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연구동향

파이버 기반 신경 인터페이스
개발동향 및 전망
결과적으로, 열 인발 제작된 파이버의 크기는 캡스탄의 속도를 미세하게 제

1. 서론
신경 인터페이스는 전기신호 혹은 화학적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 신경계
에 직접 개입하는 장비로써, 뇌의 과학적 이해를 촉진하거나 다양한 신경 관
련 질병들을 치료 및 진단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미시간 탐침(Michigan
probe)이나 유타 어레이(Utah array)와 같은 대표적인 신경 인터페이스는

어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열 인발 공정은 하나의 프리폼에서 수 킬로미터
에 달하는 파이버를 뽑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며, 따라서 다양한 물질을 비교
적 쉽게 적용시킬 수 있는 저비용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2-2. 파이버 신경 인터페이스의 특징

높은 시공간 해상력을 바탕으로 미세하고 정확한 신경 모니터링과 자극을

열 인발공정으로 제작된 파이버 기반 신경 인터페이스는 주로 마이크로 스

가능하게 하였으나, 이러한 침습적 신경 탐침들은 외부 물질 반응(foreign

케일의 지름 및 센치미터 스케일의 길이로 제작되며, 유연재료들을 폭넓게

body response)으로 인한 신경아교증(gliosis) 및 아교세포 기반 절연층 생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탐침들은 깊은 영역을 탐지하기에 용이하

성 때문에 그 수명이 장기간에 이르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

고, 그 높은 신축성(flexibility)과 작은 굽힘강성(bending stiffness)에 의해

서 이런 외부물질반응의 주 원인으로 간주되는 뇌와 디바이스의 탄성계수 차

신경아교증을 야기하는 외부 물질 반응을 덜 유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폴리머와 같은 유연한 재료들이 신경 탐침 개발에 적극 이

[1,2]. 또한 반복적인 인장변형을 견딜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

용되고 있다.

로 탐지하기 어려운 척수 부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2,3], 비교적 간단한 제

열 인장공정으로 제작하는 파이버 신경 인터페이스는 이러한 유연성 폴리머

작방법 덕분에 전기생리학적 기록 외에도 광 자극 및 미세유체전달을 위한

사용에 적합한 새로운 신경 탐침의 한 형태로 대두되고 있다. 파이버 신경 탐

기능적 요소들을 쉽게 내재할 수 있다[1-4]. 광 자극을 위해 전극에 도파관

침은 폴리머나 탄소 합성물, 하이드로젤과 같이 유연한 물질들의 차용이 비

을 내재한 탐침은 장기간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며, LED와 같은 전자장치를

교적 쉽다는 장점을 가지며, 특유의 긴 섬유모양으로 인해 비교적 낮은 굽힘

삽입하는 기존의 경우보다 줄 열(joule heat)에 의한 조직 손상을 줄일 수 있다.

감성을 가져 장기간 사용 가능한 신경인터페이스의 구축에 이점을 가질 것으

하지만 이와 동시에, 파이버 기반 신경 인터페이스의 여러가지 한계점 또

로 기대되고 있다. 본 리뷰에서는 이러한 파이버 신경 탐침들이 어떻게 제작

한 존재한다. 파이버 기반 장치들은 그 끝부분을 통해서만 신경조직을 탐지

되며, 또 어떠한 성능을 가진 채 제작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존의 신경 인터페이스들보다 낮은 전극 밀
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열 인장공정과 양립 가능한 전후

2-1. 열 인발공정(Thermal drawing process)
실리콘 광섬유의 제작에서 유래한 열 인발공정(Thermal drawing
process;TDP)은 큰 폼팩터(form factor) 혹은 preform(프리폼)을 열전달 및
인장력을 이용, 미세크기의 파이버로 뽑아내는 과정이다(그림 1.(A)). 프리폼
은 최종 파이버 신경탐침을 센치미터 단위로 확대한 형태로 제작된다. 이렇
게 거시적으로 프리폼을 크게 설계함으로써 추후 뽑힐 탐침의 정교한 디자인
이 가능해지며, 그 단면의 복잡한 요소 설계는 공정 후에도 유지된다. 프리폼
의 반도체나 전극과 같은 기능적 요소들은 롤링(rolling), 밀링(milling), 래싱
(lathing), 레이저 커팅 등의 다양한 매크로 스케일의 가공 기법들을 통해 추
가할 수 있다.

처리 과정들로써, Rayleigh capillary instability 혹은 불연속성 유도 등의 방
법들이 제시되었다[5-7]. 또한 아직까지는 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수
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폴리머나 탄소 기반 물질들은 지금까지 성
공적으로 이 공정에 적합함을 보여 왔으나, 금속과 같은 경우는 높은 녹는점
으로 인해 그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 인장 공정을 통한 파이버 신경
인터페이스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부 물질들만
열 인발공정에 테스트 제작되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4]. 파이버 기
반 탐침이 더욱 경쟁력 있는 신경 인터페이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질과 추가적인 기능성 및 인터페이스 적용 여부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재료가 조합된 파이버를 인장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 물질들이 비슷
한 수준의 유리전이 온도(Tg) 혹은 녹는점(Tm), 그리고 점성을 가져야한다.
인장과정 동안 프리폼은 가열되어 아랫방향으로 흐르며, 각 물질은 층류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프리폼의 단면설계를 유지한 파이버가 뽑힐 수 있도록,
인장공정동안 가열된 각각의 물질들은 비슷한 점성을 가져 유사한 유동학적
거동을 나타내야 한다.
인장공정 타워의 노체(furnace)속에서 Tg 혹은 Tm 이상으로 가열된 프리폼
은, 아래 방향의 하중을 받아 잡아당겨지며 인발되기 시작한다. 타워의 윗 부
분(feeder)에서는 아직 가열이 덜 된 프리폼이 노체(furnace)안으로 vfeed의
속도로 주입되며, 인장된 파이버는 vcapstan의 속도로 회전하는 캡스탄에 의
해 잡아당겨진다. 이때 부피 보존의 법칙에 따라 프리폼의 지름과 인발된 파
이버의 지름의 비율, 즉 제작 비율(Drawing ratio, Dr)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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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뇌 타겟용 파이버 탐침 개발의 예
(A) 다기능 파이버 제작을 위한 열인발 공정1
(B) 광자극, 전기 생리학적 측정, 화합물 전달을 가능하게 한
최초의 폴리머 기반 파이버 탐침4
(C) 열인발 공정 중 CNF의 정렬로 전기 전도성이 향상된 파이버 탐침8

2-3. 뇌 타겟 파이버 탐침
열인발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폴리머 기반의 파이버 탐침은 광유전학적, 전

그림 2. 척수용 파이버 디바이스
(A) CPE전극 및 PC/COC 광통로를 포함한 파이버 디바이스[2]
(B) PC/COC/AgNW/PDMS 또는 COCE/AgNW/PDMS 조합을
이용해 제작한 파이버의 모습과 이를 이용한 in vivo 실험[19]

기 생리학적, 약물 주입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탐침에 결합하여 쥐
생체 내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4] (그림 1.(B)). Polycarbonate(PC)를 코
어로, cyclic olefin copolymer(COC)를 광피복으로 사용하는 도파관은 삽
입 후 2달까지 Thy1-ChR2-YFP 유전자 변형 쥐의 내측 전두엽(mPFC)에
서 광유전학적으로 신경 활동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광 전달 능력을 보였다.

2-4. 척수 타겟용 파이버 탐침

또한 이 탐침을 구성하는 전도성고분자, polyethylene(CPE) 기반의 전극
들은 삽입 후 한 달까지 단일 유닛 활성(single unit activity)을 감지하는 데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계통 사이에서 운동 자극과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역

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 기기는 타 신경 인터페이스에 비해 높은 임피던

할을 한다. 이 부위는 종에 따라 상이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는데[12], 인간의

스를 보였고, 상당한 BBB(Blood-brain barrier) 파괴를 일으키는 부피(지

경우에 1MPa 정도의 탄성 계수를 가지며 정상적인 운동 상황에서 반복적으

름 ~600 μm)를 가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

로 발생하는 10%를 웃도는 변형을 견딜 수 있다[13]. 이러한 특성을 가진 척

기 위해, 보다 전도성이 높은 물질을 포함하면서도 부피가 축소된 전극을 사

수를 실험 대상으로 하는 신경인터페이스는, 필수적으로 유연해야 함과 동

용한 새로운 파이버 탐침이 개발되었다[1]. Graphite을 섞은 CPE전극을 활

시에 일상생활에서의 반복적인 변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기

용한 이 신경 파이버는, 200 μm의 작은 지름과 ~0.5 MΩ의 작은 임피던

계적 특성을 보유함과 동시에, 더불어 신경에 대한 보다 정밀한 자극 및 기

스를 보여 주었다. 또한 파이버에서 직접 ChR2 유전자를 포함한 바이러스

록을 위한 광유전학 기술을 포함한 디바이스가 개발되었다[14-16]. Vglut2-

(AAV5-CaMKIIα::ChR2-eYFP)를 내측 전두엽(mPFC)에 전달을 하는 방

ChR2-YFP 전이 유전자가 도입된 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 실험에서는, 해

법을 통해, 해당 디바이스는 빛을 이용하여 뉴런을 제어하는 광유전학적 기

당 디바이스를 통해 척수의 신경 네트워크가 운동을 유도한다는 직접적인 증

능을 3달 동안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2개의 장치를 동시에 사용함으로

거를 찾아내었으며[14,15], 이어진 광자극과 근전도 검사를 통해 호흡 관련

써 기저 측 편도(BLA)와 복부 해마(vHPC)와의 연결을 재확인할 수 있음을

운동 기능 회복을 확인하기도 했다[16]. 추가적으로, 광 자극과 전기생리학

보였고, 신호 대 잡음 비를 약 3달간 유지한 전기 생리학적 신호를 얻는데 성

적 기록이 동시에 가능한 경막 바깥 쪽에 위치하는 신경 인터페이스가 개발

공하였다. 한편, 전기적 기능의 발전을 위해 Carbon nanofiber(CNF)를 기

되었다[17,18].

존의 CPE와 섞어서 전극의 저항률을 백배 감소 시킨 단일 모드 디바이스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in vivo 실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도 개발되었다[8](그림 1.(C)). 이 디바이스에서는 단면적을 100 μm × 100

따라, 유연성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인장성 다기능 인터페이스에 대한 시도

μm 까지 축소시켰음에도 열인발 공정 중 일어나는 CNF의 정렬에 의해 20

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척수에 대한 신경 활성의 기록과 광 자극

S/m의 향상된 전도성을 보였다. 금속 전극을 기반으로 좋은 전도성을 보여

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파이버 기반 신경 인터페이스가 개발되었다[2,19].

준 예시도 존재하였다[9]. 해당 연구에서는 PC-COC 광섬유를 9개의 주석

낮은 굽힘 강성을 가진 이 장비는 생리학적 운동시에 일어나는 탄력적인 변

(Sn) 전극과 poly(etherimide)(PEI) 클래드로 감싸는 구조를 통해, 광전효과

형에도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었다. PC/COC 기반 광 도파관과 카본 블랙

(Photovoltaic effect)를 최소화하면서 사인파 모양으로 변화하는 광유전적

이 첨가된 폴리 에틸렌(CPE) 전극을 사용하는 신경 파이버가 척수를 대상

자극을 사용한 해마 신호의 진동수 연구를 진행하였다.

으로 처음 적용되었으며[2](그림 2.(A)), 이 180-230 μm정도의 직경을 가지

이외에도 뇌를 대상으로 하는 파이버 탐침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 연구

는 탐침은 열인발 공정을 통해 제조되었다. 파이버의 기능 확인을 위해 파장

가 지속되고 있다. Poly (L-lactic acid)(PLLA) 기반의 생분해성 광섬유는 자

과 굽힘 강성에 따른 광 손실을 확인한 결과, 굽혀져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한

유롭게 움직이는 쥐의 해마 대상으로 광유전학적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활

전달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판명되었고, 반복적인 이력 현상 실험을 통해 기

동성 증가를 확인한 바 있다[10]. 또한 가수 분해 과정에서의 광 손실 변화

계적 견고성 또한 우수한 것이 밝혀졌다. 이 장비를 이용하여, Thy1-ChR2-

와 신경 회복 및 신경아교세포의 캡슐화 완화를 보여 줌으로써, 생분해성 광

YFP 전이 유전자가 도입된 쥐를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광 자극 및 전기 신

섬유의 잠재력을 보여 주었다. 최근에는 light-addressable potentiometric

호 활성도 측정이 진행되었다. 이 장비에 이어, PC/COC와 COC Elastomer

sensor (LAPS)(광지시형 전위차 센서)를 신경 인터페이스에 도입하여 광선

(COCE)를 각각 광 도파관으로 하고, 이를 은 나노 와이어 그물 구조로 코팅

자극에 의한 전극의 광전류를 통해 측정된 뉴런 신호를 측정하는 연구가 진

한 신경 인터페이스가 개발되었다[19](그림 2.(B)). 그물 구조 전극은 상대적

행되었다[11]. 전형적인 평면형 LAPS 디바이스와는 다르게, 파이버 형태를

으로 두꺼운 금속전극에 비해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 반복적인 굽힘과 인장

가진 이 LAPS 디바이스의 경우 108개의 PC/PMMA 광섬유 다발을 통한 다

변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 디바이스 역시 자유롭게 움직이는 설치

중 스팟 매핑(multi-spot mapping)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더불어 쥐 해

류 모델을 대상으로 전기생리학적 기록과 광 자극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

마에서 하나의 광 채널을 통해 느리게 변화하는 지역장 전위 측정할 수 있음

다. 최근 변형 감지용으로도 사용되는 SEBS와 같은 초탄성 물질도 척수용

을 보인 바 있다.

신경 인터페이스에 적용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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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회로 연구를 가능하게 하게 하기도 하였다[24,27]. 파이버 포토메트리에
서는 이 같은 기술적인 발전 이외에도 재료의 개발 또한 진행되었는데[10],
생분해성 폴리머인 PLLA와 PLGA이 적용된 파이버포토메트리는 광유전학
연구에 사용되어 생체 친화적 디바이스 개발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파이버형 디바이스들이 화합물 감지에도 사용될 가능성
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화학발광용(chemiluminescent) 디바이스들은 특
정 기체 농도를 감지하여 뇌 활동을 측정하는데 성공하였는데, HollowCore Photonic Band Gap Fiber(HC-PBGF)(중공 포토닉 밴드갭 광섬유)
에 화학발광용 물질을 주입하여 100 ppb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측정하는 방
법을 사용하였다[28]. HC-PBGF는 15개의 As2S3와 PEI 이중 층으로 만들어
졌으며, 최외각 클래드는 PEI로 구성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광섬유 대
신 광 검출 층을 만들어 SNR을 향상시켰다[29]. Chalcogenide(Se97S3) 유
리 층에 투사된 화학발광 신호는 전기 신호로 변화하여 광 전송에서 유발
되는 손실을 최소화했다(그림 3.(B)). Chalcogenide 유리, Sn63Pb37 전극과
polysulfone(PSU) 클래드를 사용한 이 디바이스는 과산화수소 농도에 대하
여 10 ppb의 검출한계를 보였다.
파이버형 디바이스의 또 다른 발전 방법 중 하나로써, 전기 소자의 밀도 증가
를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게르마늄 코어를 백금 막대 사이에 넣은 프리
폼은, TDP를 거치며 플라토-레일리 불안정 원리(PRI)에 의한 변화를 보인다
[6,30](그림 3.(C)). 한 연구에서는 게르마늄의 구형화를 통해 백금과의 접촉
을 유도하여 금속-반도체-금속 접합이 나열된 파이버를 만들 수 있었으며,
PRI를 이용한 다른 연구에서는 고분자-반도체 파이버를 다양한 모양으로 만
들 수 있다는 것 또한 증명하였다[5]. As2Se3와 polyethersulphone(PES)
클래드를 이용한 구형, 코어 쉘, 이중구획(two-compartment) 입자와 다중
구획(multi-sectioned) 입자들이 해당 방법으로 구현되었으며, PRI로 유도
된 As2Se5 구들이 CPE사이에 나열되어 CP-반도체-CP 형태의 광 검출 소
그림 3. 파이버 신경 디바이스의 다양한 기능성
(A) 파이버 포토메트리의 GEVI 발현[22]
(B) Se97S3 photodetector, Sn63Pb37 전극과 polysulfone (PSU)로
과산화수소 검출한 디바이스[29]
(C) PRI로 유도된 구형 소자 기반 파이버 디바이스[6]

자 어레이가 제작되었다[31]. 전기 기반 소자들도 TDP에 융합되었는데[7],
InGaN와 AlGaAsP LED와 광 검출 소자들이 텅스텐 와이어 사이에 나열된
고밀도 파이버가 개발된 바 있다.
다기능성 신경 탐침은 뇌와 척수의 전기적 활동 측정에 주로 쓰여져 왔지만,
광유전학과 같은 융합적인 기술들이 발명되면서 화합물 감지, 파이버포토메
트리 등 다중소재 미래형 신경 인터페이스에의도 적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

2-5. 파이버 신경 인터페이스의 발전 방향

었다. 더불어 파이버형 디바이스 소자 밀도의 증가 속도가 무어 법칙을 따를
수 있게 된다면, 향후 신경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파이버형 디바이스가 더욱

전기적 활동 측정 이외에도 파이버 디바이스들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연구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가 보고되고 있으며, 기존 디바이스의 한계점들을 극복하려는 연구들이 지속
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광섬유를 이용하여 형광성 Ca2+ 신호를 수집하는 파이버 포토메트리(fiber

3. 결론

photometry)는 뇌 과학 연구에 널리 쓰이고 있는 기술이다[21]. 이는

본 기고에서는 새롭게 대두되는 파이버 신경 인터페이스, 열 인발 공정, 뇌와

Genetically encoded calcium indicators(GECIs)와 genetically encoded

척수에 적용된 파이버 탐침들, 그리고 파이버 신경 인터페이스가 새롭게 가

voltage indicators(GEVIs)를 사용하여 in vivo 환경에서 특정 세포 집단의

질 수 있는 기능적 가능성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파이버 탐침의 열 인발 공정

광범위 활동을 측정한다[22-24](그림 3.(A)). 이러한 실리카 기반 파이버포

은 다양한 유연성 물질들에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탐침에 여러

토메트리는 다양한 기능들과 융합되어 발전된 성능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일

가지 기능성을 비교적 쉽게 추가할 수 있으며,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례로, 테이퍼 광섬유는 다양한 깊이의 뇌 구간에서 광 측정 및 자극을 구현

장점을 가지고 있다. 비록 파이버 탐침이 현재로서는 낮은 전극 밀도를 가지

하는 데 성공하였다[25]. 스펙트럼 분석 파이버포토메트리의 경우 여러 세포

며, 일부 물질만이 시험 적용되었다는 한계를 가지지만, 높은 종횡비와 유연

집단의 활동을 동시에 관찰하는 데 성공하였는데[26], 해당 장비를 사용한

성 등의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GECI 및 분광계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형광물질

열 인장 공정에 적합한 다양한 물질과 추가적인 기능성을 연구함으로서, 파

신호를 분리함으로써, 가시 투영 뉴런(spiny projection neuron)의 직접 및

이버 기반 신경 인터페이스는 현재를 뛰어넘는 적용성을 가질 수 있을 뿐만

간접 신경 회로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또한 MRI와 호환되지 않는 전극과는

아니라, 비인간 영장류와 사람에게까지 연구와 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

달리 fMRI와 결합된 고밀도 파이버포토메트리 어레이의 사용은 광범위한 신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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