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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미세유체 장치에서 매우 균일한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를 부분젤화법을 통해 손쉽게 제조하는 방법을 소개한

다. 펙틴 수용액과 이와 섞이지 않는 칼슘이 분산된 오일용액 사이의 수력학적 변수들을 조절하여 펙틴 수용액의 흐름을 안

정적으로 늘어진 유동을 형성하고 두 상의 계면에서 칼슘 이온의 킬레이트화 반응으로 펙틴 수용액을 부분젤화 시킨다. 부
분젤화된 펙틴 수용액은 미세유체 장치 외부의 염화칼슘 수용액에서 오일 용액과 상분리 되고 완전히 젤화되어 미세섬유로 

제조된다.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의 굵기는 초기 주입되는 펙틴 수용액의 부피유속을 조절함으로써 재현성 있게 제어된

다. 제조된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의 직경은 200에서 500 마이크로미터 범위이며 모든 두께 조건에서 5% 이하의 변동계

수를 가짐으로써 매우 균일함을 증명하였다. 또한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에 생체물질을 단일공정으로 고정화 함으로써 

생체물질 담지체나 조직공학의 지지체로써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 펙틴, 미세유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 단분산성

Abstract : This study introduces a method to easily fabricate highly monodisperse pectin hydrogel microfibers in a microfluidic 
device by using partial gelation. The hydrodynamic parameters between the pectin aqueous solution and the calcium ions con-
taining oil solution are precisely controlled to form a stable elongation flow of the pectin aqueous solution, and partial gelation of 
the pectin aqueous solution is performed by the chelating of the calcium ions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two phases. The 
partially gelled pectin aqueous solution is phase-separated from the oil solution in an aqueous calcium chloride solution outside 
the microfluidic device and is completely gelled to produce monodisperse pectin hydrogel microfibers. The thickness of the 
pectin hydrogel microfiber is controlled in a reproducible manner by controlling the volumetric flow rate of the initially injected 
pectin aqueous solution. The pectin hydrogel microfibers were 200 to 500 micrometers in diameter and had a coefficient of 
variation below 5% under all thickness conditions, indicating that the pectin hydrogel microfibers produced by partial gelation are 
highly monodisperse. In addition, biomaterials can be immobilized to the pectin hydrogel microfibers produced by a single process, 
demonstrating the possibility that our pectin hydrogel microfiber can be used as carriers for biomaterials or tissu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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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이드로젤(hyrogel)은 탁월한 친수성 및 생체 적합성으로 

인해 약물전달 시스템[1-3], 식품산업[4,5], 생의학 공학[6,7] 및 

조직 공학의 지지체(scaffold)로써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8,9]. 
하이드로젤은 사용목적에 따라 입자(particle) [10-12], 섬유(fiber) 
[13-18], 시트(sheet) [19,20], 패드(pad) [21,22]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제조된다. 특히 하이드로젤 섬유는 체내의 혈관처럼 

산소, 영양분, 사 산물과 같은 물질의 이동이 용이하여 특히 

조직 공학 분야에서 각광받는 소재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23,24]. 뿐만 아니라 하이드로젤은 천연 혹은 합성 고분자의 

구성성분과 구성비율에 따라서 팽윤 및 수축성, 탄성, 극성, 기
계적 특성 등 다양한 물성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다[25,26]. 
표적인 천연 고분자는 알지네이트(alginate) [27,28], 펙틴(pec-
tin) [26,29], 키토산-글리세롤 인산염(chitosan-glycerol phos-
phate salt) [13,30], 콜라겐(collagen) [31,32] 등이 있으며 합성

고분자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polyethylene glycol) [17,33], 
메타아크릴릭 에시드(methacrylic acid) [34,35], 폴리N-아이소

프로필 아크릴아마이드(poly-N-isopropyl acrylamide) [36,37]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천연 고분자인 펙틴은 고등 식물의 세포벽에 존

재하는 복잡한 구조의 폴리사카라이드(polysaccharide)로써 식

품산업에서 젤화제(gelling agent) 및 증점제(thickening agent)
로써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물질이다[38]. 펙틴은 부분 에스

터화 된 D-갈락투론산(esterfied D-galacturonic acid)으로 구성

되며 칼슘과 같은 2가 양이온과 킬레이트화 반응(chelation)에 

의해서 젤화(gelation)되어 계란상자(egg box)구조의 하이드

로젤을 형성한다[39]. 펙틴의 계란상자 구조에 세포나 생활성

(bioactive) 물질을 함입할 수 있음으로써 상처 치료(wound dre-
ssing) [40], 유전자 전달(gene transfer) [41]에 사용될 뿐 아니

라 킬레이트화 반응을 이용하여 장-특이적 약물전달(colon- 
specific drug delivery system)이 가능한 천연 질병예방제(natural 
prophylactic agent)로써 사용될 수 있다[38,42]. 하지만 펙틴의 

낮은 기계적 특성으로 하이드로젤의 형태를 정교히 제어하기 어

려우며 부분 다른 고분자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실정이다[39].
본 연구에서는 미세유체 장치에서 부분젤화(partial gelation)

를 이용하여 균일한 굵기를 갖는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

를 제조하였다.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는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액을 연속상으로 사용하여 미세유로 내에서 부분젤화 

시키고 외부의 염화칼슘 수용액에서 완전젤화(external gela-
tion)로 제조되었다. 펙틴 하이드로젤의 점도에 따른 강성(sti-
ffness)과 표면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미세유로 내에서 수력학

적 변수조절에 따른 펙틴 수용액의 유동(flow) 특성을 상도표

로 정리하였다.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의 제조에 있어서 

부분젤화 유무에 따른 조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부분젤화의 

필요성을 증명하였다. 형성되는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는 

분산상의 부피유속으로 굵기를 자유롭게 제어하였다. 단일공

정으로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와 생체물질 고정화를 수행

하였고, 고정된 물질이 하이드로젤을 제조하는 데 영향을 미

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 실험방법

2.1. 재료

미세유체 장치의 마스터 몰드 제작에 사용되는 음성 감광

재(SU8 3050)와 현상액(SU8 developer)은 Microchem (MA, 
USA)에서 구매하였다. 미세유체 장치를 구성하는 폴리디메

틸실록산(polydimethyl siloxane, PDMS, Sylgard 184)은 Daw 
Corning (MI, USA)에서 구매했다.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

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염화칼슘(Calcium chloride), 미네랄 

오일(Mineral oil), 솔비탄 모노올레이트(sorbitan monoolete, 
Span 80), 플루오레세인이소티오시안산염이 표지된 소혈청

알부민(fluorescein isothiocyanate labelled bovine serum albumin, 
FITC-BSA), 그리고 폴리에틸렌 글리콜 솔비탄 모노라우레이트

(polyethylene glycol sorbitan monolaurate, Tween 20)는 Sigma- 
Aldrich (MO, USA)에서 구매하였다. pH7.4인 인산완충생리

식염수(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는 Gibco (Grand Island, 
NY, USA)에서 구매하였다.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의 주 성

분인 저-메톡실 펙틴(low-methoxyl amidated pectin, LM-106 
AS-YA)는 Jupitor International CO., LTD.에서 제공받았다.

2.2. 미세유체 장치 제작

미세유체 장치는 전형적인 반도체 제작공정으로 잘 알려진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와 복제몰딩(replica molding) 
기술 중 하나인 소프트리소그래피(softlithography)를 통해서 

제작하였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사용되는 마스크(mask)는 미세유체 

패턴(pattern)을 AutoCAD (Autodesk, CA, USA)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여 실측 설계한 뒤 50,000 dpi의 해상도로 출력하여 

사용하였다. 미세유로의 높이는 90 µm가 되도록 3 inch의 실

리콘 웨이퍼에 음성감광제(SU8 3050)를 도포한 뒤 스핀코팅

(spin coating)을 수행하였다. 95 ℃의 온도에서 소프트베이킹

(soft baking) 후, 마스크를 위에 덧 고 자외선(ultra violet, UV)
을 노광시켜 미세유로 패턴을 음성감광재 상에 광가교 시킨

다. 포스트베이킹(post baking)과 현상 공정을 거침으로써 미

세유로가 양각으로 형성된 마스터 몰드를 제작하였다.
이 마스터 몰드에 PDMS 단량체와 경화제를 10:1 비율로 

섞은 혼합용액을 붓고 65 ℃의 오븐(oven)에서 6시간 동안 열 

가교를 수행한다. 열 가교가 완료된 PDMS는 미세유로의 패

턴이 음각으로 새겨진다. 미세유로의 유입구는 1.5 mm의 직

경을 갖도록 천공(punching)하고 유출구는 PDMS를 절삭하여 

형성하였다. 미세유로의 바닥이 되는 기판(substrate)은 슬라

이드글라스(slide glass)로써 미세유로 패턴이 새겨진 PDMS
와 같이 산소 플라즈마(oxygen plasma) 처리를 통해 부착시킴

으로써 미세유체 장치를 제작하였다. 

2.3. 용액의 제조

본 연구의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는 미세유체 장치 내

부에서 부분젤화(partial gelation)가 선행된 다음 미세유로의 

유출구를 통해 외부의 염화칼슘 수용액으로 이동하여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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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neration of pectin hydrogel microfiber in micro-
fluidic device. (a)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of the microfluidic device. The microfluidic 
device was dipped in the bath of CaCl2 aqueous solution. 
(b) Procedure of generation of pectin hydrogel mi-
crofiber. Pectin hydrogel microfiber is generated in 
four steps including i) pectin solution elongation, ii) 
partial gelation, iii) oil removal, and iv) full gelation. 
Black and white arrows indicate the flow directions of 
the pectin and CaCl2 oil solutions, respectively. (c) 
Generation of elongated flow of pectin solution in 
microfluidic device. Ca2+ ions in the CaCl2 oil solution 
diffuse to the interface between the pectin and the 
CaCl2 oil solutions, partially gelled with the extended 
flow of the pectin solution. (d) Generation of pectin 
hydrogel microfiber at the end of microfluidic device. 
At the end of the microfluidic device, the CaCl2 oil 
solution is separated from the CaCl2 aqueous solution 
by the difference in density. The partially gelled elon-
gation flow of pectin solution expands by spilling out 
into a large space and is completely gelled in a CaCl2
aqueous solution. All scale bars are indicate 300 µm.

젤화(full gelation) 됨으로써 제조된다.
부분젤화를 위해서 서로 섞이지 않는 펙틴 수용액과 염화

칼슘 오일 혼합용액이 제조되어 사용되었다. 펙틴 수용액은 

분산상으로써 저-메톡실 아민화 펙틴을 인산완충생리식염수

에 1, 3, 5 wt%의 질량분율로 용해시켰다. 염화칼슘 오일 혼

합용액은 연속상으로써 4 M의 염화칼슘 수용액과 2 wt% 질
량분율로 Span 80이 용해된 미네랄 오일을 1:3의 부피비율로 

섞었다. 이 혼합용액 속에서 칼슘 이온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초음파처리(ultrasonification)하여 유화(emulsification)시킨 뒤, 
90 ℃의 회전 증발기(rotary evaporator) 안에서 수분만 증발시

킨다. 남은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액에는 강제로 분산된 칼슘 

이온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유체 장치 안에서 펙틴 수

용액을 부분젤화 시킬 수 있다.
부분젤화된 펙틴 수용액을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액에서 분

리(separation) 하고 완전히 젤화시키기 위해서 미세유체 장치 

외부에 염화칼슘 수용액으로 채워진 저수조(bath)를 두었다. 
염화칼슘 수용액은 0.1 wt%의 질량분율로 Tween 20을 포함

하고 4 M의 염화칼슘이 증류수에 용해된 수용액이다. 완전 젤

화된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는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hol, IPA)로 세정(washing) 하여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액을 제거하여 회수할 수 있다.

2.4. 미세유체 장치 조작 및 분석 방법

용액들은 개별적으로 주사기(syringe)에 담겨 정교한 유속

제어가 가능한 시린지 펌프(syringe pump, PHD 2000, Harvard 
Apparatus, MA, USA)를 통해 미세유체 장치 내부로 주입된다.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는 형광 역상 현미경(fluorescence 
inverted microscope, TE-2000U, Nikon, Japan)과 전하 결합 소자 

카메라(charge-coupled device camera, CCD camera, Coolsnap 
cf, photomatrics, AZ, USA)로 촬영되고 Image-pro Plus (Media 
cybernetics, MD, USA)로 분석되었다. 펙틴 수용액의 농도에 

따른 점도(viscosity)의 변화는 우베로드 점도계(Ubbelohde 
Viscometer)로 측정하였다. 펙틴 수용액의 점도에 따른 펙틴 

하이드로젤의 강성(stiffness)과 표면특성은 마이크로피펫 흡

인법(micropipette aspiration) [29,43]과 주사전자현미경 (scan-
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통해 각각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미세유체 장치를 활용한 펙틴 미세섬유의 제조

단분산성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를 제조하기 위해서 미

세유체 장치를 활용하였다. 이 미세유체 장치는 염화칼슘 수

용액이 담긴 투명한 페트리 접시(petri dish)에 놓여져 펙틴 하

이드로젤 미세섬유가 제조되는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Figure 1(a)). 염화칼슘 수용액은 미세유체 장치에서 

제조된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를 완전히 젤화하고 수집하

는데 사용된다. 보다 자세하게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를 

제조하는 과정은 Figure 1(b)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
세유체 장치에는 분산상인 펙틴 수용액과 연속상인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액이 서로 다른 유입구를 통해 미세유로 내부로 

주입된다. 미세유로의 접합점에서 두 용액은 서로 마주치고 

단일 미세유로로 합류되어 유출구로 빠져나간다. 이 때, 염화

칼슘 오일 혼합용액은 단일 미세유로의 내벽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흐르고 펙틴 수용액은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액 내부

에 길게 늘어진 유동을 형성하여 흐른다(Figure 1(b)의 i) 단
계, Figure 1(C)).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액속 칼슘 이온은 길

게 늘어져 흐르는 펙틴 수용액과의 계면에서 천천히 확산되

고 킬레이트화 반응을 통해 펙틴 수용액의 표면에서부터 부

분젤화를 시킨다(Figure 1(b)의 ii)단계). 부분젤화된 펙틴 수

용액은 연속상인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액과 미세유로의 절삭

면을 통해서 외부로 빠져 나온다.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액은 

외부의 염화칼슘 수용액과 서로 섞이지 않으며 밀도 차이에 

의해서 서로 상분리를 통해 제거된다(Figure 1(b)의 iii) 단계). 
실험에 사용된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액의 밀도는 0.805 g m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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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hysical properties of pectin. (a) The viscosity of pectin 
solution and the stiffness of pectin hydrogel according 
to pectin concentration. Both viscosity and stiffness 
tend to increase linearly with increasing pectin concen-
tration. (b) SEM image of pectin hydrogel according to 
pectin concentration. The nanoporous structures of the 
pectin hydrogel surface grows with increasing pectin con-
centration and has a size of several hundred nanometers.

이며 염화칼슘 수용액의 밀도는 1.199 g mL-1이다. 반면 부분젤

화된 펙틴 수용액은 염화칼슘 수용액 속으로 이동하여 외부

의 칼슘이온으로 인하여 완전히 젤화되어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로 제조된다(Figure 1(b)의 iv)단계, Figure 1(d)). 이 

때, 부분젤화된 펙틴 수용액은 좁은 미세유로에서 넓은 염화

칼슘 수용액으로 유입됨에 따라서 유체들에 가해졌던 압력이 

제거되고 부분젤화된 펙틴 수용액의 선속도가 낮아진다. 부
분젤화된 펙틴 수용액의 선속도는 감소하지만 주입되는 부피

유속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부분젤화된 펙틴 수용액의 

유동은 미세유로에서보다 미세유체 장치 외부에서 더 굵은 

굵기를 갖게 형성된다. 부분젤화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러한 현상은 발견되지 않으며, 이는 이후 3.4 단원과 Figure 
4에서 증명하였다.

3.2. 펙틴의 물성확인

펙틴 수용액에서 펙틴의 질량분율을 제어함으로써 펙틴 하

이드로젤 미세섬유의 물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펙틴 수용액의 1, 3, 5 wt%의 질량분율에서 펙틴 수용

액의 점도, 펙틴 하이드로젤의 강성과 표면특성을 확인하였

다. 펙틴 수용액의 점도는 미세유체 장치에서 펙틴 하이드로

젤 미세섬유를 제조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 단분산

성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를 제조하기 위해서 펙틴 수용

액은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액 속에서 길게 늘어져 흐른다. 두 

용액의 점도 차이가 큰 경우 유체들 사이의 계면흐름에서 전

단변형(shear strain)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점성 좌굴(viscous 
buckling)이 발생한다. 점성 좌굴에 의해서 미세섬유는 변형

되고 심할 경우 미세유로를 막아버린다[44]. 본 연구에서 점

성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질량분율은 1, 3, 5 wt%의 조건이었

으며, 이 때 펙틴 수용액의 점도는 각 4.14, 25.96, 52.64 cP 
로 확인되었다(Figure 2(a)의 회색 네모표지). 펙틴 수용액에

서 펙틴의 질량분율이 증가는 칼슘이온과 같은 2가 양이온과 

킬레이트화 반응으로 젤화되는 에스터화 된 D-갈락투론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펙틴 하이드로젤의 강성을 증가

시킨다(Figure 2(a)의 흰색 원 표지). 펙틴 하이드로젤의 강성

은 마이크로피펫 흡인법으로 측정되었다[29,43]. 마이크로피

펫 흡인법이란 연성재료의 표면을 음압(negative pressure)이 

걸린 모세관으로 흡인하여 변형된 정도를 기반으로 연성재료

의 강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펙틴의 질량분율이 1, 3, 5 
wt%로 증가됨에 따라 펙틴 하이드로젤의 강성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625, 724, 859 Pa 로 측정되었다. 제조된 펙틴 하이드

로젤의 표면은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측되었다(Figure 2(b)). 
펙틴의 질량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표면의 미세기공의 직경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범위는 약 50에서 150 nm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나노미터 수준의 미세기공은 표면에 

적절한 세포 접착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공학의 

지지체의 중요 요소로써 활용될 수 있다[45,46]. 

3.3. 펙틴 수용액의 유동 특성 제어

단분산성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미세유체 장치 내에서 펙틴 수용액의 유동 특성(flow status)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펙틴 수용액은 표

적으로 4가지 유동 특성을 보이며, 이는 액적(droplet), 불안정

한 유동 형태를 보이는 전이구간(transition), 늘어진 유동(el-
ongation), 역류(counter flow)로 나눌 수 있다(Figure 3(a)). 펙
틴 수용액의 유동 특성은 펙틴 수용액과 연속상인 염화칼슘 오

일 혼합용액의 부피유속 조절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Figure 
3(b)). 모세관 수(capillary number, Ca = µU γ-1)는 미세유로 

내부의 유체를 정의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써 연속상

인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액의 선속도(U), 점도(µ)와 분산상인 

펙틴 수용액과의 계면장력(γ)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17,47- 
49]. 모세관 수와 펙틴 수용액의 부피유속(Qp)의 수력학적 변

수조절에 따른 펙틴 수용액의 유동 특성을 분석하고 상도표

로 나타내 보았다. 본 실험에서 펙틴 수용액의 질량분율은 3 
wt%이며,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액과의 계면장력은 17.21 mN 
m-1이다.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액의 점도는 11.93 cP이고 선

속도는 미세유로로 주입되는 부피유속으로 도출할 수 있으며 

0.15에서 3.84 cm s-1의 범위로 조절되었다. 우리가 선정한 모

세관 수의 범위에서 액적 형태의 유동 특성은 게 5 µL min-1 
이하의 낮은 펙틴 수용액의 부피유속 조건에서 관찰되었다. 
액적 형태의 유동 특성에서 펙틴 수용액을 부분젤화, 완전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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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presentative flow statuses following capillary numbers 
and volumetric flowrates of pectin solution (Qp). (a) 
Optical images of four representative flow statuses in 
the microfluidic device. Square, triangle, circle, and 
diamond indicate droplet, transition, elongation, and 
counter flow of pectin solution, respectively. All scale 
bars are indicate 300 µm. (b) Phase diagram for four 
representative flow status. Each flow statuses can be 
easily controlled by capillary numbers and volumetric 
flowrates of pectin solution.

Figure 4. Partial gelation for generating monodisperse pectin hy-
drogel microfiber. (a) Demonstration of partial gelation 
of pectin solution in microfluidic device. The partially 
gelled elongation flow of pectin solution did not rupture 
or agglomerate despite curling due to transient flow 
changes. (b)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partial gelation. 
In the case of partial gelation, the elongation flow of the 
pectin solution is transferred to the bath of CaCl2

aqueous solution while maintaining their flow status 
and forms a pectin hydrogel microfiber by full gel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absence of partial gelation, the 
elongation flow of pectin solution ruptures in a bath of 
CaCl2 aqueous solution and fails to form pectin hydro-
gel microfiber. All scale bars are indicate 300 µm.

화를 시키면 단분산성 구형 하이드로젤 입자를 확보할 수 있

다[26,29]. 전이구간은 액적과 늘어진 유동 특성의 사이에 존

재하는 구간으로써 매우 불안정한 유동 현상을 보인다.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늘어진 

유동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 모세관 수가 0.11 × 10-2에서 0.27 
× 10-1까지 범위에서 늘어진 유동 특성은 펙틴 수용액의 부피

유속의 특정 범위(10 ~ 60 µL min-1) 로 조절될 수 있다. 펙틴 

수용액의 부피유속이 60 µL min-1 이상일 경우, 상 적으로 

낮은 모세관수 영역에서는 연속상인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액

의 주입채널 쪽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높은 모세

관수 영역에서는 미세유로 내 압력의 축척이 심화되어 미세

유체 장치에서 누수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단분산성 펙틴 하

이드로젤 미세섬유를 제조하기 위해서 늘어진 유동 특성을 

보이는 수력학적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3.4. 펙틴 수용액의 부분젤화의 영향 확인

미세유로 내에서 펙틴 수용액이 부분젤화 되었음을 Figure 
4(a)의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연속상인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

액의 주입을 초 단위에서 일시적으로 멈추었다가 다시 재주입

을 하여 펙틴 수용액의 늘어진 유동 특성에 변화를 유도하였

다.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액과 펙틴 수용액의 계면에서 칼슘

이온의 확산으로 인해 겉 표면부터 부분적으로 젤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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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onodisperse pectin hydrogel microfibers manufactured 
by partial gelation method in microfluidic devices. (a) 
Dependence of thickness of pectin hydrogel microfiber 
on the volumetric flowrate of pectin solution. The 
volumetric flowrate of the CaCl2 oil solution was fixed 
at 20 ul min-1. (b) Protein encapsulated pectin hydrogel 
microfibers. Optical and fluorescence images of pectin 
hydrogel microfiber encapsulated with FITC-BSA were 
shown on the left and right, respectively. All scale bars 
are indicate 300 µm.

되며, 일시적인 연속상의 흐름변화로 인해서 펙틴 수용액의 

늘어진 유동이 접히게 되더라도 서로 맞닿은 유동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다. 따라서 미세유로 내에서 펙틴 수용액의 부

분젤화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였다. 다음으로 부분젤화의 유

무에 따른 조실험을 Figure 4(b)에서 수행하였다. 부분젤화

가 없는 조실험군은 연속상으로 미네랄 오일과 계면활성제

(Span 80)만으로 구성된 오일 혼합용액이 사용되었다. 두 

조실험에서 모두 미세유로 내에서 길게 늘어진 펙틴 수용액

의 유동은 미세유체 장치를 빠져나와 염화칼슘 수용액으로 유

입된다. 부분젤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길게 늘어진 유동

이 외부의 염화칼슘 수용액에서도 균일하게 유지됨을 Figure 
4(b)의 위쪽 타임 랩스(time lapse)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연속상인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액은 미세유체 장

치를 빠져나가는 펙틴 수용액의 균일한 유동 때문에 별다른 

저항 없이 미세유체 장치의 외벽을 습윤(wetting)시키면서 빠

져나가며, 부분젤화된 펙틴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과 밀

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된다. 부분젤화된 펙틴 수용액은 좁은 

미세유로에서 넓은 염화칼슘 수용액으로 유입됨에 따라서 구

조적인 제한이 완화되어 외부에서 유동의 선속도는 감소하고 

단면적의 직경은 증가한다. 펙틴과 칼슘이온과의 킬레이트화 

반응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펙틴 수용액

의 늘어진 유동에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부의 염화칼

슘 수용액 속에서 10분 동안 완전히 젤화시킴으로써 단분산

성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를 제조할 수 있다. 반면 부분젤

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좁은 미세유로 안에서 펙틴 수용

액의 늘어진 유동은 넓은 염화칼슘 수용액으로 유입될 때 본

연의 유동 특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레일리-테일러 불안정성 

원리(Rayleigh-Taylor instability)에 의해서 불균일한 액적 형

태로 끊어지게 된다. 레일리-테일러 불안정성 원리란 서로 다

른 두 유체의 경계면에서 각 유체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불안

정한 유동 특성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조실험으

로 부분젤화가 펙틴 수용액의 유동의 안정성을 높이게 되어 

세 유체의 경계면에서 밀도차이에 의해 발생한 레일리-테일

러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단분산성 펙틴 하이드

로젤 미세섬유를 제조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을 증명하였다. 

3.5. 단분산성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의 제조

단분산성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의 두께는 연속상인 염

화칼슘 오일 혼합용액의 부피유속이 고정된 환경에서 분산상

인 펙틴 수용액의 부피유속의 조절을 통해서 손쉽게 제어될 

수 있다. 펙틴 수용액의 부피유속의 증가는 미세유로의 한정

된 부피에서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액이 포함하는 부피의 감

소를 야기하여 펙틴 수용액의 늘어진 유동의 두께를 1차적으

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후 펙틴 수용액이 좁은 미세유로를 빠

져나와 넓은 염화칼슘 수용액 속으로 유입되면 펙틴 수용액

의 유동은 미세유로 내부에서 보다 외부에서의 선속도가 감

소한다. 펙틴 수용액을 주입하는 부피유속은 일정하게 유지

됨으로써 감소한 선속도만큼 펙틴 수용액의 유동 두께가 증

가된다. 이후 염화칼슘 수용액 속에서 완전히 젤화시킴으로

써 단분산성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를 제조한다. 본 연구

에서는 연속상인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액의 부피유속을 20 
µL min-1으로 고정하고 분산상인 펙틴 수용액의 부피유속을 

20 ~ 60으로 조절하여 단분산성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의 

두께를 제어하였다(Figure 5(a)).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서 단

면적의 직경을 측정하였으며 부피유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213 
~ 495 µm로 선형적인 증가 경향을 확인하였다. 제조한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의 단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변동계

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확인하였다. 변동계수란 표준

편차를 산술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상 적인 산포도를 계산하

기 위한 방법이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정의한 단분산성의 유효한 

변동계수 값의 범위는 5% 이하로 정의 된다[50]. 본 연구에서 

제조된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들의 변동계수들은 굵기에 

따라 0.4에서 3%로 계산되었으며, 모든 범위에서 5% 이하의 

값을 보임으로써 매우 균일한 굵기로 재현성 높게 펙틴 하이

드로젤 미세섬유를 제조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추가적으로 제조한 단분산성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의 

생체물질 담지체로써 응용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세섬

유의 제조 및 생체물질 고정화 실험을 수행하였다(Figure 5(b)). 
기존의 미세섬유 제조 방법은 젤화 혹은 가교를 시키기 위해

서 고온, 고농도의 유기용매 및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백

질 구조체의 변형(denaturation)을 야기할 수 있다[17].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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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방법은 미세섬유의 제조와 생체물질 고정화가 분리된 

제조단계들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펙틴 하이드로

젤 미세섬유의 제조와 생체물질 고정화를 단일 공정으로 수

행하였다.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실험을 위해서 형광이 

발현되는 FITC-BSA를 펙틴 수용액에 혼합한 후에 동일한 방

법으로 부분젤화와 외부에서 완전젤화를 통해 펙틴 하이드로

젤 미세섬유를 제조하였다. Figure 5(b)는 성공적으로 제조된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의 현미경 이미지와 FITC-BSA의 

고정화로 인해서 발현되는 형광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는 펙

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가 단백질과 같은 생체물질을 고정화 

할 수 있는 담지체로써 융용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제조 

공정에서 생체물질의 손상이 없는 친 생물학적 방법임을 시

사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미세유체 장치에서 부분젤화법으로 단분산성 펙

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를 제조하는 쉽고 간편한 방법을 제

안하였다.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의 제조에 앞서 펙틴 수

용액의 점도에 따른 펙틴 하이드로젤의 강성과 표면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물질에 한 이해와 조직공학의 지지체로써 활

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분산상인 펙틴 수용액과 연속상인 

염화칼슘 오일 혼합용액의 부피유속과 모세관 수 조절로 펙

틴 수용액의 유동 특성을 상도표를 통해 정의하였다. 펙틴 수

용액의 늘어진 유동 특성을 형성하고 이를 염화칼슘 오일 혼

합용액 속의 칼슘 이온으로 미세유로 내부에서 부분젤화를 

수행함으로써 외부의 염화칼슘 수용액에서도 유동 특성을 유

지시킬 수 있었다. 펙틴 수용액의 부피유속을 제어함에 따라 

다양한 굵기를 갖는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를 제조하였으

며 단일공정으로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의 제조와 생체물

질을 고정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시스템은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뿐만 아니라 양이온으로 킬레이트화 반

응이 가능한 다른 물질들의 미세섬유의 제조에도 활용될 수 

있는 범용적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시스템

을 기반으로 제조된 펙틴 하이드로젤 미세섬유는 생체물질의 

저장 및 전달이 가능한 운반체나 조직공학의 지지체로써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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