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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재 화학적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정상세포에도 작용해 

부작용을 일으키며, 또한 전이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특정 병소에 표적화된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DDS)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살모넬라 박테리아를 약물 전달체에 선택적으로 부착시켜 

이동성을 높인 박테리아 부착 약물 전달 시스템 제작에 관한 것이다. 

박테리아의 이동성을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은 외부 전력이 필요 없으며, 

특히 살모넬라(S. typhimurium)의 경우 특정 암세포에 대한 주화성이 

있어서 표적화된 DDS를 개발하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폴리카프로락톤 (poly-ε-carprolactone; PCL)으로 제작한 약물을 

탑재할 수 있는 정육각형 마이크로 챔버와 유전자변형을 통해 

형광발현을 하며 약독화된 살모넬라(SHJ2037)를 이용하여 DDS를 

제작하였다. DDS의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마이크로 챔버에 선택적으로 

살모넬라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챔버를 

포획할 수 있는 ‘트랩퍼’라는 구조체를 제작하고, 이용하여 

살모넬라를 마이크로 챔버에 선택적으로 부착시켜 보았다. 포획된 

전달체 표면은 트랩퍼가 물리적 장벽으로 작동하여 살모넬라가 트랩퍼에 

포획된 전달체 표면 중 일부 표면에만 부착하게 함으로써 박테리아의 

구조적인 선택적 부착이 가능하게 하였다. 즉, 박테리아는 층류를 따라 

정렬되어 이동하게 되고, 트랩퍼의 반대편인 개방된 마이크로 챔버 

표면에 부착된다. 

실험 결과, 트랩퍼는 60% 이상의 마이크로 챔버 포획률을 보였다. 

형광 발현된 살모넬라를 주입한 후, 마이크로 챔버 표면의 형광 변화를 

통해 살모넬라가 마이크로 챔버에 수 초 내에 부착된 것을 관찰하였고, 

전계방출 주사형 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을 통해 마이크로 챔버의 표면에 다량의 

박테리아가 선택적으로 부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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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테리아 부착 DDS의 속도는 약 67 um/min 정도이며, 이는 기존의 

박테리아를 이용한 DDS 속도의 2배 이상 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선택적인 박테리아 부착 기술은 기존의 DDS의 

이동, 전달속도 개선을 위한 기술로써, 실제 사용 가능한 박테리아 부착 

DDS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살모넬라, 층류, 마이크로 챔버, 트랩퍼, 약물전달시스템(DDS) 
학   번: 2012-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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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현재 화학적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포에도 세포독성 효과가 있어서, 구토, 위장장애, 탈모증, 

골수기능저하로 인한 백혈구 감소[1]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사용에 제한이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양의 

약물을 표적부위에 일정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머무르게 하여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약물전달 시스템 연구가 암 치료를 위해 

연구되고 있다. 특히 암세포 특성상 체내 다양한 장기와 부위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특정 병소에 표적화된 

약물전달시스템(targeted drug delivery system)의 연구가 필요하다. 

암 조직에 표적화된 약물전달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암 조직 주변의 

구조적 특징이나 화학적 특징을 이용해야 한다. 암 조직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정상세포와는 다른 주변의 엉성한 혈관 조직이 있다. 이는 

암세포에서 배출되는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라는 

성장인자에 의하여 생성되는 신생혈관이 짧은 기간 내에 형성되기 

때문이다 [2]. 이러한 특징으로 정상 혈관 조직에서는 빠져 나오지 

못하는 크기의 약물전달시스템도 암 조직 주변에서는 가능하다. 암 

조직의 화학적 특징으로 암 세포에서 분비하는 물질이나 암 조직에서 

과다 발현되는 특정 항원 또는 수용체가 있다. 특정 항원 또는 수용체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병소에서 동작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순환계를 이용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암 조직까지 도달하는 

전달체의 양이 일정하지 않아, 결국 전달체로부터 분비되는 약물의 

농도도 일정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암 조직을 향해 가는 새로운 표적화된 약물전달시스템(direct 

targeting DDS)이 연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병소로 직접 이동하는 약물전달시스템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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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장을 이용하여 자분(magnetic particle)을 포함한 약물 전달체를 

이동시키거나 [3][4][5], 주화성을 이용한 화학적 방법이 있다[6]. 

외부 자기장을 이용한 방법은 암 조직의 위치를 안다면 정확하게 

전달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혈관을 따라 이동하는 암 

세포와 같이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면 이 방법은 효율이 떨어져, 

적절치 못 하다. 

화학적 방법은 암 세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에 대한 주화성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In vivo 실험을 통해, 살모넬라 균주(Salmonella 

typhimurium)가 대장암을 표적화하여 부근에 군집을 이루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7]. 이 연구를 기초로 암 세포에 주화성을 가진 

살모넬라를 약물 전달체에 부착시켜 기존의 DDS의 이동성을 개선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6]. 하지만, 기존의 연구 그룹은 전달체에 

박테리아를 선택적으로 부착시키지 못해, DDS에 박테리아의 이동성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6][8]. 박테리아를 선택적으로 전달체에 

붙여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소혈청알부민(bovine serum albumin; 

BSA)를 코팅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9]. 그러나, BSA와 항암제 간에 

반응이 일어나[10] 코팅제로 BSA는 부적합하다. 또한 BSA를 이용한 

선택적 부착 방법은 코팅을 한 부분에도 박테리아가 부착되어 DDS의 

이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육면체 전달체 중 한 면에 집중적으로 

박테리아를 부착하기 때문에, 이동 시 유체의 저항을 많이 받는다. 

화학적 부착 방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안인 구조적 부착 

방법은 세균성 섬유소(bacterial cellulose)로 이루어진 원뿔형의 

구조체를 한 면만 개방한 후 단면만 박테리아를 부착하는 방법과 [11] 

육각형의 SU-8 구조체 중 웨이퍼에 붙어 있는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박테리아를 부착한 후, 웨이퍼로부터 SU-8을 긁어 박테리아가 

붙은 구조체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다 [12]. 그러나 구조적인 부착 

방법은 박테리아가 확률적으로 표면에 가까이 이동할 가능성에 기대어 

부착하기 때문에 박테리아 부착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존과 다른 박테리아의 선택적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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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살모넬라를 선택적으로 부착한 약물전달시스템 개념도① 

본 논문은 살모넬라를 약물 전달체에 선택적으로 부착시켜 이동성을 

높인 약물전달시스템 제작에 관한 연구이다 (그림 1). 암 세포에 주화 

반응이 있는 살모넬라의 특징을 이용해 이를 암세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센서로 사용하였고, 살모넬라의 편모 운동을 자가 이동장치로 

이용하였다. 살모넬라 운동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박테리아 부착이 약물 효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구조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미세유체의 층류(laminar flow)를 이용하여 

약물 전달체에 박테리아를 단시간에 부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모넬라(SHJ2037)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 약독화 

시켰으며, 녹색형광단백질(Green Fluorescence Protein; GFP)을 

사용하여 형광발현 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7]. 약물 전달체는 소수성 

폴리머인 폴리카프로락톤(poly-ε-carprolactone; PCL)을 적층시킨 

                                            
① 살모넬라 그림 출처: wise G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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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면체 구조물을 사용하였다 [13]. 형광 현미경을 통해, 살모넬라의 

부착 시간을 계산하였으며, 전계방출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으로 살모넬라가 선택적으로 

부착되었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박테리아기반의 

약물전달체의 이동 속도를 예측했다. 

 

제 2 절 암 치료용 표적지향 약물전달 시스템 

 

전이성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표적지향 

약물전달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표적 방법은 수동적 표적지향(passive 

targeting)과 능동적 표적지향(active targeting)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수동적, 능동적 표적 지향 방법은 암 세포가 있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운동성이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전이성 암을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암세포를 향해 가면서 동시에 표적할 수 있는, 

약물전달시스템 용도의 마이크로 로봇이 연구되고 있다. 

 

1.2.1. 수동형 표적지향 (positive targeting) 

수동형 표적지향의 경우, 암 조직에 가까운 혈관에 전달체를 주입한 

다음, 투과성 증가 및 저류(Enhanced Permeability and Retention; 

EPR) 효과를 이용한다. EPR 효과란 림프관이 암세포 주변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암 조직에 침투한 DDS가 배출되지 않고 장기간 

체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수동형 표적지향은 EPR 효과를 

통해 암 조직에 축적되나,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발현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표적화에 한계가 있다. 보다 

효과적인 표적화를 위하여 표적 부위에서 발현하는 수용체나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능동적 표적 지향이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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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투과성 증가 및 저류 효과에 따른 누출량 비교 [14] 

 

1.2.2. 능동형 표적지향 (active targeting) 

 

 

그림 3 뇌종양에 있는 수용체를 이용한 표적지향 이미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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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표적지향의 경우, 암 조직에서 과다 발현되는 특정 항원이나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ligand), 항체, 

압타머(aptamer)를 전달체의 표면에 부착시켜, 암 조직과 전달체 간의 

결합 반응을 이용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능동적 표적지향 방법에 나노 

자분(magnetic nano particle)를 도입하여 암세포 진단에 사용하는데 

[15], 이는 능동형 표적지향 약물전달시스템의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암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리간드가 이용되지만, 암조직 주변의 낮은 

pH 특성을 이용하여 pH-responsive ligands를 가진 전달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16], 암 세포의 종류 구분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리간드-약물 결합에서 결합 가능한 약물의 

한계로 다양한 항암제 사용이 불가능하며, 혈류를 통해 이동하여 표적에 

도달하는 것이 일정치 않고 확률적이다. 

 

제 3 절 박테리아를 이용한 마이크로 로봇 

 

이동성을 위한 전원을 DDS용 마이크로 로봇에 추가하기에는 

로봇의 크기 축소에 한계가 있기에, 자기장을 이용한 방법과 같이 외부 

전원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로봇을 움직이는 방법이 주로 연구되고, 

박테리아와 같은 생물 자체의 움직임을 이용한 마이크로 로봇도 

연구되고 있다. 

 

1.3.1. 자기장을 이용한 마이크로 로봇 

마이크로 로봇 구조체에 자분을 섞거나 니켈과 같은 금속을 

코팅하여 자기장에 반응하도록 하여, 외부 코일을 이용하여 원하는 

병소로 마이크로 로봇을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자분은 심장과 간에 

독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17] 사용에 제한이 있으나, MRI에 

사용되는 자분을 이용하거나, 폴리머로 자분을 코팅하여 자분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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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코일을 이용한 마이크로 로봇의 3차원 이동 

DGIST의 최홍수 연구팀은 폴리머로 제작한 전달체에 니켈을 

코팅하여 외부 자기장에 반응할 수 있게 한 다음, 약물 대신에 

근아세포를 전달체에 키워 생체 적합한 3차원 이동이 조절 가능한 

마이크로 로봇 결과를 얻었다 [18](그림 4). 이 결과를 통해 세포 

독성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면서 원하는 병소까지 섬세하게 마이크로 

로봇을 이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 

 

 

그림 5 FeRx의 외부 자기장을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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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x 회사 개발한 그림 5의 제품은 가해진 외부 자장에 반응하여 

전달체가 조직을 향해 이동하는 개념을 이용하였다. FeRx는 1μm의 철 

반응성 탄소(iron-activated carbon)을 사용했는데, 이는 자석에 비해 

마그네틱 모먼트(magnetic moment)가 훨씬 크다. 철분(iron)이 표적 

기관 근처의 혈관에 주입되고, 단일 외부 자장이 철분을 끌어 당겨, 

조직의 상피세포을 뚫고 표적 기관에 침투하게 된다. 현재 간이나 

방광에 시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9]. 

외부 자기장을 이용한 마이크로 로봇은 안정적인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암 조직의 위치를 미리 알지 못하면 사용 불가능하며 

또한 혈관에 돌아다니고 있는 암 세포를 치료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1.3.2. 자기장을 이용한 마이크로 로봇 

Bifidobacterium bifidum, Clostridium beijerinckii, Salmonella 

Typhimurium, E. coil는 종양을 표적 지향하는 특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7][20] (그림 6) 박테리아를 암 조직을 향해 스스로 

움직이는 약물전달시스템의 운동체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대표적으로 Akin 등 [21]은 나노 입자의 약물전달체를 L. 

monocytogene 박테리아에 부착시킨 마이크로봇(microbot)을 

개발하였다 (그림 7). 이 연구는 단순히 약물을 이동시키는 역할로서만 

박테리아를 사용하지 않고, 나노 입자에 DNA 플라즈마를 넣은 뒤, 

박테리아가 암 세포에 도달한 후 암 세포 내에 들어가 나노 입자에 

들어간 DNA 플라즈마가 발현되어 암 세포를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유전자 치료 역할도 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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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유방암이 있는 4TO7 쥐 모델에 살모넬라가 암세포 지역으로 

이동 후 군집을 이룬 모습 

 

 

그림 7 약물과 DNA 플라즈마를 넣은 나노 입자를 박테리아 표면에 

부착시킨 마이크로봇(mic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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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박테리아 부착 연구 

 

1.4.1. 박테리아와 생체 적합 물질 간의 부착 메커니즘 

박테리아 기반의 약물전달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약물 전달체를 

제작에 쓰이는 생체 적합 물질과 박테리아 간의 부착 원리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박테리아의 부착은 물리화학적 상호작용과 

분자 및 세포의 상호작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DLVO(Derjaguin-Landau-Verwey-Overbeek) 모델, 열역학적 모델, 

extended DLVO 모델이 제시되었다.  

DLVO 모델은 박테리아와 생체 적합 물질의 표면 간에 반 데르 

발스의 힘과 박테리아와 물질 기층 사이의 전기 이중층(electrical 

double layer)의 음전하(-) 간의 상호작용으로 부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DLVO 모델은 전해액 안에서 음전하를 띄지 않은 다른 

표면과 박테리아 간의 부착 특성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22]. 

열역학적 모델은 부착을 박테리아와 생체 적합 물질의 표면 간에 반 

데르 발스의 힘과 열역학적 자유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본다. 하지만 

박테리아가 부착 할 때, 물질 표면의 에너지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Extended DLVO 모델은 기존 DLVO 모델에 친수성/소수성 작용에 

의한 산-염기의 상호 작용을 추가하였다 [23]. 하지만, Extended 

DLVO 모델로 얻은 이론값과 실험값을 비교한 연구 결과가 없어 이 

모델이 알맞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앞서 제시한 박테리아와 생체 적합 물질간의 부착 모델은 어떠한 

모델도 부착 메커니즘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다. 주변 환경의 변화와 

박테리아와 생체 적합 물질의 다양성 등 여러 변화 요인이 있어 실제 

실험을 통해 부착 메커니즘을 규명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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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생물학적 결합을 통한 박테리아 부착 

 

그림 8 바이오틴과 스트렙타아비딘 간의 결합을 이용한 박테리아 부착 

박테리아 부착 메커니즘의 불분명한 규명으로 박테리아가 붙은 생체 

적합 물질을 찾는 것이 아닌 항원-항체 반응과 같은 생물학적 결합 

방법을 이용하여 박테리아를 부착하는 연구가 있다. 박성준 외 [6]는 

전달체 표면의 스트렙타아비딘(streptavidin)과 S.typhimurium의 

표면에 있는 바이오틴(biotin) 간의 결합을 이용하여 박테리아를 

부착하였다 (그림 8). 이 방법은 안정적으로 박테리아를 부착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렙타아비딘을 전달체 표면에 코팅 시, 선택적으로 코팅할 수 

없고, 따라서 박테리아가 사방으로 붙게 되어 이동성이 떨어지게 된다. 

 

1.4.3. 표면 선택적 박테리아 부착 연구 

박테리아의 운동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달체 표면에 

박테리아를 선택적으로 부착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박테리아가 

잘 붙는 SU-8이나 폴리스티렌(polystyrene), 세균성 

셀룰로오스(bacterial cellulose)를 이용하여 화학적 처리나 물리적으로 

일부 표면에 박테리아가 붙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는 일부 표면에 플라즈마를 처리하여 박테리아가 일시적으로 

붙지 못하게 하거나[12], 소혈청 알부민을 SU-8에 코팅하여 

박테리아와 SU-8 간의 부착율을 감소시키는 연구가 있다 [9] (그림 9). 

이 방법들은 생물학적 결합 방법과 비교하여 박테리아의 선택적 부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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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나, 플라즈마의 경우 큰 에너지를 물체에 가하기 때문에 약물이 

들어간 약물 전달체에 플라즈마 처리를 하는 경우 약물이 상당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소혈청 알부민과 같은 단백질은 약의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10]. 

 

그림 9 소혈청알부민을 SU-8 표면에 코팅하여 박테리아의 부착율을 

감소시킨 연구 결과 

  

그림 10 그물 구조인 세균성 셀룰로오스에 박테리아를 선택적으로 부착 



 

 13 

물리적으로 일부 표면에 박테리아가 붙지 못하게 하는 연구로는 

실리콘 웨이퍼 상의 감광 전 SU-8 조각에 웨이퍼와 맞닿은 곳을 

제외한 표면에 박테리아를 부착한 후, 이 SU-8을 웨이퍼로부터 

긁어내는 방법이 있다 [12]. 또한 박테리아가 잘 붙은 세균성 

셀룰로오스로 구조체를 제작하고 한 면만 박테리아가 들어올 수 있게 

개방하여, 개방된 면에 박테리아가 붙게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11](그림 10). 이처럼 물리적 방법으로 박테리아의 선택적 부착을 

시도한 연구는 화학적 처리 방법과는 달리 약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감소한다. 하지만 그림 10과 같은 방법의 경우, 박테리아가 

좁은 통로를 통과해 세균성 셀룰로오스에 붙을 확률을 고려하면 

박테리아 부착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방법을 

통해 다량의 약물전달시스템용 마이크로 로봇을 제작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생산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제 5 절 박테리아 이동성 연구 

 

 

그림 11 S. marcescens 를 부착한 10μm의 PS 비드 이동 실험 결과 

 

박테리아의 편모 운동성을 마이크로 로봇의 미세 동력 장치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약물 전달체로 사용 가능한 구조체에 박테리아를 부착한 

후, 이동성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 조직을 향해가는 주화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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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운동성이 있는 박테리아인 E. coli, S. typhimurium, S. 

marcescens가  가장 많이 연구 되고 있다. 박테리아는 주변환경에 변

화가 없을 때 집단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보인다. 박테리아 기반의 마이

크로 로봇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조체에 붙은 다량의 박테리

아가 회전 운동이 아닌 방향성 있는 운동을 하도록 제어할 수 있어야 한

다. 박테리아의 운동을 제어하기 위해 자기장이나 화학 물질의 농도 변

화를 이용하여 운동성을 감소 또는 향상시키거나, 자외선 조사를 통해 

박테리아가 움직이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 [9].그림 11는 화학물질을 

이용해 직경 10μm인 폴리스티렌(polystyrene, PS)에 부착된 S. 

marcescens의 이동성을 제어한 연구이다. S. marcescens 가 부착된 비

드의 주변환경에 구리이온(Cu2+)을 투입하면 움직임이 정지하며, 

EDTA(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용액으로 Cu2+를 중화시키면  

움직임이 재개된다. 이 실험에서 측정한 평균 이동속도는 약 15 ± 6 

μm/s 이다 [24]. 

나아가 동일한 PS 비드에 박테리아의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Pluronic® F108(Sigma-Aldrich Co., USA)을 코팅한 후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pluronic 코팅을 제거 하여 코팅 유무에 따른 속도를 비교한 

결과, 이동 속도가 28 ± 10 μm/s로 향상됨을 보였다 [8]. 폴리스테렌 

이외에 SU-8, PDMS, 실리콘에 박테리아를 부착하여 이동성 평가 실험

도 진행되었다 [25].  5 μm ~ 400 μm까지 다양한 크기의 정사각형, 

삼각형 구조의 구조물에 S. marcescens 를 부착하여 박테리아 자체의 

이동 및 회전 운동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12). 선택적으로 박테리아

를 붙이면 무작위로 박테리아를 부착한 것에 비해 이동 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보인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박테리아의 선택적 부착

이 박테리아 기반의 마이크로 로봇의 속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암 조직을 향해가는 주화성을 이용하여 박

테리아를 방향성 있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기존 연구에 비해 더 향상된 

속도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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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8 구조물의 이동성 평가 

 

(b) Silicon 구조물의 이동성 평가 

그림 12 S. marcescens가 부착된 SU-8, silicon 구조물의 이동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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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설계 및 물질 

 

박테리아를 선택적으로 부착하고 또한 단시간에 부착을 완료하기 위

해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육면체 모양의 약물 전달체

인, 마이크로 챔버를 포획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마이크로 채널 안에 제작

하였다. 이 구조물의 이름을 트랩퍼(trapper)라 명명하였다. 그림 13(a)

와 같이 마이크로 챔버가 들어간 유체를 마이크로 채널에 투입하면, 마

이크로 챔버는 트랩퍼에 포획된다. 포획을 마친 뒤, 박테리아를 층류를 

따라 흐르게 주입한다(그림 13(b)). 이 층류에 의해 박테리아는 정렬되

어 마이크로 챔버 표면에 부착되게 된다. 부착을 마친 후, 반대방향으로 

유체를 주입하면 그림 13(c)와 같이 박테리아-마이크로 챔버 구조체를 

얻을 수 있다. 

    실험에서 육각형 적층 PCL 마이크로 챔버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부 조동일 교수 연구팀으로부터 공급받았다. 이 PCL 마이크로 챔버는 

X-ray 노광으로 제작되며 노광 정도에 따라 표면을 그물 구조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13]. 마이크로 챔버는 적층 구조로 되어 있어 2개 

이상의 약물을 탑재할 수 있고, 소수성 폴리머인 PCL로 제작되어 전부 

분해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약물 분비가 가

능하다. 본 논문에서 모든 변이 ~50μm 길이의 PCL 마이크로 챔버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박테리아는 전남대 의대 민정준 교수 연구팀이 유

전자 조작하여 형광발현을 하면서 약독화한 살모넬라(S. typhimurium)

를 사용하였다 [7][26]. 이 살모넬라는 결장암과 유방암 등 특정 암 세

포에 주화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체적으로 일부 암세포를 공격하는 

특성이 있어 암 치료를 위한 마이크로 로봇 제작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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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마이크로 챔버를 트랩퍼에 포획 

(b)

 

(b) 박테리아 주입하여 마이크로 챔버 표면에 부착 

(c)

 

(c) 역방향으로 유체를 주입하여  

박테리아-마이크로 챔버를 시스템으로부터 방출 

그림 13 선택적 박테리아 부착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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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마이크로 플루이딕 장치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장치는 기존 물리적인 방법으로 박테리아를 

선택적 부착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층류를 이용하여 박테리아를 

부착시켜 부착 속도를 개선하려 한다. 따라서, 본 장치 상에서 트랩퍼와 

마이크로 챔버 주변의 유체의 흐름을 분석하여 층류를 이용한 빠른 

부착이 가능한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시뮬레이션(COMSOL 

Multiphysics, COMSOL Inc., USA) 을 통해 층류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2.1.1. 마이크로 챔버 회전 형태에 따른 유체 변화 

그림 14는 마이크로 챔버의 회전 형태에 따라 유체와 맞닿는 

마이크로 챔버 주변의 유체 흐름을 비교한 것이다. 

 

(b)

(a)

 

그림 14 마이크로 챔버의 회전 형태에 따른 주변 유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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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그림 14(a)의 경우, 그림14(b)보다 

표면 가까이 유체가 빠른 속도로 균일하게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체를 따라 박테리아가 이동할 경우, 마이크로 챔버의 형태가 

그림 14(a)일 때 보다 빠르고 균일한 박테리아 부착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면에 박테리아를 부착 시키므로 더욱 많은 박테리아를 

부착할 수 있어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1.2. 트랩퍼에 의한 유체 변화&분석 

 

 

그림 15 트랩퍼 뒤쪽으로 생기는 소용돌이 

그림 14(a)와 그림 15를 비교해서 보면, 마이크로 챔버 뒤쪽에 소

용돌이(eddy vortex)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용돌이에 의

해 마이크로 챔버의 뒤쪽 면에도 박테리아가 부착될 수 있다. 그러나 트

랩퍼가 있는 경우, 챔버 뒤쪽을 막아서 소용돌이에 의해 박테리아가 원

치 않는 부분에 부착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선택적 박테리아 부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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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마이크로 플루이딕 장치 설계 

 

1cm

(a)

 

(b)

5mm

(i)

(ii)

1

2

 

(a) 마이크로 플루이딕 장치 
(b) 장치의 도면 

(i) 트랩퍼 배열, (ii) 블락커 

그림 16 박테리아의 선택적 부착을 위한 마이크로 플루이딕 장치 

박테리아 선택적 부착을 위해 제작한 마이크로 플루이딕 장치는 

2X2cm로 제작하였다 (그림 16(a)). 마이크로 플루이딕 장치의 

가운데는 여러 개의 트랩퍼를 배열하여 마이크로 챔버의 포획률을 

높였다. 그리고 포획되지 않은 마이크로 챔버를 재사용하기 위한 

수집영역을 S자 채널로 설계하였다. 그림 16 (b)의 (i)는 트랩퍼를 

배열한 부분으로 마이크로 챔버를 포획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6 (b)의 

(ii)는 블락커(blocker)로 트랩퍼에 포획되지 않은 마이크로 챔버가 2번 

주입구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 

 

2.2.1. 트랩퍼 설계 

박테리아의 선택적 부착을 위한 장치의 요소 중 하나인 트랩퍼는 

마이크로 챔버의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그림 17). 트랩퍼의 

가운데는 20μm의 공간을 두어 포획된 박테리아-마이크로 챔버를 

추출할 시, 트랩퍼로부터 손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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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um

(a)

20um

20um

(b)

70um

 

그림 17 제작한 Chevron 형태의 트랩퍼 

 

2.2.2. S자 채널 설계 

S자 채널은 트랩퍼에 포획되지 못한 마이크로 챔버를 수집하여 

재사용하기 위해서 설계하였다. 채널의 수리저항성(hydraulic 

resistance)을 높이기 위해서 S자 채널은 길게 설계하였다. 박테리아

-마이크로 챔버를 트랩퍼로부터 추출할 때, 그림 16(b)의 2번 주입구

에서 유체를 흘려 보내면 높아진 수리저항성에 의해 유체는 S자 채널

로 이동하지 못하고 결국 트랩퍼 배열이 있는 채널로 흐르게 될 것이

다. S자 채널은 폭 300μm, 길이 6cm로 설계하였으며, 트랩퍼가 있

는 중앙 채널은 폭 1.2mm, 길이 7mm로 설계하였다. 트랩퍼에 의한 

수리저항성까지 고려하여, 두 채널의 수리저항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𝑅𝑚𝑚𝑚𝑚 ≈  
12𝜇 ∙ 7 × 10−3

(1.2 × 10−3)(70 × 10−6)3(1 − 0.630 ∙ 70 × 10−6 1.2 × 10−3)⁄ ≈ 0.212𝜇 × 1015 (Ω)  ⋯ (1) 

 

𝑅𝑆 ≈  
12𝜇 ∙ 60 × 10−3

(300 × 10−6)(70 × 10−6)3(1 − 0.630 ∙ 70 × 10−6 300 × 10−6)⁄ ≈ 40.194𝜇 × 1015(Ω) ⋯ (2) 

 
 

식 (1)의 Rmain은 트랩퍼가 있는 중앙 채널의 수리저항성이다. 식

(2)의 Rs은 S자 채널의 수리저항성이다. 식 (1)과 (2)을 비교하면 S자 

채널의 수리저항성이 200배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박테리

아-마이크로 챔버를 추출할 때, 유체는 S자 채널로 흐르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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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트랩퍼 배열 설계 

 

200um

140um

200um
 

그림 18 트랩퍼 배열 

마이크로 챔버를 다량으로 포획하기 위해 채널 안에 트랩퍼를 적절

한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그림 18). 동일 선상에 있는 트랩퍼 간의 간

격은 마이크로 챔버가 협착되지 않게 140μm로 조정하였고, 트랩퍼 배

열 간의 간격은 다른 트랩퍼에 의해 흐트러진 유체 흐름이 다시 층류가 

되는 길이를 고려하여 200μm로 조정하였다. 각 배열은 서로 엇갈리게 

위치시켜 마이크로 챔버가 주변 구조체에 영향을 받아 쌓이는 것을 방지

하였다. 

    트랩퍼 간의 간격이 층류를  얼마나 변형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컴

퓨터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그림 19). 그 결과, 트랩퍼에 의해 흩어

진 유체의 흐름이 다시 층류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제 실험에서 흐름을 확인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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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그림 19 (a) 배치된 트랩퍼들 주변의 유체 변화 (b) 마이크로 챔버가 

포획된 후, 트랩퍼 배열 주변의 유체 변화. 흩어진 유체는 다음 트랩퍼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층류를 이룬다 

 

2.2.4. 블락커 설계 

    블락커는 마이크로 플루이딕 장치의 아래 쪽에 위치한 분기된 두 채

널 중 한 채널의 입구에 위치해 있다. 블락커는 트랩되지 못한 마이크로 

챔버가 블락커가 있는 채널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 결국, 

마이크로 챔버는 반대편 채널인 S자 채널로 이동하게 된다. 그림 20을 

보면 블락커의 형태와 블락커에 막혀 반대편 채널로 이동하는 마이크로 

챔버를 확인할 수 있다. 블락커의 크기는 마이크로 챔버가 통과하지 못

하게 간격을 40μm로 하였고, 기울기를 줘서 마이크로 챔버가 반대편 

채널로 이동하기 쉽게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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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um

40um

(b)

(a)

 

그림 20 (a) 블락커 (b) 마이크로 챔버들이 블락커의 반대편 채널로 

이동하는 모습 

 

제 3 절 마이크로 플루이딕 장치 공정 
 

마이크로 플루이딕 장치를 제작하기 위해 포토리소그래피로 마스크

를 제작하였다. 반도체공동연구소의 클린룸에서 SU-8 

2025(MicroChem. Inc., USA)을 사용하여 높이 35μm로 스핀코팅하고

(500rpm 15sec, 3800rpm 40sec), 소프트 베이킹 후 스핀코팅을 반복

하여 높이를 총 70μm로 제작하였다. 소프트 베이킹 후, 웨이퍼를 다시 

스핀코터에 올려 속도를 1000rpm를 높이고, SU-8 

developer(MicroChem. Inc., USA)를 스포이드를 사용하여 뿌려 웨이

퍼 끝에 70μm이상 쌓인 SU-8을 제거하였다. 그 후, MA-6 Aligner 

(Karl-suss, Germany)를 사용하여 노광을 하고, 95oC 핫플레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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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킹을 8분 진행하였다. 다음 SU-8 developer에 5분간 담아 빛에 

노출되지 않은 SU-8을 제거하였다. 제작된 SU-8 몰드를 가지고 실험

실에서 소프트 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해 장치를 제작하였다. 마스크에 

poly-dimethyl siloxane (PDMS)를 부어 굳힌 후, O2 plasma(Femoto 

Science, Korea) 처리하여 슬라이드 글라스에 부착하였다. 

SU-8

Si wafer

Mask

PDMS

Glass

UV

(a)

(b)

(c)

(d)

(e)

 

그림 21 마이크로 플루이딕 장치 공정 순서 (a) SU-8을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스핀코팅 (b) UV 365nm로 노광 (c) SU-8 감광 (d) 소프트 

리소그래피 공정 (e) 마이크로 플루이딕 장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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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박테리아 배양 

살모넬라의 Luria-Bertani (LB)배지를 2가지 종류로 제작하였다. 

액체 LB 배지는 증류수 500mL, tryptone(BactoTM, BD) 5g, yeast 

extract(BactoTM, BD) 2.5g, NaCl(BactoTM, BD) 5g를 넣고, 고체 LB 

배지는 액체 LB 배지에 7.5g agarose powder(DUKSAN, Korea)를 

넣었다. 이를 autoclave에 넣어 멸균한 다음, 액체 LB배지에는 

Kanamycin과 Ampicillin을 50ug/mL 넣어 냉동보관 하였다. 고체 

LB배지는 식기 전에 perti dish에 부어 굳혔다. -70 oC 냉장고에 보관 

중인 유전자 변형된 살모넬라 vial에서 살모넬라를 조금 채취하여 고체 

LB배지에 펴 바른 후, overnight 인큐베이터에 넣어 두었다. 고체 

LB배지에서 자란 살모넬라 중 원형에 가까운 살모넬라 군집을 채취하여 

액체 LB배지 10mL에 넣고, 120rpm의 shacking 인큐베이터에 넣어 

살모넬라를 배양하였다. 배양 4-5시간 후, OD600이 3.0~3.5를 확인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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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마이크로 챔버의 그물 구조 

 
PCL 마이크로 챔버의 표면을 FE-SEM으로 촬영하여 표면이 그물

구조를 이루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2). 본 논문에서 박테리아 부착 

후, 표면을 확인하여 원래의 PCL 표면과 비교하여 박테리아의 부착 여

부를 판단하였다. 

 

(a) PCL 마이크 챔버 표면 

 

(b) PCL 표면 확대 

그림 22 다층 PCL 마이크로 챔버의 FE-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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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방법 

 

주사기 펌프(Harvard PHD 2000, USA)를 사용하여, 마이크로 챔버

와 dimethyl sulfoxide(DMSO)가 섞인 유체, 증류수, 그리고 액체 LB

배지에 있는 살모넬라를  주입했다. 주입하는 순서를 연속적으로 변환하

기 위해 스위칭 밸브(six-port switching valve, IDEX, USA)를 사용하

였다. 그림 23는 주사기 펌프와 스위칭 밸브를 장치에 연결한 실험 구

성도이다. 

 

Micro 
chambers

S. typhimurium

LB broth

Switching 
valve

 

그림 23 실험 구성도 

마이크로 챔버와 채널 사이의 마찰력 감소를 위해 마이크로 챔버를 

DMSO에 104ea./mL 농도로 섞었다. 그러나 살모넬라는 DMSO에서 자

랄 수 없으므로, 살모넬라를 주입하기 전에 증류수를 채널에 주입하여 

DMSO를 제거하였다. 각 물질의 주입 순서와 속도는 표 1과 같다. 실험

에서 사용한 살모넬라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 파란색 파장(485nm)에서 

녹색(535nm)을 띄나, 명확한 관찰을 위해 LIVE/DEAD® BacLight™ 

bacterial viability kit(Invitrogen, Mole-cular Probes, Eugene, 

Oregon, USA)를 사용하여 형광염색을 하였다. 살모넬라는 가장 움직임

이 활발한, 배양 후 4-5시간 뒤 실험을 시작하였다. 실험의 모든 과정 

은 도립형광현미경(IX51 Olympus, JAPAN)을 통해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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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물질의 주입 순서와 속도 

Order Material Flow rate 

① Micro chambers 10uL/min 

② D.I. water 10uL/min 

③ S. typhimurium 3u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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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제 1 절 마이크로 챔버 포획 

 

 

그림 24 트랩퍼 배열들에 마이크로 챔버가 ~64% 포획 

 

본 마이크로 챔버의 포획 과정은 10분 이내에 완료 되었다. 

DMSO에 섞인 마이크로 챔버를 주입하자 그림 24에서와 같이 트랩퍼에 

포획되었다. 3개의 장치에 마이크로 챔버를 주입한 결과, 한 채널에 

있는 78개의 트랩퍼 중에 평균 49개에 정상적인 마이크로 챔버가 

포획되었다. 결과적으로 63.4%의 트랩퍼에 정상적인 마이크로 챔버가 

포획 되었고 9.6%의 트랩퍼는 불규칙한 크기의 마이크로 챔버가 

포획되었으며, 27%의 트랩퍼에는 어떤 것도 포획되지 않았다. 본 

결과로 마이크로 챔버의 수율이 89.3% 임을 알 수 있다. 



 

 31 

트랩퍼의 마이크로 챔버 포획율이 60%를 약간 넘는 수준이나,  

마이크로 챔버의 수율을 높이고, DMSO에 섞인 마이크로 챔버를 적절한 

농도와 속도로 주입한다면 트랩퍼의 포획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 2 마이크로 챔버 주입 후, 트랩퍼의 상태 

Microfluidic 
device No. 

Number of trapper 
occupied with normal 

microchamber 

Number of trapper 
occupied with 

irregular 
microchamber 

Number of 
trapper 

unoccupied 

1 49* (62.8%) 8 (10.3%) 21 (26.9%) 

2 51 (65.3%) 5 (6.4%) 22 (28.2%) 

3 48 (61.5%) 10 (12.8%) 20 (25.6%) 

Average 63.4 % 9.6 % 26.9 % 

*The total number of the trapper in each device is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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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박테리아 선택적 부착 

 

 

그림 25 박테리아 부착을 형광으로 확인 

    형광 염색된 살모넬라를 마이크로 플루이딕 장치에 주입하며 박테리

아의 부착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유체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던 살모넬

라는 마이크로 챔버 표면에 부착되었다 (그림 25). 살모넬라 부착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마이크로 플루이딕 장치를 통해 완성한 박테리아-마

이크로 챔버를 FE-SEM (S-5000, Hitachi, JAPAN)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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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d)
(e)

(b) (c)

(d) (e)

 

그림 26 FE-SEM으로 관찰한 선택적 박테리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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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7 박테리아가 선택적으로 부착된 마이크로 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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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은 박테리아-마이크로 챔버의 표면을 촬영한 것으로 윗면

을 보면 박테리아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림 26 (c)를 보면, 박

테리아가 표면에 선택적으로 부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량의 박테리아-마이크로 챔버의 표면을 확인하였으며 선택적 박테리

아 부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7). 

마이크로 챔버 표면의 박테리아 부착 사진을 통해 박테리아의 부착 

밀도를 계산해 보면 0.02-0.9마리/μm2 이다. 따라서 마이크로 챔버에 

붙은 박테리아의 수는 100-4500 마리/개 이다. 

 

제 3 절 유체 흐름 분석 

     

본 장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박테리아가 짧은 시간 동

안 최대한 정렬되어 부착되게 유체의 흐름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실제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비슷한 유체의 흐름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았다. 

 

(b)(a)

 

그림 28 (a) 실제 박테리아가 흐르는 모습과 (b) 컴퓨터 시뮬레이션 

마이크로 챔버를 포획 시킨 후, 형광발현 된 살모넬라 박테리아를 

본 장치에 주입하였다. 3uL/min 속도로 주입된 박테리아는 그림 28 (a)

과 같은 흐름을 보인다. 그림 28 (b)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유체의 흐름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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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박테리아 부착 시간 

 

본 실험에서 사용한 살모넬라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자체적으로 형

광발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박테리아가 마이크로 챔버 표면에 부착이 

된다면, 챔버 표면의 형광 밝기가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는 마이크로 챔버의 표면 밝기 변화를 분석하였다. 

3개의 샘플을 바탕으로 살모넬라 주입시 촬영한 동영상을 0.5초 간격으

로 캡쳐한 후, 살모넬라가 부착되지 않은 면의 밝기를 기준으로 살모넬

라가 부착되는 면의 밝기를 비교분석하고 평균 내어 이를 지수 함수 그

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29). 

1.0 sec 6.0 sec
 

그림 29 형광발현 살모넬라 주입 후, 마이크로 챔버 표면의 광도 변화 예 

분석을 통해 박테리아 부착 속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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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를 보면, 3초 내외로 형광 밝기의 변화가 포화상태에 이른다. 

이는 3초 이후에는 박테리아 부착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

서 기존 연구에 비해 상당히 빠른 박테리아 부착 속도를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장치는 박테리아를 선택적으로 부착시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수 초 내에 박테리아를 부착시킬 수 있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제 5 절 박테리아-마이크로 챔버 이동 속도 

 

    동일한 박테리아를 사용한 기존 연구[6]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작한 박테리아-마이크로 챔버의 이동 속도를 예측하였다 (표 3). 

 

표 3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유추한 박테리아-마이크로 챔버의 이동속도 

Sate of trapper Load per bacteria Rate 

Previous research 0.5 ng / 7 bacteria 30 μm/min 

Bacteria-based 
micro robot 
(our result) 

143 ng / 4500 bacteria 67.34 μm/min 

 

    이전 연구에서 7 마리의 박테리아를 붙인 반지름 3μm의 폴리스티

렌 비드의 속도는 30μm/min이 였다 [6]. 폴리스타이렌의 밀도는 

0.96-1.04 g/cm3 임으로, 7마리의 박테리아가 0.5 ng의 무게를 30 μ

m/min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결론이 나온다. 같은 방법으로 본 연구의 

박테리아-마이크로 챔버의 속도를 유추해 본다면, 4500마리의 박테리아

가 143ng의 무게를 견디므로 67.34μm/min의 속도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50X50X50μm 크기의 PCL 마이크로 챔버를 사용

하였다. 만일 마이크로 챔버의 면의 길이를 감소시킨다면 부피의 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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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길이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박테리아 하나 당 견디는 무게는 상당

히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박테리아가 부착될 수 있는 마이크로 챔버의 

면적은 면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여 감소하여 부착된 박테리아의 수는 상

대적으로 덜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50μm의 크기일 때 유추한 박테리

아-마이크로 챔버의 속도보다 마이크로 챔버의 크기를 줄인다면, 더 큰 

속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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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암 치료를 위한 박테리아 기반의 마이크로 로봇을 효

율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기술을 제시하였다. PCL 기반의 약물탑재용 마

이크로 챔버와 암에 표적 지향성이 있는 박테리아인 살모넬라를 결합하

여 박테리아 기반의 마이크로 로봇을 제작하였다. 제작을 위해 트랩퍼라

고 명명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챔버의 일부 표면을 구조적으로 

박테리아로부터 분리하여 선택적인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장치는 유체의 흐름을 이용하여 10분 내외로 63%의 트랩퍼에 

마이크로 챔버를 포획시켰으며, 박테리아를 주입하여 3초 내외로 마이크

로 챔버 표면에 박테리아 부착을 완료하였다. 완성한 박테리아 기반의 

마이크로 로봇을 FE-SEM 촬영을 한 결과, PCL 마이크로 챔버의 표면

에 선택적으로 박테리아가 0.02-0.9마리/μm2의 밀도로 부착것을 확인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박테리아 기반의 마이크로 로봇은 기존의 박테

리아를 이용한 약물전달 시스템에 비해 짧은 시간에 다량의 박테리아를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한 제작이 가능하며, 방향성 있

게 박테리아를 부착하여 박테리아의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마이크

로 로봇이다. 또한 박테리아 기반이므로 다른 약물전달 시스템용 마이크

로 로봇에 비해 생체 적합한 바이오-약물전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약물전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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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abrication and Evaluation of Selective 

Bacterial Attachment Device Using Lamina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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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Bacteria based drug delivery system can actively swim toward specific 

tumor tissue with self-propulsion, so it didn’t require continuous external 

power. However, previous studies couldn’t use the mobility of bacteria 

efficiently. This study presented a simple microfluidic method for attaching 

bacteria to micro drug chambers selectively. We used modified S. 

typhimurium, which has a low toxicity and natural tumor-targeting ability. 

Micro drug chamber is made of PCL (polycaprolactone) polymer which is 

low cost and degrades slowly. A ‘trapper’ was designed for capturing 

micro chamber one by one and took roll of physical barrier to bacteria 

attachment. Bacteria traveled along laminar flow and were attached to 

chamber open surface in alignment. About 64% of trapper caught micro 

chamber. After injecting bacteria, absorbed bacterial chamber was 

completed within seconds and we confirmed bacteria attachment of 

selective chamber surfaces using SEM. In this thesis, the method of 

selective bacterial attachment shows bio-DDS potential of the proposed 

drug delivery system. 

Keywords : S.typhimurium, laminar flow, micro chamber, trapper, drug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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