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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 세포를 생장(cell
growth)시킬 수 있다. 그리고 체내에서 세포가 생장하는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은 세포가 생장할 때 여러 영향
을 준다. 이에 ECM을 모사한 나노패턴 마스터몰드를 나노임프
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 직접 제작했다. 마스터 몰드를 이
용하여 제작한 나노패턴이 있는 PET 필름과 일반 PET 필름에
각각 세포를 배양하고 전기 자극을 가해서 세포 생장 비율을 비
교해보니 나노패턴이 있는 PET 필름에 배양한 세포가 일반
PET 필름보다 세포 생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세포 생장 활성화에 ECM 모사 나노패턴을 이용하면 피부재생
과 외상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Abstract

1. 서

론

가해서 세포 생장을 관찰한다.
2.2.1 생체모사 나노패턴 표면제작

세포가 자라는 ECM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진 구조이다. <그
림 1>과 같이 실리콘 웨이퍼에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를 스핀
코팅 후 포토마스크로 원하는 곳에만 UV를 가해서 포토레지스
트를 제거한다. 이후 포토레지스트가 제거된 부분에 플라즈마를
가하는 식각 공정을 통해 원하는 깊이의 나노패턴을 제작한다.
최종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해서 생체모사
나노패턴 표면을 제작할 마스터 몰드를 제작한다.
위와 같은 공정을 통해 제작한 마스터몰드를 이용하여 너비
200 nm의 홈을 배치간격 1:2로 제작하여, 특정한 방향성을 가진
ECM 모사 나노패턴을 제작할 수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조직공학(tissue engineering)의 중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포를 이용하는 조직공학에서는 세포의
생장과 증식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실
험실에서 전기 자극을 가해 세포를 배양하는 유리 혹은 플라스
틱의 매끈한 표면은 실제 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
기 때문에, 세포가 증식하기 적합한 환경이 아니며 실제 세포의
생장과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체내에서 세포가 생장하는 환
경과 유사한 조건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1].
실제 세포가 자라는 환경은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이다. ECM은 세포가 생장하는 구조적 환경을 제공하는
물리적 역할 뿐만 아니라, 세포의 생장과 분화에 적합한 생화학
적 요소들 또한 제공한다[2]. 이에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nanoimprint lithography) 공정으로 제작된 ECM 모사 나노패
턴에서 에서 세포를 배양하고 전기 자극을 가해서 세포 생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본

<그림 1> ECM 구조

론

2.1 막 전위 제어 원리

세포가 이온 채널과 이온 펌프를 통과하며 세포막에서 생성되
는 전위차를 막 전위(membrane potential)하며 보통 0 mV에서
–100 mV 사이의 전위 값을 가진다. 간극 전엽(gap junction)은
두 세포의 세포질을 연결해서 이온과 분자를 연결하는 통로이
다. 막 전위는 간극 전엽을 통해 전달되며, 이로 인해 체내 세포
간 신경전달이 가능하다[3]. 막 전위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그리고 세포의 증식(proliferation), 분화
(differentiation), 이동(migration) 등 개별적인 기능을 조절하며,
상처 회복과 조직 재생 등 병리학적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외부 전기 자극을 통해 막 전위를 제어할 수 있고, 세포의
생장 또한 활성화시킬 수 있다[4].
<그림 2> ECM 모사 나노패턴 제작 공정

2.2 재료 및 방법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으로 ECM 모사 나노패턴을 제
작한다. 나노패턴이 형성된 표면에 세포를 배양하고 전기자극을

2.2.2 실험 조건

NIH-3T3 세포가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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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EM) (Invitrogen, USA)에서 배양된다. 평평하고 나노패턴
이 새겨진 PET 필름을 UV 챔버 (Fusion Cure System, Minuta
Tech0 에서 소독을 진행하고, 각각의 PET 필름에 세포가 접종
(seed) 된다.
세포 배양 배지에 일정한 전기 자극을 가하기 위하여 소독을
마친 탄소 전극이 세포가 배양되고 있는 PET 필름에 각각 전기
자극을 가한다. 함수 발생기 (33220A, Agilent), DC 파워 서플라
이 (IT6322, ITTECH), 임의 함수 발생기 (AG875, Analog arts)
를 악어클립 구리선 케이블을 통해 전극과 결선한다. 모든 전기
자극은 세포 접종 24시간 이후에 가해지기 시작했으며,
NIH-3T3 세포에 가해지는 전기 자극은 180 mV의 실효값으로
1시간 씩 12시간 간격으로 가해진다. 세포에 가해지는 전극의
파형은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TBS 1052B, Tektronix)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측된다.
전기 자극을 받은 NIH-3T3 세포 상등액(supernatant)에 있는
1종 콜라겐의 함유량을 ELISA 키트의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측
정했다. 1종 콜라겐의 함유량을 측정 후 시간에 따른 콜라겐의
세포 생장 비율을 측정했고 그 식은 아래와 같다. 12시간 간격
으로 생장 비율에 따른 값을 기록했다.
초기 세포 면적  세포 생장 면적
세포 생장 비율  
초기 세포 면적
2.3 결과 및 분석

실험 조건에 따라 실험을 수행한 후에 세포외기질 모사 나노
패턴이 있는 PET 필름과 일반 PET 필름에서 세포를 배양하고
생장시킬 때 세포 생장 비율과 세포 생장 속도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2.3.1 실험 결과

실험을 시작할 때 세포를 배양하는 면적과, 시간에 따라 세포
가 생장하는 면적의 비율인 세포 생장 비율을 시간에 따라 나타
냈을 때의 실험 결과는 아래 <표 1>과 <그림 3>과 같다.
<표 1> 시간에 따른 세포 생장 비율

세포 배양 시간 나노패턴 PET 필름 일반 PET 필름
0시간
1
1
12시간
2.15
2.0
24시간
3.0
2.4
36시간
4.6
3.2
48시간
6.05
4.35

2.3.2 결과 분석

시간에 따른 세포 생장 비율을 관찰했을 때, 나노패턴이 있는
PET 필름과 일반 PET 필름 모두 세포를 배양하고 전기 자극
을 가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가 생장하지만, 세포 생
장 비율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나노패턴에
배양한 세포는 시간이 흐를수록 세포의 생장 속도가 일반 PET
필름에 배양한 세포의 생장 속도보다 더 빨라짐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세포 배양 후 전기 자극을 가하고 24시간 이후 세포
생장 비율 변화 속도에 약 2배 정도의 큰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 세포 배양에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조직공학 분야에 생체
모사 나노패턴을 적용할 때 더 많은 세포 생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CM이 세포가 생장하는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구조적 특
징과 더불어 여러 생화학적이 기여를 하는데, ECM을 모사한 나
노패턴에 세포를 배양하는 것만으로도 세포의 생장을 활성화시
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실험 환경에서는 세포가 생장하는
환경이 중요한데 일반 PET필름과 같이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매
끄러운 혹은 가공되지 않은 플라스틱, 유리 표면은 세포외기질
생체 모사 나노패턴 표면에 비해 세포의 생장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세포외기질 모사 나노패턴은 세포가 실질적으로 생장할 수 있
는 물리적, 구조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에 세포 생장이 활성
화 되다. 그리고 세포가 더 생장할수록 더 많은 물리적, 구조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에 세포 생장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생각
된다.
3. 결

론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 ECM 모사 마스터몰드
를 제작하고, 마스터 몰드를 통해 제작한 ECM 모사 나노패턴이
있는 PET 필름에 세포를 배양하고 전기 자극을 가했을 때 일반
PET 필름에 배양하고 전기 자극을 가한 세포보다 세포 생장이
많이 되고, 세포의 생장이 빨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세포 생장의 활성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24시간 이후에는
세포의 생장 비율 변화 속도가 약 2배 정도의 큰 차이가 생기
며, 일반 PET 필름에 비해서 더 많은 세포 생장 활성화를 관찰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포외기질 모사 나노패턴은 아직 세포가
실제로 생장하는 환경과 상이한 점이 많으며 더 많은 여구를 통
해 실제 세포의 생장 환경과 더 유사한 조건의 연구가 요구된다
고 생각한다. 세포의 생장을 활성화 시키는 연구가 조직공학에
서 피부 재생 및 피부 외상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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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간에 따른 세포 생장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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