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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fabricate a micro-channel with 33% stenosis and a diameter of 15 µm by using
the 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s (MEMS) process and polydimethysiloxane (PDMS) and to
elucid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lood-flow characteristics and the pulsed magnetic field (PMF)
strength and the hematocrit concentration (Ht)%. For Ht from 5% to 45% in blood, the mobility
of red blood cell (RBC) increased from 57 to 106% for 1000 G, as well as for 2700 G, compared
with the absence of a PMF stimulus. In the micro-channel before and after stenosis, the mobility of
the RBC also increased by 40%.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instantaneous flux change due to the
PMF influences the negative charge of the RBC membrane, thereby releasing an aggregation and
rouleaux of RBC by increasing the zeta potential, thus contributing to the increased mobility of the
RBC.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of being a PMF as a non-invasive treatment
for preventing vascular diseases and for treating blood circulation disorders caused by microvascular
narrowing due to stenosis.
PACS numbers: 83.60.Np, 87.50.−a, 85.70.−w, 96.25.Ln
Keywords: PMF(pulsed magnetic field), RBC(red blood cell), Ht(hematocrit), Mobility, Aggregation

펄스자기장이 협착이 있는 미세혈관에서의 혈류유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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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MEMS 공정과 PDMS를 이용하여 직경이 15 µm인 33% 협착률을 갖는 미세채널을
제작하여, 자기장의 세기변화와 Ht% 변화에 따른 혈류의 유동특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혈장과 PBS를 이용하여 헤마토크릿(Ht)을 5%에서 45%까지 증가시킨 혈액에 펄스자기장의 세기에 따른
미세채널 내에서의 적혈구 이동속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2700 G뿐만 아니라 1000 G 세기에서도 자기장
자극이 없을 경우에 비해 57–106%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협착 전후에서 관측된 적혈구의
이동속도도 40%정도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펄스자기장의 매우 짧은 펄스 transition time으로
인한 순간적인 자속변화율이 적혈구막의 음전하에 영향을 주어 zeta potential이 증가하여 적혈구의 응집
및 연전현상을 풀어주고 적혈구 이동속도 증가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펄스자기장은
혈액순환장애뿐만 아니라 미세혈관 관련 질병 예방에 비침습적인 치료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PACS numbers: 83.60.Np, 87.50.−a, 85.70.−w, 96.25.Ln
Keywords: 펄스자기장, 적혈구, 헤마토크릿, 이동속도, 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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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Rate) 실험에서 적혈구간의 응집력이 줄어들어 혈액의 침
강속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았다 [10,11]. 혈관조영술시

인체 내 혈액순환은 적혈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혈액
속 적혈구(RBC : Red Blood Cell) 들은 신체 내 모세혈관
을 지나면서 주변 조직과 산소 및 이산화탄소 교환을 한다.
이러한 혈액순환에 불균형이 일어나면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뇌졸증과 같은 여러 심혈관 관련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또한, 현대인들의 불균형
적인 식습관으로 인하여 혈관 내피에 LDL 콜레스테롤이
침착되어 플라크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손상되면 혈관 내피
가 파열되는 현상이 일어날 뿐 만 아니라, 영양편중 현상을
가져와 비만과 같은 병리학적 발병을 높인다. 따라서 혈관
이 협소해지거나 경화되어 염증이 생기게 되고 모세혈관의
협착이 발생하게 된다.
협착된 혈관은 정상 혈류흐름을 방해하여 혈액순환장애
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기전이 된다
[2]. 이와 같은 협착(stenosis) 부위에서 혈류유동의 유체역
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실제 복잡한 인체혈관을 해석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심혈관질환
을 치유하기 위한 연구 기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3].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의 대표적 방법 중 간섭전
류 전기자극법이 있는데 이는 말초혈류 순환 작용에 영향을
주어 혈관 확장 및 혈류 증진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 [4].
비침습적 치료중 체외충격파 치료방법은 혈관 재형성을 유
도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고강도 집속 초음파 치료방법
은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 수 있어 감염, 출혈, 피부
습진과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5]. 또한
전기 자극과는 달리 비침습적 특성을 가지는 자기장 자극은
심부 깊숙이 자기장이 투과하여 체내의 이온성 전해물질에
영향을 주어 체내조직에 유도전류를 발생시켜 자극을 줄
수 있다 [6]. Yamamoto 등에 따르면 1.5 T MR scanner
세기의 강한 정자기장에 노출된 인체는 혈액 점도가 증가
한다는 것을 보였으며, 이와 같은 점도의 증가가 혈류를
감소시키며, 혈액 산소 공급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7]. Shalaby 등은 자기장 인가시 적혈구의
전하에 변화를 주어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8]. 인체내 질환이나 병증이 있을 시 혈장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농도가 올라가며, 적혈구 세포막의 전하
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 적혈구 막 사이의 반발력이 생기는
zeta potential이 줄어들어서 연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강한 펄스자기장(PMF: Pulsed
Magnetic Field) 자극으로 적혈구의 연전현상이 호전되었
으며, 적혈구 침강 속도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병증을 확인하는 지표인 손톱 끝 모세혈관의 관한 연구에서
자기장 인가 시 모세혈관의 형태가 비정상적인 루프형태에
서 정상적이고 직선적인 머리핀형 혈관형태로 변화하였으
며, 혈류속도가 자기장 자극 전보다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12,13]. 그러므로 펄스자기장이 혈액순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미세협착에 대한 연구나 병증을 가지는 경우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병증을 모사한 혈관과 혈액에서 펄스자기장의
자극으로 인한 혈류속도 개선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실제
모세혈관의 병증을 고려하여 협착이 포함된 미세채널을 제
작하고자 한다.
인산완충 생리식염수 (PBS: Phosphate buffer saline)
는 pH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부착되고 응집된 세포를
분리시키는 데 사용되는 버퍼용액으로, 단일 적혈구의 속
도 관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혈액 희석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체 내 혈액순환에서 실제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혈장(Plasma)에는 적혈구 응집에 관여하는 피브리노
겐, 글로블린과 같은 여러 단백질이 존재하고, 혈액의 점도
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PBS뿐만 아니라
혈장으로 희석한 두 혈류의 거동형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14].
혈액에서 적혈구가 차지하고 있는 용적률인 헤마토크릿
(Ht: Hematocrit) 은 성별에 따라 남자는 일반적으로 45%
내외, 여자는 40% 내외를 정상으로 본다. Ht%에 따라 적
혈구 증가 및 빈혈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Ht이 낮으면
각 조직에 산소 공급량이 감소하여 빈혈성 저산소증,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15]. 본 연구에서는
혈액내 Ht를 5%, 20%, 45%로 나누어 희석하여, 펄스자기
장 자극이 Ht%에 따른 혈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
인하고자 한다. 또한, 자기장 펄스의 빠른 자속변화율뿐만
아니라 자기장의 세기 또한 혈류유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펄스자기장의 최대세기에 따른 혈류유동 변화를 관찰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는 협착이 있는 미세채널을 이용하여
자기장의 세기변화와 Ht% 변화에 따른 혈류의 유동특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심혈
관 관련질환을 치료하는데 펄스자기장의 역할을 규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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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Artificial micro-channels using
PDMS with MEMS process and micro-channel pattern
with stenosis of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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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Continuously captured optical images for measuring RBC mobility at (a) 2.250 sec and
(b) 3.416 sec. The spatial resolution is about 0.337
µm/pixel. The time taken for circle to reach from (a)
to (b) was 1.166s and distance between two circles was
99.4 µm.
의 특성을 고려하며, Ht 농도에 따른 실험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실제 인체의 혈장을 사용하여 Ht 5%, Ht 20%, 45%
로 준비하였다.
미세채널 내에서 PBS와 혈장으로 희석한 적혈구의 흐름
형태 및 속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광학현미경(AE31, Motic,

Fig. 2. (Color online) Experimental setup of the blood
flow measurements.

(x800)) 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Ht 농도, 펄스자기장의 세
기에 따른 자기장 인가 전후 적혈구 흐름 및 속도변화를 관
찰하였다. 유량은 1 µl/min로 설정하였다. 적혈구의 속도

II. 실험방법

변화는 미세혈관 내 혈류 흐름 영상으로부터 단일적혈구의
움직임을 1000 fps 해상도로 캡쳐하여 이동 전후의 위치를

미세채널을 제작하기 위해 autoCAD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480 µm의 직경을 갖는 채널입구에서 분기점을 기준으로
절반씩 두 갈래로 나누어, 채널 중앙에 직경이 15 µm까지
줄어들게 설계하였고, 채널 중앙에 직경이 15 µm에서 10
µm로 협착되었다가 다시 15 µm로 넓어지는 33% 협착을
갖는 채널을 디자인하였다. (Fig.1)
MEMS (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s) 공정기술
과 PDMS (Polydimethysiloxane)를 이용하여 협착이 있는
미세채널을 제작한 후, 플라즈마 장비 (CUTE-1MPR(주)
펨토사이언스)를 이용하여 슬라이드 글라스위에 채널을 부
착하였다. 미세채널 내부로 혈액을 일정하게 유입하기 위하
여 Syringe Pump (NE-300)를 사용하였으며, 내경 0.5 mm
인 미세와이어를 이용하여 채널입구와 연결하였다. (Fig.
2) 채널 두께 및 높이 측정은 스캐너 (RH-2000 NPS(주)
하이록스코리아) 를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해 필요한 혈액은 상지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
원회로부터 IRB면제 심의 후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으
로부터 주기적인 공급을 받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될
혈액의 Ht를 일정한 비율로 맞추기 위해 원심분리 (3000
rpm, 10 min) 를 2회 시행하여 혈액에서 적혈구와 혈장을
따로 분리하였다. 희석액에 따른 혈류유동에서 단일 적혈
구를 효과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PBS를 사용해 Ht 5%로
희석하여 준비하였다. 또한, 실제 혈액 내 혈장 성분 중 적
혈구의 응집에 영향을 주는 피브리노겐과 같은 단백질요소

Pixel로 측정한 후, 이동거리와 시간을 이용하여 적혈구의
이동속도를 계산하였다.(Fig. 3)
본 실험에서 사용된 펄스자기장 자극 코일시스템은 단면
이 두께 1.5mm, 너비 3 mm의 평면사각형의 단일코일을
10번 감아서 제작된 가로 12.0 cm, 세로 4.5 cm의 타원형
동심코일을 사용하였다. 펄스자기장의 피크 최대세기는
2700 G로 1 Hz의 주기를 가지며, 펄스의 transition time
은 0.102 msec 이다. (Fig. 4) 자기장의 피크 세기조절은
권선 저항 (Wirewound) 을 코일과 직렬연결하여 시스템의
고출력전압에서 나오는 전류의 값을 조절하였다. 펄스자
기장 자극시스템에서 고전압으로 인한 코일의 온도변화를
최소화하고 접촉되지 않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석고판 몰
드위에서 자기장을 인가하였다. 전 실험에서 자기장 자극
인가시간은 3분으로 고정하였다.

III. 결과 및 토의
Fig. 5(a) 와 (b) 는 각각 PBS에 희석된 Ht 5% 혈액과
혈장에 희석된 Ht 5% 혈액이 미세채널을 통과하는 이미
지이다. Fig. 5(a) 에서는 PBS로 희석한 혈액이기에 앞서
언급한 대로 단일 적혈구의 이동을 자세히 관측할 수 있었
다. Fig. 5(b)에서는 혈장 내의 단백질 이온의 존재로 적혈
구가 응집되어 움직이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펄스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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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change of RBC velocity vs. Ht%, before and
after PMF stimulus with peak intensity of (a) 2700 G
and (b) 1000 G.

Fig. 4. (Color online) (a) Schematic diagram and timevarying PMF which has maximum peak magnetic field
intensity of 2700 G, 5 mm away from coil. The magnetic
field pulse duration was 306 µs, including 3 micro-pulses,
and pulse repetition rate was 1 Hz. (b) Our PMF stimulator system including the magnetic coil.

Fig. 5. (Color online) Blood flow image in microchannel
with Ht 5% (a) in PBS solution (b) in the plasma solution
(c) The change of RBC velocity in the Ht 5% diluted
with PBS and plasma solution, before and after PMF
stimulus.
자극에 의한 미세채널 내에서 적혈구 이동속도의 변화를
Fig. 5(c) 에 나타내었다. 자기장 자극 전 혈장에 희석된
적혈구의 이동속도는 651 µm/s, PBS에 희석된 적혈구의
이동속도는 1047 µm/s 으로 혈장에 희석된 적혈구의 이동
속도가 37% 낮았다. 혈장은 PBS에 비해 알부민, 피브리노
겐, 글로불린, 트립신과 같은 단백질 성분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적혈구가 서로 응집되어 혈류속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1000 G 세기의 펄스자기장 자극 후에는 혈류속도 증가율
이 혈장에 희석된 혈액은 1.6배, PBS에 희석된 혈액은 1.1
배로 모두 혈류속도가 개선되었다. 혈장에 희석된 혈액의
혈류속도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Fig. 5(a) 와 (b) 에서 PBS
와 혈장으로 희석하였을 때 적혈구 이동경로를 보여주는데,
혈장에서 응집되어있던 적혈구가 자기장 자극으로 인해 응
집이 개선됨에 따라 혈류속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실제 혈액에서도 펄스자기장이 혈류속도
개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혈성 저산소증, 허혈성 심장질환, 적혈구 증가증 등은
혈액내 적혈구의 용적률에 따라 구분되는 병증으로, 이러
한 질환에 대한 펄스자기장의 자극효과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Fig. 6(a) 에서는 Ht 5%, 20%, 45%를 혈장으로
맞춘 혈액에 2700 G의 펄스자기장 자극 전후의 혈류 흐름을
비교분석하여 직경이 15 µm에서 협착을 가지는 미세채널
내에서 적혈구의 이동속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자기장 자극
전 Ht%가 증가하면 적혈구의 이동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데, 이는 Ht% 증가로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Ht 45%의 혈류흐름에서는 자극 전에 비해 자극 후의 적
혈구의 이동속도가 222 µm/s에서 388 µm/s로 관측되어
약 1.7배 증가되었으며, Ht 20% 혈액에서도 334 µm/s에
서 613 µm/s로 적혈구 이동속도가 1.8배정도 증가하였다.
Ht%가 클수록 적혈구의 이동속도는 낮아지지만, 펄스자
기장 자극으로 인해 적혈구의 이동속도가 자극 전에 비해
개선됨을 알 수 있다. Ht 5%는 적혈구의 비율이 극히 낮아
져 기본속도가 가장 높았으며, 단일 적혈구만을 효과적으로
관찰하기에 가장 용이하였다.
Fig. 6(b) 는 자기장의 세기를 1000 G로 낮추었을 때 적
혈구의 이동속도 변화를 Ht%에 따라 펄스자기장 자극효과
를 나타내었다. Ht 45%에서 적혈구의 이동속도는 자극 전
165 µm/s, 자극 후 341 µm/s로 2배 증가하였으며, Ht 20%
에서는 262 µm/s에서 400 µm/s로 1.5배 증가, Ht 5%에서
는 652 µm/s 에서 1024 µm/s로 1.6배 증가되었다. 자기장
자극 세기에 따른 Ht%에서의 적혈구 이동속도를 비교해
보면 1000 G 펄스자기장 자극에도 적혈구 이동속도 개선효
과를 관찰하였다.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펄스자기장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자기장의 세기에 따른 적혈구의 이동속도
관찰을 통해 자기장 자극의 세기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Fig. 7은 협착이 있는 미세채널 내에서 가장 좁아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좁아지는 구간 (I)과 넓어지는 구간 (II)으
로 나누어 펄스자기장 자극 세기에 따른 적혈구 속도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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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후, 실험에 쓰이는 혈액의 Ht%을 PBS 와 혈장을
사용하여 빈혈 또는 허혈성 질환을 갖는 인체의 미세혈관 및
혈액 조건을 조절하였다. 그리고 펄스자기장 세기에 따라
미세채널 내에서의 적혈구 이동속도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2700 G뿐만 아니라 1000 G의 세기에도 혈액 내 적혈구 용
적률이 5%, 20%, 45% 에서 모두 적혈구 이동속도가 각각
Fig. 7. (Color online) Rate of RBC flow velocity in microchannel after PMF stimulus, compared to before PMF,
(a) in region I and (b) in region II. Region I stands for
narrowing channel due to stenosis and region II stands
for broadening channel.

57%, 53%, 106% 증가하였다. 또한 혈관이 좁아지고 있는
구간과 넓어지고 있는 구간 모두에서 적혈구 이동속도는
각각 43%, 38%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펄스자
기장의 순간적인 자속변화률이 적혈구 주변에 생기는 음전
하에 영향을 주어 혈장내 응집된 적혈구들 사이의 감소된

관찰하기 위해 분석한 그래프이다. 협착으로 인하여 혈관이
좁아지는 영역인 (I) 구간에서는 적혈구의 평균이동속도는
2700 G 세기의 자기장 인가시 1.5배, 1000 G 로 자기장
세기를 낮추었을 때에도 1.4배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협착을 통과한 후 혈관이 넓어지는 영역인 (II) 구간에서는
2700 G에서 1.9배 개선이 되었고, 1000 G에서는 1.4배 증
가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혈관확장을
초래하여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세혈관 확장증과
같은 병증을 모사하는 구간 (II) 와 지방 조직이 축척되어
혈관이 굳어지면서 혈액질환에 장애를 초래하는 동맥경화
증과 같은 혈관을 모사하는 구간 (I) 모두에서 펄스자기장이
혈류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17]. 혈장 내 단백질 농도로 인해 Zeta potential이 감소
되어 적혈구의 응집 및 연전현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펄스자기장의 매우 짧은 펄스 transition
time으로 인한 순간적인 자속 변화율이 적혈구막 내외의
이온성 전해물질에 유도전류를 발생시켜 Charge변화가 일
어나고, 이로 인해 적혈구 막 음전하에 영향을 주어 zeta
potential의 증가로 인해 세포 표면 간 전기적인 반발력이
증가하여 적혈구 응집현상을 풀어줌으로써, 적혈구 이동속
도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
이 실험 결과로부터 혈액순환의 불균형으로 인한 심혈
관 관련질환을 치료하는데 펄스자기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모세혈관 관련
질병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거나 혈액순환 관련 질병예방
시스템에 있어서 펄스자기장이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zeta potential로 인한 응집 및 연전현상을 풀어줌으로써,
적혈구 이동속도 증가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본 연구의 확장을 위해 펄스자기장 세기뿐만 아니
라 자속변화율, 자극 인가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인체의 불규칙 모양의 모세혈관을 재현하는
채널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체
내 펄스자기장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혈액순환 요인 중
적혈구 이동속도뿐만 아니라 적혈구의 변형성 및 혈액의
점성도 등 혈류유변학적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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