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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재 웅

뇌는 가장 복잡한 생체 기관 중 하나로, 뇌의 기능을

이해하고 각종 퇴행성 뇌질환을 부작용 없이 치료하기

위해 뇌의 신경회로를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툴(tool)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본 연구팀은 동물의 뇌에

이식하여 스마트폰앱 조작을 통해 약물과 빛을 뇌 특정

부위에 전달함으로써 목표 신경회로를 정교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뇌 이식용 무선 디바이스를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물의 뇌 회로를 무선으로 

선택적으로 제어하는데 성공하였다. 본 기술은 뇌의 목표 

신경회로를 반복적, 장기적으로 무선 컨트롤하는 걸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뇌 연구 뿐 아니라 향후 파킨슨병, 

치매, 중독 등 뇌질환 치료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뇌 신경회로

무선 제어 기술 개발

 

연구배경

뇌는 가장 복잡한 생체 기관 중 하나로, 뇌의 기능을 이해하고 

각종 퇴행성 뇌질환을 부작용 없이 치료하기 위해 뇌의 신경

회로를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툴(tool)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광유전학과 신경약물학은 주변 신경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목표로 하는 뉴런이나 신경회로만을 빛 또는 약물, 

혹은 그 둘의 조합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 전기 자극 방법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시공간적 

해상도를 가지고 신경회로를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뇌 연구 및 뇌 질병 치료 목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뇌 연구에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뇌 이식용 디바이스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딱딱한 재질의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1) 뇌조직을 크게 손상시키고, 2) 정교한 

선택적 신경회로 제어가 어려우며, 3) 하나의 다기능성

프로브 형태로 구현이 힘들다. 또한 외부기기(예: 레이저,

약물펌프)에 선이 연결된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4) 동물의 자유로운 행동을 크게 제약하며, 따라서 복잡한

행동연구나 자연스러운 환경에서의 뇌기능 연구, 나아가 뇌질환 

치료용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뉴럴 인터페이스용 툴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초정밀 마이크로 공정기술, 전달인쇄

기술, 그리고 생체직접형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을 이용한

초소형, 무선 유연성 뉴럴 디바이스를 개발하였다. 폴리머

미세유체관과 마이크로 LED를 결합하여 머리카락 두께

(80μm)의 유연한 뇌 탐침을 만들고 이를 소형 블루투스

기반 컨트롤 회로와 교체 가능한 약물 카트리지와 결합

함으로써, 스마트폰앱을 통해 무선으로 마이크로 LED와

약물 전달을 제어할 수 있는 무게 2g의 뇌 이식용 디바이스를

구현했다. 특히 약물 카트리지는 레고의 원리를 모사하여

탐침 부분과 쉽게 조립/분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약물 카트리지를 결합함으로써 원하는 약물을

장기간에 걸쳐 뇌의 특정 부위에 반복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본 연구팀은 개발된 뉴럴 디바이스의 기능을 동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쥐의 뇌에 디바이스를 임플랜트하고 

특정 뇌 신경회로를 무선 디바이스를 통해 제어함으로써

쥐 행동을 원격 컨트롤할 수 있었다. 무선 약물 전달을 통한 

뇌 제어 검증을 위해, 이 디바이스를 쥐의 뇌 보상회로에 

기대효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뇌 신경회로 제어용 이식용 디바이스는 

정교하지 못한 뇌 자극으로 부작용을 야기하고, 뇌조직과

기계적 간극으로 염증반응 등을 유발하여 장기간 이식에

한계가 있으며, 외부 기기에 선이 연결된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뉴럴 

디바이스는 누구나 손쉽고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뇌의 특정 회로를 빛과 약물을 이용해 정교하게 무선 컨트롤

하게 한다는 점에서, 뇌 기능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나 향후

치매, 파킨슨 병, 중독 등 다양한 뇌질환의 치료 연구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한번의 뇌

이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약물을 주입하여 그 효과를 관찰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동물 실험이 필요한 신약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본 디바이스의 국소부위 무선 약물 전달 기능은 광범위한

장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존 항암치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표적 약물치료 구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식한 후 도파민 활성 약물과 억제 약물이 든 카트리지를

디바이스와 결합하였다. 그 후 간단한 스마트폰앱 컨트롤을 

통해 원하는 타이밍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쥐의 활동을 도파민 

활성 약물을 이용하여 더욱 증가시키거나, 도파민 억제 약물을 

전달하여 억제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빛과 약물 모두를 

이용한 뇌 제어 기능 검증을 위해, 쥐의 뇌에서 장소 선호도를 

유도할 수 있는 부위에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채널로돕신)을 

주입하여 신경세포가 빛에 반응하도록 처리하였다. 그 후 쥐가 

특정 장소로 이동하였을 때 마이크로 LED를 켜 광유전학적 

자극을 줌으로써 쥐가 그 장소에 계속 머물고 싶게 만들 수

있었다. 반대로, 약물 전달을 통해 뇌 신경회로를 제어함으로써 

쥐의 특정 장소 선호도를 없애는데도 성공하였다. 본 뇌 이식용 

디바이스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물의 특정 뇌 신경회로를

빛과 약물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무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는 최초의 디바이스로서, 기존 이식용 툴로는

불가능한 정교한 광약물학적 무선 뇌 제어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경과학 연구와 뇌질환 치료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