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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present the multilayered symmetrical droplet splitting microfluidic system for preparation of microspheres. The

microfluidic device was fabricated by conventional photolithography and PDMS casting. Multiple layers of microfluidic channels

for symmetrical droplet splitting were stacked and integrated into a device. Each layer was designed to obtain 16 microdroplets

from one droplet by droplet splitting. The droplet size was controlled with flow rate of dispersed phase (DI-water) and

continuous phase (Mineral Oil with 3 wt.% SPAN80) by using a syringe pump. The droplet splitting behavior and production

rate were analyzed by high-speed camera and inverted microscope in one layer of the microfluidic device. Additionally, the

droplet size and size distribution were observed in each layer of the microfluidic device. The droplet size could be controlled

by flow control of two phase flows with high uniformity of droplet size less than 5% coefficient of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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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세유체학(Microfluidics)은 극소량(10-12-10-9 L)의 미세유체

를 다루는 학문이다[1]. 유체의 부피가 작아지게 되면 샘플의 신

속한 가열, 반응 및 분리 등이 가능하다[2]. 이러한 특성들은 고

가 샘플의 반응, 합성, 분리 등에 적용이 가능하여 화학, 약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3].

미세유체학의 한 분야인 액적 기반 미세유체 시스템(Droplet

Based Microfluidic System)을 미세입자(Microparticle) 제조에

적용하면 균일한 크기의 미세입자 제조가 가능하며 유속 제어

를 통하여 미세입자의 크기 및 담지물질(Loading Material)의 양

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4-6]. 미세입자의 균일성은 정

량적 물질 전달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약물 및 기능성 물질

전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고 있다[7]. 또한 다른 미세

유체 시스템과 연동하여 전처리 및 후처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8].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미세유체 장치를 이용한 입자의

제조 방식은 생산성이 낮아 대량생산이 요구되는 산업에서 활용

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9].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미세유체 시스템을 활용한 대량생산 시스템이 연

구되어 왔다[9-12]. 그러나 제시된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미세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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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압을 견디기 위한 보강장치 및 높은 정밀도

가 요구되며 제작 비용이 증가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9-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 분기점 대칭 액적 분할 방

식(T-Junction Symmetrical Droplet Splitting)을 생각할 수 있다

[13]. T 분기점 액적 분할 방식은 T 형태의 분기점을 이용하여

미세액적을 대칭적으로 분할할 수 있어 미세액적의 균일성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7].

Rink는 T 분기점 대칭 액적 분할을 이용하여 균일한 크기를

가지는 미세액적의 제조 가능성을 최초로 제시하였다[13].

Christopher는 점탄성 특성을 가지는 미세액적의 T 분기점 액적

분할 거동을 연구하였다[14]. Ting은 T 분기점에서 미세액적이

분할될 때 온도가 미치는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15],

Cheng은 T 분기점에서 미세액적의 비대칭적 분할 시 발생하는

유체 거동을 연구하였다[16]. 그 외에도 많은 그룹에서 T 분기

점을 이용한 액적 분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17-19].

본 그룹에서는 T 분기점 대칭 액적 분할 장치를 이용하여 생

분해성 고분자 미세입자를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미세입자를 약

물, 탄소 나노튜브, 세포 등 다양한 물질의 전달체로 응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7]. 또한 미세입자의 생산성을 개선하

기 위하여 T 분기점의 개수를 증가시키거나[20], 미리 혼합된

에멀젼 용액(Premixed Emulsion)을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에

통과시키는 방식[21] 또는 반복되는 T 분기점 필터를 통과시켜

제조하는 방식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22].

본 연구에서는 미세액적 제조를 위한 다층 대칭 액적 분할 미세

유체 장치(Multilayered Symmetrical Droplet Splitting Microfluidic

Device)를 개발하고자 한다. 다층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는 포토

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공정과 PDMS Casting 공정을 이용

하여 제작하였다. 미세유체 유로 내부는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

였으며, 미세유체 액적의 생산성은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단일층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를 이용하여 미세

액적의 크기 변화, 분할 특성 및 생산성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3

층의 다층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에서는 각 층에서 생성되

는 미세액적의 크기 및 균일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2.1 다층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의 제작

다층 대칭 액적 분할 기반 미세유체 장치는 포토리소그래피 공

정과 PDMS Casting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감광액(Negative,

SU-8 2100, MCIROCHEM)을 4 inch 실리콘 웨이퍼에 붓고 스핀

코터(Spin Coater)를 이용하여 3,000 RPM (30 sec)에서 140 µm의

두께로 고르게 도포한다. 감광액이 도포된 웨이퍼를 가열기(Hot

Plate)에 올려놓고 각각 65와 95oC에서 순서대로 5분 동안 가열한

다(Soft Baking). 그 후 미세 유로 패턴이 새겨진 필름마스크를 자

외선 노광기에 장착하여 감광액이 코팅되어 있는 실리콘 웨이퍼

를 선택적으로 조사한다. 그 후 다시 65oC에서 5분, 95oC에서

1분 가열하여 PEB (Post Exposure Baking) 과정을 진행한다. 그리

고 현상액(SU-8 Developer, MCIROCHEM)에 담그고 경화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한다(Developing). 마지막으로 이소프로필 알코

올(Isopropyl Alcohol, IPA Ducksan, 99.5%) 용액으로 웨이퍼를 세

척한다(Rinsing). 마스터 몰드에 새겨진 미세 유로 패턴의 강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150oC에서 20분 정도 가열한다(Hard Baking).

PDMS와 마스터 몰드 간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스터

몰드의 표면에 실렌 처리(Trichloro (1H, 1H, 2H, 2H-perfluorooctyl)

Silane, Sigma Aldrich)를 진행한다. 제작된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

체 장치의 채널 두께는 140 µm이다. 

Fig. 1은 제작된 마스터 몰드를 이용하여 PDMS (Poly

Dimethyl Siloxane, Silgard 184, Dow Corning) Casting으로 다

층 대칭 액적 분할 기반 미세유체 장치를 제작하는 과정을 나타

낸 것이다. PDMS Prepolymer 용액과 경화제 용액을 10 : 1의

비율로 혼합한다. 혼합된 PDMS 용액을 제작된 마스터 몰드에

붓고 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혼합 도중에 발생한 미세 거품을 제

거한다. PDMS 미세유체 장치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닥터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여분의 PDMS 용액을 제거

하고 마스터 몰드 위의 PDMS 용액 두께는 1 mm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리고 PDMS 용액이 부어진 마스터 몰드는 90oC의

오븐에서 2시간 이상 가열하여 경화한다.

경화된 PDMS 블록을 조심스럽게 마스터 몰드에서 분리한다.

제작된 미세유체 장치의 입구와 출구 부분을 직경 10 mm로 타

공하며, 기판으로 사용될 PDMS 박막을 준비한다. PDMS 블록

들을 플라즈마 처리기(PDC-32G, Herrik Plasma)를 이용하여 표

면개질(Surface Modification)하고 서로 적층하고 결합한다. 앞

서 직경 10 mm의 크기로 타공된 미세유체 장치의 입구 부분과

출구 부분을 밀봉하기 위하여 직경 1.8 mm의 크기로 타공된

PDMS 박막을 준비하고 플라즈마 처리 후 결합한다.

플라즈마 처리기에 의해 친수성화 되었던 미세유체 장치 내

부를 소수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90oC의 오븐에서 8시간

(Overnight) 이상 보관한다. 제작된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

치를 타이곤 튜브를 이용하여 실린지 펌프에 연결하여 시스템을

Fig. 1 Fabrication process of multilayered microfluidic device

based on droplet splitting for preparation of microdrop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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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위하여 전체 3겹으로 적층된

다층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를 제작하였다. 

2.2 다층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를 이용한 미세 물 액적 제조

Fig. 2는 다층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를 이용하여 물/

미네랄 오일(W/O) 기반의 미세 물 액적을 제조하는 과정을 나

타낸 개략도이다. 미네랄 오일(Mineral Oil, Sigma Aldrich)과 3

wt.% SPAN80 (Sigma Aldrich)을 혼합한 용액을 연속상

(Continuous Phase)으로, 탈이온수(De-Ionized Water)를 분산상

(Dispersed Phase)으로 준비하여 실린지 펌프(Pump 11 Elite &

Pico Plus, Harvard Apparatus)를 이용하여 다층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에 독립적으로 주입한다. 

대칭 분할이 되기 전 초기 미세 물 액적은 T자 유로에서 연

속상과 분산상의 비혼합성과 유속 제어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제조된다. 그리고 생성된 미세 물 액적은 유로를 따라서 이동하

면서 T 분기점에서 대칭 분할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4회 반복

하면서 하나의 액적에서 16개의 액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미

세 유로에서의 액적 거동은 광학현미경(CBS-IH5, Sam Won

Scientific Ind. Co., Ltd.)으로 관찰하며. 미세 물 액적의 크기는

촬영된 광학 이미지를 기반으로 Image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의 미세 물 액적의 생

산량은 초고속 카메라(Motion Extra N3, Redlake)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최종단(4번째 T 분기점 라인)에서 미세 물 액적이 분

할되는 속도를 측정하고, 최종단에서 분기된 전체 미세 유로의

개수에 곱하여 유체 장치의 시간당 처리량을 얻을 수 있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T 분기점에서의 액적 분할

Fig. 3은 단일층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의 각 단의 T

분기점에서 미세 물 액적이 순차적으로 분할되는 것을 관찰한

광학현미경 사진들이다. 초기 미세액적이 T자 유로에서 생성되

고 미세 유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T 분기점을 지나게 된다. 여기

서 T 분기점의 정체압(Stagnation Pressure)에 의해 발생하는 전

단력과 분기점 양쪽 유로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인장력에 의하

여 대칭적으로 분할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분할되어

미세 물 액적이 제조된다. 

Fig. 4는 분할된 미세 물 액적들이 다시 순차적으로 모이는

수집부를 촬영한 광학 현미경 사진들이다. 수집부의 미세 유로

는 곡선으로 설계하여 위치에 따른 속도 변화를 완만하게 하여

미세 물 액적이 서로 충돌하여 뭉쳐지는 현상(Merging)을 최소

화하였다. 2개의 유로가 순차적으로 3번씩 모이도록 하여 제조

된 미세 물 액적들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설계

Fig. 2 Preparation of water droplet prepared by multilayered

symmetrical droplet splitting microfluidic device

Fig. 3 Optical images of micro water droplet splitting at T-Junction

of microchannel: T-Junction for preparation of water plug

and various T-Junctions for droplet splitting (1st, 2nd, and

final T-Junction)

Fig. 4 Optical images of micro water droplet at collection part of

single symmetrical droplet splitting microfluidic device (1st,

2nd, 3rd, and final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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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분산상의 유속(Qd)이 0.5 ml/h, 연속상의 유속(Qc)이

1.75 ml/h일 때 최종단에서 수집되는 미세 물 액적의 지름은

98.87 µm이며 균일도(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3.24%로

매우 균일하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5).

Fig. 6은 Qd를 1 ml/h로 일정하게 고정하고 Qc를 변화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미세 물 액적의 지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Qc가 증가할수록 미세 물 액적의 지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Qc를 제어하여 미세 물 액적을 원

하는 크기로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7은 Qd와 Qc

의 변화에 따라 최종단 T 분기점의 미세액적 분할 가능 영역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Qd가 증가할수록(Qc: 일정) 분할 가능한 영

역이 증가되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Qc가 증가할수록(Qd: 일정)

미세액적이 분할되지 않는 영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유속에 따른 T 분기점

에서의 미세액적 크기 변화와 전단력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Qd가 증가하고, Qc가 감소할수록 T자 유로에서 만들어지는 초

기 미세액적의 크기가 증가되어 최종단 T 분기점의 미세액적

크기 또한 증가한다. 이와 반대로 Qd가 감소하고, Qc가 증가할

수록 초기 생성되는 미세액적의 크기가 감소하여 최종단 T 분

기점의 미세액적 크기가 감소하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Qc가

증가하게 되면 연속상에 의한 전단력 증가로 분할 가능한 최소

미세액적의 크기가 감소되어 분할 영역이 증가되는 모순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Qc 증가로 인한 미세액적 크기 감소(분할 영역 감소)

와 분할 가능한 미세액적의 최소 크기 감소(분할 영역 증가)는

상호 모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분석되어야 될 것

으로 생각된다.

T 분기점에서 미세액적이 분할되는 양상은 대칭적 분할

(Symmetrical Splitting), 비 분할(Non-Splitting) 및 비대칭적 분

할(Asymmetrical Splitting)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관찰되었다

(Fig. 8). 첫 번째의 경우(대칭적 분할)는 T 분기점에서 미세 물

액적이 대칭적으로 분할되며 세 가지의 형태 중에 생성되는 미

세 물 액적이 가장 균일하게 생성되었다(Fig. 8). 두 번째의 경

우(비 분할)에는 미세액적의 크기가 분할이 가능 최소 크기보다

감소하여 더 이상 분할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미세액적이 T 분기점에서 분할되지 못하고 그대로 유로를 따라

지나가게 된다. 분기된 유로에서 한쪽 유로에 미세액적이 이미

지나고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유속이 빠른 반대편 유로로 이동

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번갈아가며 반복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비대칭 분할)는 T 분기점에서 미세액적이 비대칭적

으로 분할되는 경우이며, 주로 Qc가 저속일 경우 분할되지 않는

조건에서 Qc 증가로 인한 전단력 증가로 분할되는 경우를 말한

다. 미세액적의 크기가 미세 유로의 폭을 채울만큼 크지 못하

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비대칭 분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 Diameter of water droplet prepared by droplet splitting

microfluidic device (Qd = 0.5 ml/h, Qc = 1.75 ml/h)

Fig. 6 Diameter of water droplet prepared by the single symmetrical

droplet splitting microfluidic device depend on flow rate of

various continuous phase with flow rate of constant dispersed

phase (Qd = 1 ml/h)

Fig. 7 Breakup zone for droplet splitting according to various flow

rates of dispersed phase and continuous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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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할된 미세액적은 T 분기점의

양방향으로 분기된 유로를 번갈아 가면서 이동하였다. 비대칭

분할의 영향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미세 물 액적의 균일도가 전

반적으로 하락하였다.

Fig. 9는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의 유속에 따른 미세

물 액적의 생산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Qd와 Qc가 증가할수록

미세 물 액적의 생산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Qd와 Qc가 각

각 20과 35 ml/h일 경우에는 1초당 약 8,000개의 미세 물 액적

이 생산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3개 층으로 확장하는 경우에

는 초당 24,000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은 다층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를 이용하여 미

세 물 액적을 제조하였을 때 시스템과 분할된 후 최종 수집단에서

수집되고 있는 미세 물 액적들을 각 층에서 촬영한 광학현미경

사진들이다. 앞선 단일층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의 경우

와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11은 Qd가 3, Qc가 5 ml/h일 때 다층 대칭 액적 분할 미

세 유체 장치의 각 층에서 생성되는 미세 물 액적의 크기 및 정

밀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각 층에서 생성되는 미세 물 액적의

크기는 138.4 µm(1층), 126.73 µm(2층), 133.41 µm(3층)이며 균

일도는 3.40, 3.00, 5.08%로, 1층에서 생성되는 미세 물 액적의

크기를 기준으로 2, 3층에서 생성되는 미세 물 액적의 크기는

각각 10과 5% 이내로 관찰되었다. 모든 층에서 생성되는 미세

물 액적의 크기를 합산하였을 때는 지름이 132.1 µm이며 균일도

는 5.00%로 균일한 크기의 미세 물 액적들이 제조될 수 있다는

Fig. 8 Optical images of droplet splitting mode at T-Junction: (a)

Symmetrical splitting Qd/Qc = 0.5/1.5 (ml/h), (b) Non-Splitting,

Qd/Qc = 0.5/2.75, and (c) Asymmetrical splitting Qd/Qc = 1/7

Fig. 9 Generation rate of microdroplet from single symmetrical

droplet splitting microfluidic device with various flow rates

of dispersed phase and continuous phase

Fig. 10 The optical images of generated microdroplet in final collection

of multilayered symmetrical droplet splitting microfluidic

device: (a) The multilayered symmetrical microfluidic system,

(b) First layer, (c) Second layer, and (d) Third layer

Fig. 11 Diameter of microdroplet prepared by multilayered

symmetrical droplet splitting microfluidic system at each

layer (Qd = 3, Qc = 5 m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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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였다.

Fig. 12는 제작된 다층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에서 유

속 변화에 따라 생성되는 미세 물 액적의 크기 변화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Qd가 증가할수록 미세 물 액적의 크기가 증가하였으

며 모든 층에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본 실험의 결과는 다층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의 유속 제어를 통하여 원하는 크

기의 균일한 미세입자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속이 증가할수록 액적이 분할하는 과정에서 수백

나노미터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위성(Satellite) 액적이

발생하였다. 위성 액적들은 크기가 매우 작고, 발생 제어가 불가

능하였다. 위성 액적들은 수집 과정에서 모두 걸러지지만, 이들

의 생성비율이 증가할수록 손실되는 미세액적의 비율이 높아지

기 때문에 액적 분할 시 발생하는 위성 액적의 발생을 최소화함

이 바람직하다. 위성 액적의 형성은 입자 제조를 위해 설계된

액적 기반 미세유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공통된 현상으로 Qc

가 증가하면 모세관수가 증가하여 연속상과 분산상의 계면이

불안정해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이러한 현상

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Qd의 점성을 증가시키고, Qc의 점성과 유

속을 감소시켜야 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균일한 크기의 미세액적 제조를 위하여 다층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를 제시하였다. 제작된 장치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일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에서

물과 미네랄 오일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균

일도가 5% 이하의 미세액적을 유속 제어를 통하여 원하는 크기

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으며, 초당 8,000개의 미세액적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일한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를 3층으로 적층

하여 다층 시스템으로 제작하고 특성을 평가하였다. 각 층의

미세유체 장치의 두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압력 구배 효과

를 배제하고자 미세유체 장치의 두께는 1 mm로 동일하게 제작

하였다. 실험 결과 각 층마다 균일도 5% 수준의 균일한 미세

물 액적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 각 층 간의 생산된 평균 미세 물

액적 크기의 범위는 약 10% 내외로 측정되었다. 모든 층에서

생성된 미세 액적의 크기들 합산하여 계산하였을 때 평균 미세

액적의 크기는 132.21 µm이며 균일도는 5%로 단분산성 미세액

적의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일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의 생산성 결과를 바탕으로 층의 개수에 비례하

여 미세액적의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제작된 3층의 다

층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를 이용할 경우 대략 초당

24,000개의 크기가 균일한 미세액적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층 대칭 액적 분할 미세유체 장치

는 균일한 미세입자의 생산이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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