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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a new deformability measurement method is suggested to detect malaria-infected
red blood cells (RBCs) using a microfluidic device. The proposed method consists of the microfluidic
device with parallel microfluidic channels, and a disposable syringe partially filled with blood (0.3 mL) and
air (0.3 mL). To quantify deformability of RBCs, average velocity of blood is calculated by conducting
time-resolved micro-PIV technique. Then, blood volume supplied into the microfluidic device is evaluated
using temporal variations of the average velocity for 600 s. To demonstrate the proposed method,
malaria-infected blood is

prepared by adding

RBCs with 1% parasitemia into 1x PBS solution. As a

result, the malaria-infected blood has extremely lower value of average velocity and delivered volume,
compared with normal blood. Thus, we believe that the proposed method is capable of detecting
malaria-infected RBCs.

1. 서 론

형

순환기질환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
을 효과적으로 검출하기 위한
바이오 마커 (bio
marker)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말라리아 기생충
(malaria parasite)에 의하여 적혈구의 형상 및 기계적인
변형이 발생한다. 적혈구 변형성 저하 및 내피세포 부
착성 증가에 의하여, 주요 장기의 모세혈관 막힘 및
손상 발생하게 된다.
적혈구 변형성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
한 방법이 제안되었다. 마이크로 맨브레인 필터 (micro
membrane filter)에 혈액을 일정 시간동안 주입 한 후,
채널의 막힘 (clogging) 여부로 적혈구 변형성을 평가하
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 단일 미세유체 채널 내에 단
일 적혈구를 흘려서 “이동시간 및 형상변화“를 측정하
는 단일 세포 기반 접근법이 제안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채널을 갖는 미세유체소자
적혈구 변 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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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 으로 혈유속 변 를 측정하여 적혈구의 변 성
을 정량 하는 방법을 제 하고자 한다.

2. 본 론

안

형
린지 펌프, 일회용 실린지, 그리고 미세유체소자로 구
성된다. 미세유체소자는 입·출구 port와 적혈구 변형성
에 따른 막힘 (clogging) 유도를 위한 마이크로채널로
구성 된다 (Fig. 1a). 일회용 실린지 내에 공기 (0.3 mL)
본 연구에서 제 된 적혈구 변 성 측정방법은 실

와 혈액 (0.3 mL)을 주입 후, 실린지 펌프를 일정한 유
량 (Q=1 mL/h)으로 정하면,
유체소자내의 력

설

미세
압
에 따라 혈액이 수동적으로 미세유체소자에 주입된다.

Time-resolved micro-PIV을 이용하여 혈류 속도장을 측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수적으로
균속도(<U>)를

평
산 하였다 (Fig. 1b). 적혈구 변형성을 정량화하기 위
하여, 일정시간 동안 평균속도를 적분하여 미세유체소
자내로 주입된 혈액체적 (ΔV) 을 계산 하였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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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proposed deformability of red blood cells (RBCs) by
monitoring the blood volume (ΔV) delivered into a
microfluidic channel. (a)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up. (b) Average velocity of blood (<U>).
(c) Temporal variations of the <U> with and without air
cavity volume.
안

평

제 된 방법의 성능을
가하기 위하여, 정상혈액은
정상 적혈구 (normal red blood cell)을
수 (1x PBS)

식염
준비했다. 말라리아에 감염된 혈액은 P.
falciparum 기생충에 감염된 1% 감염률을 갖는 적혈구
를 식염수에 주입하여 준비했다. 본 연구에서는
throughput를 높이기 위하여, hematocrit은 50%로 설정
했다.
에 주입하여

낮다. 즉, 말라리아에 감염된 혈액은 마이
크로채널에 막힘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압력이 상승하
게 된다. 이로 인하여 실린지 내의 공기만 압축되고,
미세유체소자로 혈액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혈액의 평
균속도는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다. 평균속도를 이용하
여 미세유체소자 내에 주입된 혈액체적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 2.c). 정상혈액과 말라
리아 감염된 혈액의 차이는 혈액의 변형성 차이에 의
속도가 매우

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터
말 아 염
음
줬

안

이상과 같은 실험결과로부 , 본 연구에서 제 된

3. 결 론

회

Fig. 1c와 같이 일 용 실린지에 공기를 주입하지

않는

Fig. 2 Detection of P. falciparum-infected RBCs with 1%
parasitemia. (a) Consecutive microscopic images for
malaria-infected RBCs. (b) Temporal variations of
<U> for normal blood and malaria-infected blood.
(c) Quantitative comparison of normal blood and
malaria-infected blood.

형 평
검

적혈구 변 성 가방법은 라리 에 감 된 혈액을
효과적으로 출 할 수 있 을 보여 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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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실린지 펌프의 정 유량 (Q=1 mL/h)
에 따라 균유속 <U>가 일정하게 유지 되었다.

평

이에 비하여, 실린지 내에 0.3 mL 공기를 주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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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U>가
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00
s 이후에는 거의 일정한 값을 는다. 본 연구에서는

갖

각각 주입을 했고,
600 s 동안 평균속도 (<U>) 이용하여 미세유체소자 내
에 주입된 혈액 체적 (ΔV)을 계산했다.
말라리아 감염률 1%의 혈액과 정상혈액을 이용하여
본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Fig. 2a와 같이
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계열로 취득한 이미지를 사
용하여 time-resolved micro-PIV 수행하여 시간에 따른
평균속도의 변화를 계산했다. Fig 2b와 같이, 정상혈액
에 비하여 말라리아에 감염된 혈액은 상대적으로 평균
공기 및 혈액을 실린지에 0.3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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