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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온칩(Cells on Chips) 기술

하 태 열

기능성연구단

Cells on Chips Technology

Tae-Youl Ha

Food Function Research Center

서 론

포스트 게놈시대에 생체 내 수많은 유전자의

역할과 genomic, proteomic 정보를 보다 효율적

으로 해석하기 위한 실험기법으로서 DNA chip,

protein chip과 같은 바이오칩이 주목 받고 있

다. 즉 바이오칩이란 DNA나 protein과 같은 생

체물질을 유리, 실리콘, 고분자 등의 재질로 된

고체기질 위에 고밀도로 집적화 한 것으로 생

물학적 BT기술과 IT기술이 접목된 융합기술로

서 유전자 연구 및 임상진단, 신약개발 등 관

련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현재 개발, 상용화되고 있는 바이오칩은 DNA

chip, 단백질 chip, 생체삽입용 칩, Lab on a

chip 등을 들 수 있으며, 크게는 microarray

chip과 microfuidics chip으로 구분된다. DNA

chip은 수백에서 수 만개의 DNA 유전자를 slide

glass상에 정렬, 고정화 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세포 등에서 추출한 RNA로 조제한 형광

표식 cDNA를 hybridization 시켜 각 유전자의

발현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한 번의 실험으

로 수많은 유전자의 발현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전자 발현 연구, 신규 유전자 기능연구 및 유

전자 검색 tool로 이용되고 있다. Protein chip

은 분자가 안정하게 고정화 될 수 있도록 전

처리한 표면위에 결합능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생체분자를 spotting이나 patterning 기술을 이용

하여 고정화 시키고 분석하고자 하는 생체분자

가 포함된 시료용액을 첨가한 다음 capture

molecure과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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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여러 가지 분석방법(형광 분석기, Surface

Plasmon Resonance, 질량 분석기 등)을 이용하

여 high throughput으로 분석하는 장치이다.

Cell chip은 기존의 DNA, protein chip 과는 달

리 다수의 세포를 작은 공간에 고정시킨 chip

으로서 cell 중의 DNA, RNA, morphology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intact cell에서의

morphology 변화와 유전자, 단백질의 변화를 동

시에 분석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microfluidic system을 이용하여 살아

있는 세포의 성장, 물질의 처리, morphology 변

화 및 각종 바이오마커의 분석이 하나의 마이

크로시스템 내에서 가능한 셀온칩(cells on

chips)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Microfluidic system으로 되어 있는 셀온칩은

생화학, 생물 의학 및 환경적 기능을 가진 cell-

based sensor로서 뿐만 아니라 세포나 조직의

기능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tool을 제공하는 다

기능 마이크로시스템이다. 즉, 기존의 칩들이 대

부분 기판위에 항체, DNA, 단백질의 리간드 등

을 이용하여 물질의 분석에 기반을 둔 반면, 셀

온칩 기술은 live cell을 이용함으로써 생물학적,

화학적 활성의 변화, 반응 메카니즘을 구명할

수 있다. cell-based microsystem 연구는 assay

의 여러 단계들을 하나의 마이크로시스템으로

통합하는 “lab-on-chip”이나 “micro-total-analysis-

system(µTAS)”을 이용하고 있으며 통합 micro-

fluidic 시스템으로서 로봇이나 microplate을 이

용하여 최소화, 기계화를 통해 저노동, 저비용,

고효율로 비교적 간편하게 실험할 수 있다. 

셀온칩의 원리

셀온칩 마이크로 시스템 기술의 기본적 구조

를 보면 그림 1과 같다. 즉, 하나의 microfluidic

                                그림 1. 마이크로 시스템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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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내에서 세포배양, treatment, cell selection,

lysis, 각종 생화학적 분석, 이미지 분석까지 가

능하다. 즉 이러한 여러 기능을 단일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제로서 현재는

아직 부분적으로만 이용되고 있으며 fabrication,

integration, communication with the macro-

environment 등의 관련 기술은 향후 과제로 남

아있다. 

Microfluidic system의 요소기술들을 보면 그

림 2와 같이, cell culture, treatment, selection,

lysis, separation, analysis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요소별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Cell culture

그림 2와 같이 한 개의 chip위에 6개의

bioreactor가 있고, 각각의 bioreactor는 극소수의

                   그림 2. Cell based 마이크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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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포환경을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micropatterning 기술이 접목된 micro-

fibrication, 마이크로테크놀로지로 세포에 필요

한 환경을 정밀하게 통제함으로서 세포의 성장

에 따른 세포의 모양, 성질의 변화를 생화학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다. 세포환경,

세포의 부착 간격, 세포외 기질 등의 디자인이

가능하며, 세포외 기질에 의한 분화축선의 조절

은 조직의 morphogenesis와 다른 진행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간세포(hepatocyte) 배양의 예를 보면, 신규 개

발되는 많은 신약들이 약물 그자체가 간세포에

손상을 주거나 그 대사물질에 독성이 있기 때

문에 임상실험에서 실패하는 예가 많아 간세포

의 in vitro 배양은 생화학분야에서 특별한 관

심을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의 간과 같은

조건을 모방한 배양 시스템이 개발됨으로써 간

독성학 연구가 용이하게 되었다. 간조직에서 간

세포는 영양, 수용성 인자, 산소가 모세혈관과

담즙 소관을 통해 수송되어지는 복합적인 3D

환경에서 생존하므로, perfused 3D liver reactor

는 실리콘을 이용하여 300 um 너비 channel의

array 위에 조립되어 있다. 이러한 3D reactor에

seeding 한 간세포는 오랫동안(3주 정도) 생존

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분화된 형태를 관찰할

수 있으며 in vivo에서 관찰될 수 있는 것과 같

은 강한 junction과 desmosomes(인접한 세포를

결합시키는 부위)같은 세포간의 상호작용을 분

명하게 지니고 있다. 간 상피(epithelial) 세포와

Kupffer 세포와 같은 다른 형태의 간세포를 동

시에 co-culture하면 간세포의 생존기간이 증가

하고, 알부민의 분비 같은 간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다. Micro-patterned 2D co-culture 시스템

을 이용하여, 간의 특성이 간세포간의 상호작용

과 함께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차원적인

표면에 두가지의 세포를 동시 배양하는 근래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 micro-patterning 기술은

homo-나 heterotypic 세포간의 상호작용을 확실

하게 조절할 수 있다. Micro-fabricated culture

는 독성학 연구에도 적용이 될 수 있으며, in

vivo 조직과 유사한 in vitro 실험모델로서도 이

용 가능할 것이다.

Cell stimulation and selection

Microfluidic 시스템을 통한 세포의 미세환경

조절은 세포 생물학의 기초연구를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세포 형태나 특성을 조절하는 pathway

의 연구는 세포외(外) 환경에서 특정한 변화를

주어 세포 반응을 모니터링하여 얻어질 수 있

다. 그 때문에, 마이크로시스템은 생화학적

pathway, 세포 사멸 프로그램, 조직의 형태 형

성의 기본적인 연구를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 Microfluidic에서 부착세포

의 세포환경 조절은 부착세포의 경우, 세포에

흐르는 액체의 유동성을 조절함으로서 가능하

다. 액체의 유동성은 수용성인자의 전달뿐만이

아니라, 응력(shear)을 통해 물리적인 힘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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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예를 들면, flow-stream lamination

과 splitting의 반복적인 조합으로 세포의

chemotaxis를 촉진하는 복잡한 농도변화를 줄

수 있다. 

Cell sorting

Microfluidic 시스템에서는 선택적인 trapping

이 가능한 유체이동(fluidic tranport) 으로 세포

를 분류하게 한다. 불균질한 세포혼합물로부터

단일의 세포군을 분리하는 기술은 특정세포의

생화학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Microfluidic system에서는 전기적 특징이나 형

광마커와 같은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특정 세포를 분리한다. 마이크로 시스템에서는

전기장이 선호하는 영역에 따라 전극을 integrate

하기 쉬우므로 개개의 세포들을 이동시키고 분

리하기 위한 Dielectrophoresis(DEP)를 쉽게 할

수 있다. DEP는 세포 형태나 활성상태에 따라

전기용량(capacitance)과 전도성(conductance)같

은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DEP

와 microfluidic을 통해, MDA231 암세포가 미

세전극하에 선택적 캡쳐방식을 이용하여 희석

된 혈액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다. Fluorescently

activated cell sorters(FACS)는 형광특성을 이용

하여 세포를 collection chamber로 분류할 수 있

는 데, 세포의 농도와 순도에 따라, 세포는 90

미만의 enrichment factor, 회수율 16~50%로 최

대 1초당 40 cells까지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세

포는 microfluidic channel 표면 위에 고정되어

있는 단백질에 대한 세포 표면 receptor의 친화

성에 의해서도 분리할 수 있다. 세포와 적정 표

면 receptor와의 일시적인 부착은 channel을 통

하는 세포의 이동을 지연시키고 이로 인하여 2

가지 형태의 세포들이 크로마토그래피 분리가

이루어진다. Microfluidic 분류 시스템이 전극,

밸브와 펌프를 접목하여 고성능의 분리가 가능

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마이크로시스템은

조절이나 검출을 위해 렌즈나 현미경 같은 광

학기기에 의존한다. 최근에는 polymer waveguide

와 렌즈가 합쳐진 microchip based flow

cytometer가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상용화 되지

는 못하고 있다.

Biochemical analysis of cell 

lysates

마이크로스케일의 생화학적 분석을 위한 통

합 기기 개발은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으나,

cell lysate와 같은 복잡한 생화학 혼합물의 정

량 분석은 아직 연구 중에 있고 비교적 단순

한 샘플에 한해서는 분석이 가능한 장치들이

개발되어 있다. 단백질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핵산분석보다 더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단백질

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RNA나 DNA의 특

성보다 더 다양하고, 무엇보다 DNA나 RNA와

는 달리 단백질을 증폭시키는 방법이 없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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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lysis

실험실에서 cell lysis는 일반적으로 detergent

와 같은 시약이나 기기로 세포막을 파열하는데,

microfluidic 장치는 또 다른 cell lysis 방법 중

의 하나가 될 수 있다. Triton x-100을 이용한

화학적 lysis와 sodium dodecyl sulphate

(SDS)를 이용한 변성은 마이크로규모에도 적용

될 수 있다. 화학적인 lysis의 큰 이점은 일반

적인 생물학 연구의 최적 buffer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리적인 lysis는 사용되는

시약이 이후의 분석에 방해가 될 때에 대체

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일반적인

마크로수준의 분석과 유사한 마이크로수준의

shear lysis 방법으로 나노수준의 barb에 의해

세포의 lysis가 가능하다. 물리적인 lysis의 또

다른 방법으로서 전기천공법은 통합 미세일렉

트로드를 이용하여 수율을 높일 수 있으며, 전

기적 lysis 방법은 SDS를 통한 lysis 방법보다

8배 빠르다. 

Sample preparation

단백질과 DNA획분은 나노미터 크기 필터가

부착된 microfibricated sieving 으로 분리 할 수

있다. 그러나 capillary electrophoresis, gel

electrophoresis, electrochromatography나 isoelectric

focusing(IEF)같은 electrokinetic 분리방법에 의

거한 마이크로 시스템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

다. 이 마이크로 시스템은 종래의 일반적인 방

법보다 더 적은량으로도 빠르게 분리가 된다.

또한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electrokinetics 단백

질의 분리는 CE와 electrochromatography의 조

합, gel electrophoresis와 IEF의 조합 등과 같은

2D system을 이용함으로서 분리능을 높일 수 있

다. Electrokinetic 기술은 높은 농도의 단백질과

peptide 샘플을 만드는데도 이용할 수 있다.

PCR과 reverse transcription PCR(RT-PCR)을

이용한 DNA와 RNA 증폭 기술은 핵산의 검출

과 정량에 좋은 실험방법이다. 가열과 온도센서

용 electrode가 integrate 된 PCR 증폭 마이크로

기기는 PCR cycle의 열반응을 조절하는데 이용

된다. 

Analytical techniques

Cell lysates를 정량하기 위한 기술은 매우

다양하다. Electrophoretic 분리 기술을 포함한

마이크로 시스템의 주된 장점은 흡광 기술이

나 비교적 간단한 형광마커로서 검출과 정량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샘플 분리 후에 샘플

은 광학검출기에 바로 pass되고, 측정이 된다.

electrophoretic separation이 장착된 마이크로

시스템은 단백질 동정과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분석을 위한 mass spectrometer와

합쳐질 수 있다.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널리 이

용되고 있는 단백질의 분석이나 검출을 위한

또 다른 정량방법은 antibody captur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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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ody에 기초한 기술은 분석에서의 특이성

을 높이기 위하여 항원과 항체간의 높은 선택

성과 친화력이 필요하다. 통합 microfluidic 시

스템은 고체 지지대나 channel 표면에 capture

antibody를 코팅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마

이크로시스템은 샘플 1 ul로 10분 이내에

hybridization을 할 수 있다. 분석용 micoro-

fluidic 시스템에서 적은 양의 샘플로 신속하고

재현성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샘플 준비단계

와 분리단계의 통합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genomic분야와 proteomics 분

야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

다(그림 3). 

활용방안 

이상에서 살펴 본 셀온칩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신약개발

을 비롯하여 각종 바이오센서, 유전자 기능분석,

cell signaling 분석, 단일 세포 분석, stem cell

연구 등 생물학의 기초연구 및 의약계에서 주

로 부분적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향후, 셀온칩 기술은 기능성 식품분야

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에

는 Human Genome Project의 완성이후 omics

첨단기술을 식품분야와 연관시켜 식품 phyto-

chemical과 인간유전체간 관련성 추적, 영양관

            그림 3. Integrated cell analy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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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질병 제어 및 맞춤형 처방 분야로 응용하려

는 연구가 핵심 연구 분야로 부상하고 있고, 또

한 최근에는 영양소·식품성분과 genomics의

interaction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각 개인의 DNA 검사를

통해 개인의 특정 질병 관련 유전자의 발현 및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맞춤형 건강 및 영양 컨

설팅과 맞춤영양제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향후 개인 맞춤형기능성 식

품 개발에도 활용될 것이다. 또한, 기능성 검증

에 있어서도 신규바이오마커 또는 조기바이오

마커 발굴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식품성분의

작용기전 구명 연구에도 셀온칩 기술을 적용함

으로서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적 실험설계가 가

능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발 주기 단축, 나아가

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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