세포는 유체 역학적 힘이 p-DEP 보다

작아 전극을 지나게 되고, 정상 혈액 세포는 유체 역학적 힘보다 높은

Fig. 5. DEP of latex particles of diameter 557 nm with polynomial

electrode design: (a) Particle collection at the center of the poly-

nomial electrodes by n-DEP under 5 MHz AC voltage, (b) parti-

cle arrangement around the electrodes by p-DEP under 500 kHz

AC voltage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

13). (c) Separation of E. coil (n-DEP) and M. lysodeikticus

(p-DEP) under 100 kHz AC voltage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14). (d) Collection of latex particles of 93

nm diameter by n-DEP at 15 MHz AC voltage (Source: Modi-

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15). 

Fig. 6. (a) The interdigitated electrode design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9). (b) The simulated electric field distri-

bution above an interdigitated electrode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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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EP 영향을 받으므로 전극 근처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28]. Choi et al.은 interdigitated 전극과 유사한 사다리꼴 전극

배열(trapezoidal electrode array, TEA)에 기반한 미세 유체 장치를

제시하였다. n-DEP를 이용하여 TEA 전극 표면에 비 특이적인 입

자가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자를 연속적으로 분리하는데 성공

하였다[29]. 

3-3. Castellated 전극 디자인

Castellated 전극 디자인은 Fig. 8(a)와 같이 성곽 모양이 나란히

배열된 듯한 전극 패턴으로, 입자의 정렬이나 포집에 유용한 디자

인이다[31-37]. Fig. 8(b)는 castellated 전극 디자인에 전압을 가할

경우의 전기장 분포를 계산한 결과이다. 전극이 뒤로 후퇴한 영역

(Fig. 8(b)-A, C 영역)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전기장이 형성되는데

반해, 돌출된 전극의 가장자리(Fig. 8(b)-B 영역)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전기장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입자에 p-DEP가 작

용하는 조건에서 입자는 B 영역의 높은 전기장 영역을 따라 입자가

포집되거나 정렬된다. 반대로 입자에 n-DEP가 작용하는 조건에서는

전기장이 약하게 형성되는 A, C 영역에 입자가 모이게 된다.

Fig. 9(a), (b), (c)는 castellated 전극 디자인 상에서 주파수와 매

질의 전도도에 따라 효모 세포의 다양한 응집 패턴의 제어가 가능

함을 보여준다. 매질의 전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200 kHz 이

상의 주파수 영역에서는 세포가 p-DEP 힘을 받게 된다. 따라서

Fig. 7. Experiments utilizing interdigitated electrode design. (a) 3D continuous separation system based on chevron-shaped interdigitated

electrode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25). (b) Separation of viable and nonviable cells above interdigitated elec-

trodes while a voltage with a frequency of 5 MHz is applied in a medium conductivity of 5 µS/cm. Black part is glass substrate and the

other part (white) is electrode. (c) Continuous separation using viable and nonviable yeast cells while a voltage with a frequency of 5

MHz is applied in a medium with conductivity of 5 µS/cm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26). (d) Separation of the

normal blood cells and the cancer cells MDA231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28).

Fig. 8. (a) Castellated electrode design. (b) Simulated electric field

distribution on the castellated electrode design (Source: Modi-

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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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a)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전극 모서리 부근에 ‘진주 사슬

(pearl-chains)’을 형성한다. 반면, 10-100 kHz 영역에서는 n-DEP

힘을 받아 Fig. 9(b)에서처럼 전극 사이에 포집 되어 삼각형 모양을

형성한다. 주파수의 값을 조절해 준다면 매질의 전도도가 낮은 경

우에도 진주 사슬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500 Hz이하) 매질의 전도도와 상관없이 전극 표면에 다이아몬드

패턴을 형성한다(Fig. 9(c))[34]. Catellated 전극 디자인은 입자를

패턴화하는 것은 물론 입자들은 크기 별로 분리하는 실험에서도 활

발히 연구되었다. Yasukawa et al.은 castellated 전극 디자인을 이

용하여 급성골수백혈병 세포(human acute monocytic leukemia cell,

THp-1)와 적혈구(Red blood cells, RBCs)의 DEP 거동을 특성화 하였

고 n-DEP를 기반으로 다른 크기를 지닌 두가지 세포를 연속적으로

분리하는데 성공하였다[35]. Zhu et al.은 interdigitated 전극과

castellated 전극이 혼합된 Semi-3D 구조를 제작하여 효모 세포와

크기가 유사한 polystyrene(PS) 입자가 혼합된 현탁액에서 효모 세

포를 분리해내는데 성공하였다. Fig. 9(d)는 전압에 따른 현탁액에

서의 효모 세포 포획 속도를 나타낸 것으로 인가 전압이 10 V일 때

95%의 높은 포집 속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증명하였다[36]. Fig.

9(e)의 왼쪽 그림은 종양세포인 알파 태아 단백(AFP)와 전립선 특

이 항원(PSA)의 동시 분석을 위한 면역 센싱 시스템을 보여준다.

이 칩은 두 종류의 암 종양표지자를 분리함으로써 castellated 전극

디자인이 DEP기반 면역 센싱 시스템에 적용하기에 적절함을 보였

다. Fig. 9(e)의 오른쪽 그림을 통해 AFP와 PSA가 각각 전극의 안

쪽과 전극 사이에 포집 및 정렬된 것을 알 수 있다[37]. 

Fig. 9. Three distinctive patterns of yeast cell aggregation depending on the conductivity of the medium and the frequency of the applied AC

voltage. (a) The 'pearl-chain' pattern of yeast cells is formed at frequency above 10 kHz for a low conductivity medium (5 µS/cm) and

above 200 kHz for high conductivity medium (150 µS/cm). (b) The diamond and triangular patterns of yeast cells were observed between 10 -

100 kHz for the high conductivity medium (150 µS/cm). (c) The diamond pattern of yeast cells was observed at frequency below 500 Hz in

both the low conductivity medium (5 µS/cm) and the high conductivity medium (150 µS/cm)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34). (d) Capture rates of yeast cells by applied voltage in microfluidic AC-DEP chip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36). (e) Schematic illustration of three different types of microparticles and the top views of DEP immunodevices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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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용

4-1. 분리 및 포집

다양한 콜로이드 입자들은 크기나 재료에 따라 고유의 유전율과

전도성을 가지기 때문에 DEP를 이용하여 분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입자의 크기에 따라[38-41] 분리하거나, 세포 및 바이러스

[42-45], 혈구[46-50], carbon nanotube(CNT) 등의 콜로이드 입자

들이 혼합 되어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원하는 개체를 분리하기 위해

DEP를 적용할 수 있다[51-53]. 

4-1-1. 크기가 다른 입자의 분리

입자의 크기는 입자의 전도성 및 유전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M factor의 실수부에 영향을 준다. 또한 식 (1)에서

FDEP는 입자의 반경(r)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크기가 다른 입자는

다른 크기의 힘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Fig. 10(a)에서 보듯이 PS

입자는 크기가 작을수록 대부분의 AC 주파수 영역에서 CM 인자

의 실수부 값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를 이용하면 크기가 다른 입

자의 분리가 가능하다. Fig. 10(b), (c)는 DEP를 이용해 PS 입자를

크기에 따라 분리하는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500 kHz에서 15 µm

입자가(Fig. 10(b)), 450 kHz에서 5 µm입자가(Fig. 10(c)) n-DEP의

힘을 받아 중앙에 포집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8]. 

4-1-2. 탄소 나노개체의 분리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single-wall carbon nanotube, SWNT)는

금속성(metallic)을 띌 수도, 반도체성(semiconducting)을 띌 수도

있다. 적용되는 디바이스에 따라 SWNT로부터 요구되는 성질이 다

르기 때문에[54], 금속성 SWNT(m-SWNT)와 반도체성 SWNT(s-

SWNT)가 섞여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s-SWNT

와 m-SWNT는 유전율이 다르기 때문에 DEP를 이용하여 분리가

가능하다[51,55-57] (s-SWNT의 유전율은 5ε0~80ε0이고 m-SWNT는

유전율은 1000ε0이다).

Graphene oxide (GO)가 포함된 액정(liquid crystallinity)은 배터

리[58,59], 광전자[60], 전도성 와이어[61-63] 등 여러 분야에 이용

된다. 이때 현탁액에서 GO의 정렬 또는 자기조립은 적용가능성 측

면에서 중요하다. 기존에는 분산매에서 GO를 상분리하기 위해서는

중력 유도 상분리(gravity-induced phase separation)라는 방법을 이

용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위상구조를 정확하게 통제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이 방법으로 상을 분리할 수 있는 한계 농도(0.25 wt%,

GO 분산매)가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64-66]. Hong et al.은 DEP

를 이용하여 GO를 보다 효율적으로 상분리 할 수 있는 새로운 방

법을 제시하였다. 직사각형 파의 10 kHz, 20 V 전압 조건에서 DEP

를 이용하여 GO 입자 상분리를 하였다. DEP를 이용한 상분리는 GO

0.45 wt%까지 가능하며 1시간이내에 분리가 완료된다. 이는 한계

농도가 0.25 wt%이며, 2주 정도 걸리는 기존의 방법보다 적용 제한

이 크고 시간이 매우 절약됨을 알 수 있다. 또한 GO 농도에 따라서

네마틱상(nematic phase) 또는 등방성상(isotropic phase) 등 위상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64].

4-1-3. 세포 및 세균의 검출

비 병원균과 병원균을 격리하는 것과 죽은 박테리아에서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분리하는 것은 생물의학적 분석 또는 식품안정성검사

를 위해 중요하다. 또한 특정 세포군의 분리 또는 정제는 생물학적

및 의학적으로도 중요하게 적용된다. 세포의 분리 및 포집 방법은

원심분리를 포함해 항체 매개 인식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67,68]. 특히 형광 염료를 이용하는 형광활성화세포분류(Fluorescent-

activated cell sorter, FACS)와 자성활성화세포분류(Magnetic-activated

cell sorter, MACS) 방법은 항체 결합 세포 분리 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FACS는 형광 염료를, MACS는 전하를 띈 입

자가 부착된 항체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 표식들은 세포의 표현형을

바꾸거나 특징을 편향되게 할 수 있다. 특히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

처하는 면역세포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기존의

방법들은 검출 시간이 길고, 적은 양의 세포를 선택적으로 정확하

게 검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50,69,70]. 이런 점을 보완하기위

해 DEP를 세포 분류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0,71]. DEP가 주목 받는 이유는 (1) 세포의 활성, 유전특성

(dielectric property)을 보존하고, (2) 전기적으로 중립적인 생물학

적 입자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3) 검출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비

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 때문이다.

Wang et al.은 유체 DEP 장치에 표면 강화 라만 산란(Surface

enhanced Raman scattering, SERS) 기술을 적용하여 고 감도의 휴

대용 대장균 검출 센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EP를 이용

하여 용액으로부터 대장균을 전극에 포집 하였다. 포집된 균의 표

면을 처리하고 SERS기술로 변화된 라만 산란 스펙트럼을 감지하

Fig. 10. (a) Re[f
CM

] values according to polystyrene particle size; DEP

separation in a polystyrene particle mixture with different sizes:

(b) 15 µm particle separation in a 5 and 15 µm particle mixture

by 500 kHz AC field, (c) 5 µm particle separation in a 1 and

5 µm particle mixture by 450 kHz AC field (Source: Modi-

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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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은 양의 균을 검출하였다[72](Fig. 11(a)). Tran et al.은 인간의

자궁경부암 세포를 DEP를 이용하여 검출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Fig. 11(b), (c)는 타겟 세포(target cell)인 자궁경부암 세포와 타겟

세포가 아닌 (non-target cell) 적혈구의 분리 및 검출에 대한 모식도

이다. 처음에는 랜덤하게 전극위에 분포 되어있지만 DEP를 이용해

자궁경부암 세포가 중앙에 포집되며, 이에 따른 커패시턴스 변화를

감지하여 타겟 물질의 검출 및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73]. He et al.

은 식중독 균 중 하나인 살모넬라균에 항체를 붙인 후 p-DEP를 이

용하여 전극에 균을 포집하였다(Fig. 12(a)). Fig. 12(b)에서는 균의

농도에 따른 포집 정도를 형광으로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낮은 농

도의 살모넬라균을 2시간 내에 빠르게 검출할 수 있었다[74].

세포 분리 방법에 DEP가 이용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는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의 분리이다.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

포의 전도성과 유전율이 다르기 때문에 DEP 적용이 가능하다

[42,43,75-79]. Fig. 13(a)는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가 DEP에

의해 분리되기 전과 후의 결과를 보여준다. DEP에 의해 살아있는

세포들은 p-DEP 힘을 받아 전극에 포집 되고 죽은 세포들은 이후

에 유체 흐름에 의해 제거된다. Fig. 13(a)의 화살표는 전극에 남아

있는 살아있는 세포들을 나타낸다. Fig. 13(b)는 분리 전과 후에 전

극에 남아있는 세포들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분리 후에

전극에는 살아있는 세포의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Fig. 11. (a) A schematic diagram of collecting E. coli from a solution

using DEP for application to a biosensor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72) (b), (c) is a schematic dia-

gram of a device. (b) Hela cells (target cells) and red blood cells

(non-target cells) randomly distributed in the electrodes. (c)

The target cell was collected at the center when DEP was applied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73).

Fig. 12. (a) A schematic diagram of collecting Salmonella bacteria by

DEP. (b) The different degrees of trapping by DEP depending

on the concentrations of Salmonella: (top) differential interfer-

ence contrast (DIC) images, (bottom) fluorescent images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74).

Fig. 13. (a) Optical images before(above) and after(below) separation

of live/dead cells by DEP. The red arrows represent live cells

that remain on electrodes after dead cell removal by fluid flow.

(b) The number of cells that remain on electrodes before and

after separation by DEP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43). (c) Simulation (-------------------) and experimental (●)

result of separation of red blood cells and white blood cells

using DEP in microfluidic channels (Source: Modified fig-

ure adapted from reference-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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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효율은 약 90%로 굉장히 높은 효율을 증명하였다[43]. 유사한

셋업에서 세포에 형광을 입혀 세포의 분리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연구 사례도 있었다[42]. 

4-1-4. 세포 및 세균의 분리

세포의 검출뿐 아니라 세포의 분리에도 DEP를 적용한 사례들이

있다[47,48,80-87]. 대표적으로, 혈액 내 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혈

소판 등을 분리하는데 사용되는 기존 방법들은 원심분리[82,83], 기

계적 거름[84,85](filtering), 항체인식법[86] 등이 있다. 하지만 혈구

의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혈소판의 농도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

아 기존 방법들에 적용하기에 제약이 따른다[81,87].

혈소판과 적혈구는 크기와 유전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DEP를

이용하여 분리가 가능하다. Pommer et al.은 DEP를 이용하여 혈액

으로부터 혈소판을 분리해 내었으나, 공정이 2단계이고, 분리를 위

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압이(100 V) 요구되었다[88]. 이에 Iccolo et

al.은 DEP에 field-fow-fractionation(FFF)을 적용하여 단일단계이

면서 낮은 전압(5 V)에서 혈소판을 효과적으로 분리해낼 수 있었다

[46]. Fig. 13(c)은 DEP에 의한 백혈구와 적혈구의 분리실험의 시뮬

레이션과 실험결과를 나타냈다. 실험결과는 시뮬레이션에서 예측

한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으며, 그 결과 98%의 높은 분리율을 얻었

다. Siebman et al.은 담수 식물성 플랑크톤을 대표하는 세 종(C.

reinbardtii, C. meneghiniana, Sybenchocystis sp.)의 분리 연구를

하였다. DEP하에서 주파수에 따라 플랑크톤끼리 연결되는 ‘체인효

율(chaining efficiency)’과 ‘체인의 길이’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용하여 플랑크톤의 종류를 간단하고 빠르게 분류하였다. 이

과정은 전기장을 걸어준 후 5분 안에 진행되었다[89]. 

4-2. 자기조립(self-assembly)

나노 개체의 자기조립 현상은 나노코팅과 같은 나노기술 및 미세

칩 제조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90-92]. 외부 힘에

의한 나노 입자의 자기 조립 현상을 이용하면 수 μm에서 작게는

수 nm의 크기를 갖는 미세한 구조의 형성도 가능하다. DEP는 저비

용의 간단한 셋업에서 빠르고 정확한 입자의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

에, 마이크로/나노개체의 자기조립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동안, 기

본적인 PS 입자에서부터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가지는 탄소나노

튜브, 그래핀, 금속 나노 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마이크로/나노

개체를 DEP를 이용하여 자기조립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

었다. 아래는 DEP를 이용한 자기조립의 예시로, DEP에 의한 금 나

노입자와 탄소 나노개체의 자기조립 연구를 소개한다. 

4-2-1. 금 나노입자

대표적인 금속 나노입자인 금 나노입자를 DEP를 이용해 자기조

립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기본적인 DEP식(식(1~3) 참고)에서 각

각의 DEP 파라미터들이 입자 거동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적인 입자의

자기조립 현상에 대해 서술한 연구가 있다[93,94]. Bhatt et al.은 주

파수, 유전율, 전해질의 농도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에 따라 입자의

자기조립 속도와 surface density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도성을 띄는 두 물체를 나노입자로 연결시키는 실험을 진행하였

다[93]. Fig. 14는 각 파라미터 중에서도 전기장의 세기 변화(Fig.

14(a))와 전해질의 농도(Fig. 14(b)) 변화에 따른 자기조립 속도를

나타낸다. 속도는 기울기로 대응된다. 뿐만 아니라 매질의 유전율

및 입자의 농도도 조립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관찰되었다. 각 파

라미터들이 자기조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정리한 표가 Table 1

에 나와있다. 전기장의 세기와 전해질의 농도에 관한 결과는 이전

연구(ref 93)와 대등하게 확인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입자의

크기에 대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입자의 중량백분율을

(weight %) 유지하면서 입자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자기조립 속도

가 감소하고, 입자의 농도(particle concentration)를 유지하면서 입

자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조립 속도 뿐 아니라 사슬(branching)의 정도와 두께도 각 파라

미터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94]. 각 구형의 금 나노 입

자가 아닌 금 나노막대 입자들을 interdigitated 전극 상에서 DEP를

이용하여 자기조립한 연구도 있다. 금 나노막대는 위치 및 배향에

따라서 빛의 흡수 및 산란이 달라진다. 따라서 나노 스케일의 감지

장치 및 시스템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Fig. 15(a), (b)에

서 나타나듯이, 금 나노막대 입자는 교류 전압을 가해주면 두 전극

사이에서 정렬되어 대략 30분 내에 두 전극을 연결시킨다. 편광 된

현미경을 통해 편광판이 45° 및 135° 일때 최대 밝기를, 0° 및 90°

Fig. 14. Effect of the operating parameters on the assembly speed of

microwires: (a) electric field intensity; (b) electrolyte. In all

experiment the other parameters were kept constant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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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때 최소 밝기를 나타냄을 관찰하였고, 전극내에서 금 나노막대가

일정 축으로 정렬됨을 확인하였다[95]. 

4-2-2. 탄소 나노개체

정렬된 탄소나노튜브 층은 전하이동을 빠르게 하여 디바이스의

Table 1. Summary of parameters affecting the microwire growth by DEP-induced Au particle assembly. The general trends are given for three

growth characteristics within the ranges studied (Source: Adapted from reference-94)

 

Fig. 15. (a), (b) SEM images showing gold nanorod particles aligned

between electrodes; Darkfield polarized images acquired as

the sample was rotated in a plane between crossed polarizers,

at (c) maximum brightness (45o and 135o), (d) extinction (0o and

90o)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95).

Fig. 16. (a) The SWNTs arrang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Scale

bar=2 μm [96]; Assembly of (b) MWCNTs [100] and (c) SWCNTs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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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DEP를 이용하여 탄

소나노튜브를 정렬/조립하고 이를 응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96-99]. Sarker et al.은 DEP를 이용하여 SWNT의 농도와

주파수에 따라 얼마나 조밀하게 정렬되는지에 대한 변화를 관찰하

였다(Fig. 16(a)). SWNT 정렬의 밀도는 전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낮은 저항과 높은 전도도를 가진 field

effect transistors (FETs)를 제작할 수 있었다[96]. 이렇게 DEP에 의한

자기조립 특성은 디바이스의 전극 표면을 특성화 하는 데에 응용이 될

수 있다. Suehiro et al.은 DEP를 이용하여 SWCNTs,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MWCNTs) [100,101], Single-walled carbon naonhorns

(SWCNHs) [102]를 각각 전극에 정렬시켜(Fig. 16(b), (c)) NO2 및

NH3 가스를 감지하는 센서를 제작하였다. SWCNTs가 정렬된 전극은

NO2 가스센서 뿐만 아니라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1 Hz~300 Hz)

pH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를 보이며 pH 센서로의 활용 가능성 또한

보였다(Fig. 17(a), (b))[102,103].

또 다른 대표적인 탄소 나노개체인 GO 또한 자기조립에 의하여

전극 표면을 특성화 하는데 응용된다. Wang et al.은 DEP를 이용하

여 두 전극 사이에 나노 구조의 graphene oxide(GO)를 정렬하여 원

하는 위치에 잘 연결된 GO-network 전극을 제작하였다(Fig. 18(a),

(b)). 이 전극은 10 V 하에서 수소 가스 농도에 따른 저항변화를 보

이며 화학센서로 응용되었다(Fig. 18(c))[104].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EP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

하고, 유전영동 연구에 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3가지 전극 디자인

-polynomial, castellated, interdigitated-을 중심으로, 해당 전극 디

자인에 대한 전기장 시뮬레이션과 연구 사례들을 통해 전극의 특징

들을 파악하였다. 이 세가지 전극 디자인은 대표적인 예시로서, 여

Fig. 17. (a) Comparison of sensitivity of the gas sensors with Fig. 16

(b) and (c) electrodes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102). (b) pH-dependent impedance change of the

aligned-SWCNT based sensor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103).

Fig. 18. (a) A schematic diagram of a GO-based chemical sensor. GO

is aligned and connected between two electrodes by DEP. (b)

A SEM image of GO aligned between the electrodes. (c) The

change in resistance depending on the different H
2
 concen-

trations in environmental air (Source: Modified figure adapted

from reference-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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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소개된 디자인 외에도 DEP에 적용 가능한 전극 디자인은 다

양하므로 연구 목적에 따라 전극 디자인의 최적화 단계가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DEP를 다양한 분야에 응용한 사례들을 살펴보았

다. 입자의 분리 분야는 DEP를 이용한 분야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입자의 크기에 따른 분리 외에도 입자 마

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유전적 성질을 이용하여 분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빠르고 정확한 입자 이동 제어 기술이 요구되는

자기 조립 분야에서도 DEP가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DEP는 금

속 나노입자나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과 같은 기능성 나노입자의

움직임을 제어하여 자기조립 및 나노 코팅에 응용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였다. 또한, 생물입자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DEP 기

술은 진단 및 검사 기술과 같은 실질적인 응용분야에도 사용될 수

있다. 앞으로, DEP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전극 디자인 최적화,

파라미터 제어기술 발달 등이 이루어진다면, DEP는 응용분야를 더

욱 더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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