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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뇌피질에서의 신경 신호 기록을 위한 LCP(Liquid Crystal 

Polymer) 기반의 플렉시블(flexible) 다채널 평판형 미세 전극을 제작하였다. 

LCP는 두 종류의 단위체가 양방향으로 결합함으로써, 유연성(flexibility)과 

강성(rigidity)을 필요에 따라 조절 가능한 폴리머 물질이다. 특히 신경    

전극의 필수적인 요소인 생체호환성(biocompatibility)과 낮은 흡습성(low 

moisture absorption rate)을 가지면서, 동시에 유연성을 갖기 때문에     

뇌피질에 최대한 적합하게(conformable)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반도

체 미세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채널 미세 전극 제작에 용이한 물질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장점을 갖는 LCP를 기반으로 한 다채널  

평판형 미세 전극의 제작 과정, COMSOL 시뮬레이션 결과, 전기 화학적   

임피던스(electrochemical impedance) 측정 결과, 동물 실험 결과를      

기술하였다. 공정 과정은 반도체 미세 공정인 E-gun evaporation 공정,   

사진 공정(photolithography), 식각 공정(etch) 등을 포함한다. 제작된     

전극은 8개의 자루(shank)가 손가락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자루는 

직경 160 ㎛인 8개의 전극 사이트를 갖는다. 이와 같은 다채널 전극을 제작

하기 위해서는 미세 라인 형성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사진 공정에서의  

현상 시간(develop time) 조절을 통해 미세 라인 형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전극 사이트의 전기적인 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임피던스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20.75 ± 6.88 ㏀ 의 평균 임피던스 크기를 

확인하였다. 추가로 COMSOL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전극 사이트 깊이에 



iii 

 

따라 유도되는 사이트 포텐셜(potential)을 비교하였다. 제작된 전극은 수염 

부분 자극에 따른 쥐의 체성 감각 영역(somatosensory region, S1)에서의 

지역장 전위(local field potential, LFP) 기록을 통해 전극으로서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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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 서론 

1.1 연구 배경 

신경생리학 연구에 있어서 뇌의 신경 신호를 기록하기 위한 신경 전극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뇌는 여러 신경들이 신경망(neural network)을   

이루며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다채널 신경 신호 기록 전극을 구성하는 것은  

앞으로의 신경생리학 연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1-22].  

일반적으로 신경 신호 기록 전극은 뇌 피질에 삽입하는 탐침형(depth-

type) 신경 전극과 뇌피질에 올리는 평판형(planar-type) 신경 전극으로   

분류되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 결과들이 연구 및 보고 되어 왔다   

[1-22]. 이는 탐침형 신경 전극의 경우 단일 세포 기록(single cell 

recording)이나 활동 전위(action potential)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평판형 신경 전극의 경우 뇌피질에서의 지역장 전위(local field potential, 

LFP) 또는 유발 전위(evoked potential) 기록을 목적으로 한다 [5, 7, 10, 

20, 21]. 또한, 탐침형 신경 전극의 경우 뇌의 깊숙한 곳에 찔러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성(rigidity)을 가지고 있는 반면, 평판형 신경 

전극의 경우 뇌의 표면에 적합하게(conformable) 붙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에 유연성(flexibility)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존의 신경생리학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던 실리콘 전극이나 텅스텐 전극의 경우 물질 자체의    

강성으로 인해 탐침형 전극으로 많이 제작되는 반면, 폴리이미드(polyimide) 

전극이나 패릴린(parylene) 전극의 경우 물질 자체의 유연성으로 인해     

평판형 전극으로 많이 제작되어 왔다 [1-3, 6, 9, 12, 13, 16,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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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텅스텐 전극은 비용이나 공정 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다채널 

전극을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실리콘 전극은 반도체 

공정을 바탕으로 다채널 구성에는 용이하지만 큰 영률(Young’s modulus)로 

인하여 부러지거나 깨지기 쉽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16]. 반면에 폴리머 

기반의 전극인 폴리이미드 전극이나 패릴린 전극의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채널 구성에 용이하고, 유연한 성질로 인하여 깨지거나 

부러지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큰 흡습성(moisture 

absorption) 때문에 장기적인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23].  

 

 

 

그림 1-1.  다양한 전극 기반 물질의 신경 전극 사진 (a) 텅스텐 기반 전극 

사진 [6, 16], (b) 실리콘 기반 전극 사진 [12], (c) 폴리이미드 기반 전극 

사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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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뇌피질용 다채널 평판형 미세 전극 

기존의 신경 전극 물질들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제작  

하고자 하는 뇌피질용 신경 신호 기록 전극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극이 생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전극 기반 물질은 생체호환적

(biocompatible)이어야 하고, 넓은 영역의 지역장 전위를 기록하기 위한   

다채널 구성에 용이하여야 한다. 또한, 뇌피질에 적합하게 붙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흡습성을 가지는 물질이어야 한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LCP(Liquid Crystal Polymer)를 전극 기반 물질로  

이용한 뇌피질용 플렉시블 다채널 평판형 미세 전극을 제작하고, 그 효용성

을 확인하고자 한다.  

제 2장 1절에서는 전극 기반 물질로 사용한 LCP의 특성과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 2절에서는 뇌피질에서의 신경 신호 기록을 위한 LCP 기반의 

다채널 미세 전극 설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3절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

을 통해 확립된 LCP 기반의 전극 공정을 바탕으로, 전극 공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고, 4절에서는 미세 라인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진 공정에서의 현상 

시간 조절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5절에서는 전극의 전기적인 특

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측정(electrochemical impedance 

measurement) 방법과 전극 사이트 깊이에 따른 사이트 표면에서의 포텐셜

(potential)에 관한 COMSOL 시뮬레이션 방법을 설명하였고, 6절에서는   

전극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동물 실험 방법을 기술하였다. 각각의 결과

는 제 3장에 기술하였으며, 제 4장에서는 제 3장의 결과를 토대로 LCP   

기반 다채널 미세 전극 및 각각의 결과들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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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 연구 방법 

2.1 전극 기반 물질 (LCP) 

LCP(Liquid Crystal Polymer)는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단단한 

단위체(rigid monomer)와 유연한 단위체(flexible monomer)가 결합함으로써 

강성과 유연성을 필요에 따라 조절 가능한 폴리머 물질이다.  

이 물질은 생체호환성(biocompatibility)을 가짐으로써 몸 속에 이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 전극의 기반 물질로 적합하다. 미국 FDA에서는 

LCP를 ‘이식 가능한 물질(Implantable Grade Material, Grade: Class Ⅳ)’ 

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LCP는 신뢰도(reliability) 측면에서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몸은 약 70%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속에 이식되는 신경 전극은 전극 내부로의 

수분 흡수가 매우 작아야 전극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이식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LCP는 수분 흡수율이 0.03%로 폴리이미드  

0.8-1.4%, 패릴린 0.06%에 비해 낮다. 그리고 화학적 반응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갖는 전극 기반 물질로 사용 가능하다.  

 

 

그림 2-1.  단단한 단위체와 유연한 단위체가 결합한 LCP의 화학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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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미세 공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LCP의 큰 장점이다. 폴리이미드나 

패릴린과 같은 폴리머들이 전극 기반 물질로 각광받는 이유도 반도체 미세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극 제작에 있어서 반도체 미세 공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먼저 금속 사이트 

물질을 증착하기 위해 전자빔 증착(E-gun evaporation), 스퍼터(sputter)와 

같은 공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200 ℃ 이상의 온도가 가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전극 기반 물질은 열에 의한 물질 변성이 적고, 이를 견딜 

수 있는 내열성 물질이어야 한다. 또한, 반도체 미세 공정 과정에는 D.I.W에 

의한 세척 과정이 포함된다. 흡습성이 높은 물질은 물이 내부로 침투하여 

전극 손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미세 공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흡습성이 낮은 전극 기반 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화학적인 

물질이어야 한다. 반도체 미세 공정에는 사진 공정(photolithography), 식각 

공정(etching)이 포함되고, 감광제(photo resist, PR), 현상액(developer), 

아세톤(acetone), 메탄올(methanol),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alchol, 

IPA), 불산(hydrofluoric acid, HF), 왕수(aqua regia)와 같은 화학 용액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전극 기반 물질은 그러한 용액들로부터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 LCP는 앞에서 말하였듯이 낮은 흡습성을 가지고,   

275-280 ℃까지 변성이 거의 없는 내열성을 가지고 있으며, 화학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화학적인 물질이다. 이 때문에 LCP는 

전극 기반 물질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2, 5, 11, 14, 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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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전극 기반 물질로 사용되는 폴리머들의 성질 비교 

 폴리이미드 패릴린 LCP 

녹는점 (℃) >400 290 280-335 

영률 (GPa) 2.4 3.2 2-10 

흡습성 (%) 0.8-2.4 0.06 0.03 

 

 

2.2 LCP 기반의 다채널 미세 전극 설계 

2.2.1 신경 신호 기록을 위한 64채널 미세 전극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한 LCP 기반의 미세 전극은 뇌피질에서의 신경 신호  

기록을 위하여 설계하였고, 다채널로 제작하여 여러 신경 신호를 동시에     

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설계한 전극은 그림 2-2와 같다. 본 전극은 쥐의 뇌피질 신경 신호를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극 어레이 부분이 쥐의 머리보다 

작아야 한다. 즉, 뇌피질의 특정 영역 신경 신호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하고자 하는 영역만큼 작은 면적을 가지는 전극 어레이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7 ㎜ X 7 ㎜ 크기의 전극 어레이를 설계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공정 기술로 제작 가능한 최소 선폭인 10 ㎛의 선폭으로 전극 어레이     

부분을 설계함으로써, 추후 동물 실험에 사용할 쥐의 뇌피질보다 작은     

크기의 전극 어레이를 제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전극 어레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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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평면 형태가 아닌 8개의 자루(shank)를 갖는 손가락 형태로       

설계함으로써, 각각의 자루가 서로 다른 각도만큼 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실제 동물 곡면 형태의 뇌에 단순한 평면 형태보다 더 적합하게 밀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경 신호 기록에 더 용이하기 위함이다. 각각의 자루에는 

160 ㎛ 직경의 전극 사이트를 8개씩 배치하여 총 64개 전극 사이트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a) 

 

(b) 

그림 2-2. LCP 기반의 플렉시블 다채널 평판형 미세 전극 설계 

(a) 64채널 다채널 미세 전극 어레이, 리드선(lead line), 연결 패드 설계 

(b) 8개의 자루에 각각 8개의 전극 사이트를 갖는 총 64채널 전극 어레이  



8 

 

2.3 제작 공정 

본 연구에서 전극 기반 물질로 사용한 LCP는 필름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전극의 기판층(substrate layer)과 절연층(insulation layer, cover layer)으로 

사용되었다. 전극의 사이트 물질은 금(Au, 99.99%)이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 

그룹의 선행 연구로 확립된 전극 공정 방법을 참고하였다 [2, 5, 11, 25-27].  

 

2.3.1 샘플 준비 

4 ″ 실리콘 웨이퍼(silicon wafer)에 전극 기판층인 LCP 필름을 부착한다. 

이 때 사용되는 LCP 필름은 25 ㎛ 두께의 얇은 필름이다. LCP 필름은   

웨이퍼에 부착할 수 있는 접착력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부착을 위해 실리콘 

일라스토머(silicone elastomer)를 이용하여 접착층을 만들어준다. 실리콘 

일라스토머 MED-6233 Part A와 MED-6233 Part B를 1:1 비율로 섞은 뒤,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기포를 제거한다. 기포를 제거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리콘 일라스토머에 기포가 남아있게 되면 LCP가  

웨이퍼에 불균일하게 부착될 수 있고, 이는 추후 공정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패턴이 어긋날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기포가 제거된 실리콘   

일라스토머는 웨이퍼 위에 얇게 스핀 코팅한다. 실리콘 일라스토머가     

코팅된 웨이퍼는 80도 오븐에서 약 2시간 정도 큐어링(curing)한 뒤, 전극 

기판층으로 사용할 LCP 필름을 평평하게 잘 부착한다. 준비된 샘플은    

아세톤,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에 1분씩 세척한 다음 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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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사이트 물질 증착 (Evaporation) 

사이트 물질을 증착하기 이전에, 준비된 LCP 샘플과 금속과의 접착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산소 플라즈마(O2 plasma)를 이용하여 건식 식각 공정을

(Oxford etcher, Oxford Instruments, Abingdon, Oxfordshire, UK) 해준다. 

플라즈마 처리된 LCP 샘플 위에 전자빔 증발 증착 장비(E-gun evaporator, 

Maestech, CA, USA)로 접착층(adhesion layer)인 타이타늄(Ti) 500 Å과   

기반층(seed layer)인 금(Au) 1500 Å을 증착한다. 이 때 접착층인 타이타늄

을 먼저 증착함으로써 금의 접착성을 증가시킨다. 

 

2.3.3 사진 공정 (Photolithography) 

사이트 물질이 증착된 샘플은 표 2-2 조건의 사진 공정을 통해 전극 패턴

을 만들어준다. 사진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제와 샘플과의 접착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헥사메틸다이사이레인(hexamethyldisilane, HMDS)를 샘플에 

먼저 스핀 코팅한다. 이어서 감광제(AZ4620, AZ Electronic Materials)를  

스핀 코팅한 후 소프트 베이크 과정을 수행한다. AZ4620은 양성 감광제

(positive photo resist)로써, 노광(exposure)을 하면 현상액과 감광제와의 

용해성이 증가하는 물질이다. 이와 같이 스핀 코팅한 감광제의 두께는     

약 10 ㎛이다. 준비된 샘플은 그림 2-3과 같이 미리 제작한 사진 마스크와 

사진 공정 장비(MA6/BA6, SUSS MicroTec., Garching, Germany)를 이용하

여 노광(exposure)을 한다. 그림 2-3의 사진 마스크는 투명한 부분은     

노광이 되는 부분이고, 어두운 부분은 노광을 막아주는 부분이다. 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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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이용하여 노광을 하면 투명한 부분만 노광이 되고, 그 후 현상액

(AZ300, AZ Electronic Materials)을 이용하여 약 3분 동안 현상을 하면  

투명한 부분의 감광제만 제거됨으로써 전극 패턴이 만들어진다. 이는 후속 

공정인 도금 과정에서 전극 패턴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기 위한 선행 공정이

다. 현상 과정까지 완료한 샘플은 QDR(quick dump rinse) 세척 후 건조한다. 

 

표 2-2. AZ4620 사진 공정 조건 

 시간 조건 

HMDS 10 sec 2500 rpm 

AZ4620 40 sec 2000 rpm 

소프트 베이크 80 sec 110 ℃ 

노광 70 sec Vac 방식 

현상 약 3 min AZ300 

 

 

 

그림 2-3. 3개의 LCP 기반의 다채널 평판형 미세 전극 제작용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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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도금 (Electroplating) 

전극 패턴이 형성된 LCP 샘플은 약 5 ㎛ 두께의 도금 공정을 수행한다. 

사진 공정을 통해 형성된 전극 패턴 부분에만 도금을 진행함으로써, 약 5 ㎛ 

두께의 금 패턴 전극을 형성한다. 본 연구 그룹의 초반 LCP 전극 공정 과정

에는 도금 과정이 없었고, 전자빔 증착 공정을 통해 수백 ㎚ 정도로 얇은  

두께의 금 전극 패턴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 전극 패턴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되는 열흡착 과정(lamination)에서 전극 사이트와 

패드(PADs) 부분을 연결해주는 연결선(lead line)들이 단락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도금 공정을 통해 전극 패턴의 두께를 

늘림으로써, 후에 진행하는 열흡착 과정에서의 전극 단락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2.3.5 습식 식각 (Wet Etching) 

도금된 LCP 샘플에는 전극 패턴이 아닌 불필요한 잔여 감광제와 잔여  

타이타늄, 잔여 금이 남아 있다. 이러한 잔여 물질은 습식 식각을 통하여  

제거한다. 먼저 감광제 제거 용액(AZ700)을 이용하여 잔여 감광제를 제거한 

후, 잔여 기반층과 잔여 접착층을 제거한다. 잔여 기반층인 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왕수를 사용한다. 왕수는 염산(HCl)과 질산(HNO3)을 3:1 비율로 

섞은 용액으로써 금을 식각하는 용액이다. 이 경우 도금이 된 전극 패턴의 

금도 동시에 식각되지만, 도금된 금의 두게는 5 ㎛이고 잔여 기반층의 금의 

두께는 150 ㎚이기 때문에 전극 패턴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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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층을 제거한 후 잔여 접착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희석된 불산(HF)을 

사용한다. 이 경우 D.I.W와 불산을 약 1000:1 비율이 되도록 희석시킨 후에 

잔여 접착층을 제거해야만 한다. 만약 불산이 낮은 비율로 희석되었을 경우 

1초 정도의 짧은 식각 과정에서도 과도 식각(over etch)이 일어나게 되어  

전극 패턴 부분의 타이타늄까지 식각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높은 비율로   

희석된 불산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타이타늄만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습식 식각을 통해 잔여 물질들을 제거한 샘플들은 QDR 세척 후 건조한다.  

 

2.3.6 LCP 열흡착 공정 (Lamination) 

습식 식각까지 완료된 LCP 샘플에는 그림 2-4.(a)처럼 64채널 미세 전극 

패턴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전극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LCP 기판층은  

그림 2-4.(b)와 같이 미리 제작해놓은 LCP 절연층과의 열흡착 공정을 통해 

최종 전극을 완성한다. 절연층은 전극 사이트와 패드 부분만 노출(open)   

시키고, 그 외의 부분은 절연시켜주는 층이다. 두 층의 LCP를 지그(jig)에 

잘 정렬(align)하여 고정시킨 후에, 프레스 장비(Carver, Inc., model      

no. 4122, Wabash, In, US)를 이용하여 282 ℃의 열과 60 ㎏의 압력을   

30분 동안 가한다. 이 때 가해지는 온도는 LCP 기판층과 LCP 절연층이  

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LCP 절연층을 용융 상태로 만드는 온도이다.   

그 후 온도를 상온으로 낮춰서 두 개의 LCP 층이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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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제작된 전극 기판층과 절연층 (a) 금도금 전극 패턴이 형성된 LCP 

기판층, (b) 전극 사이트와 패드 부분이 노출된 LCP 절연층 

 

2.3.7 레이저 절단 가공 

두 층이 결합된 샘플은 각 샘플당 3개의 다채널 미세 전극으로 구성된다. 

이를 UV laser 장비를 이용해 레이저 절단 가공을 해줌으로써 최종적인   

다채널 미세 전극을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최종 전극의 외곽 부분뿐만    

아니라, 전극 어레이 부분을 손가락 형태의 8개 자루로 절단 가공한다.    

레이저 절단 가공한 후의 전극은 절단 가공 과정에서 생긴 그을음(ash)과  

불순물이 존재한다. 이는 산소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 제거해준다. 

 그림 2-5는 다채널 미세 전극 공정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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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LCP 기반의 다채널 미세 전극 공정 과정 요약  

(a) 접착층 타이타늄 및 기반층 금 증착 (b) 사진 공정을 통해 패턴 형성   

(c) 전극 패턴에 5 ㎛ 금도금 (d) 습식 식각을 이용하여 잔여 물질 제거 

(e) LCP 절연층과의 열흡착 공정 (f) 레이저 절단 가공으로 최종 전극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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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세 라인 형성을 위한 사진 공정 

본 연구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다채널 미세 전극은 좁은 면적에 많은    

채널을 형성해야 한다. 이처럼 좁은 면적에 다채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폭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상 시간을  

조절하여 미세 라인을 형성하였다. 다른 조건들은 기존의 사진 공정 조건과 

동일하게 하고, 현상 시간을 3분, 4분, 5분, 6분으로 나누어 선폭과 선간격을 

확인하였다. 또한, 3분 이내의 짧은 현상 시간과 8분의 긴 현상 시간을 갖게 

하고, 이를 금도금 함으로써 라인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2.5 전기적 특성 측정 및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 제작한 LCP 기반의 다채널 미세 전극의 전기적인 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극의 전기 화학적 임피던스를 측정하였다. 또한, 신경  

신호 기록 측면에 있어서 전극 사이트와 뉴런과의 거리를 변화시킬 때,    

사이트 표면에서 기록되는 포텐셜의 크기 변화를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전

극 사이트의 추가 도금 필요성을 확인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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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전기 화학적 임피던스 측정 

신경 신호 기록 전극의 전기 화학적 임피던스는 가장 중요한 전기적인  

특성 중 하나이다 [15]. 전기 화학적 임피던스는 생체 조직을 이루고 있는 

전해질과 전극 사이트가 서로 접촉할 때, 계면에서 형성되는 전기 화학적  

이중층(double layer)을 전기적인 수치로 정량화한 값이다. 이는 그림 2-6과 

같은 랜들 등가 회로(Randle equivalent circuit)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Rct와 Zw는 기록 전극의 임피던스이고, 이 값에 따른 전압 분할(voltage 

divider)에 의해 신경 신호 전위가 나뉘어져 신경 기록 시스템에 기록된다.  

 

그림 2-6. 랜들 등가 회로 모델 

 

또한, 전극과 생체 전해질 사이의 계면 임피던스는 capacitive 하기     

때문에, 계면의 실제 표면적(geometric surface area, GSA)이 임피던스    

크기에 큰 영향을 끼친다. 즉, 표면적이 크면 임피던스는 작게 되고, 표면적

이 작으면 임피던스는 크게 된다. 신경 신호 기록 전극의 경우 임피던스가 

너무 크게 되면 실제 신경 신호에 비해서 매우 작은 크기의 신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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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시스템에 전달되게 되므로 잡음(noise)에 묻혀 기록이 어렵게 된다.     

반대로 임피던스가 너무 작은 경우에도 유입된 외부 잡음에 의해서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se ratio, SNR)가 낮아지는 문제가 생겨 기록이     

어렵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신호 기록 전극의 경우 적절한 값의 전극 

사이트 임피던스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기 화학적 임피던스는 그림 2-7의 포텐쇼스탯(SI1260/SI1287, Solatron, 

Farnborough, UK)과 3전극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제작된 LCP    

다채널 미세 전극(working electrode), Pt 카운터 전극(counter electrode), 

Ag/AgCl 레퍼런스 전극(reference electrode)을 PBS(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 용액에 담근 후, 포텐쇼스탯에 입력전압 10 ㎷를 인가하고, 

10 ㎐에서 100 ㎑ 까지 주파수를 스윕(sweep)하면서 임피던스를 측정한다.  

 

 

그림 2-7. 포텐쇼스탯 및 임피던스 실험 셋업 사진 (a) 포텐쇼스탯  

(b) 전기 화학적 임피던스 기록 실험 셋업 사진 

 

 



18 

 

2.5.2 전극 사이트 깊이에 따른 신호 시뮬레이션 

신경 신호 기록을 할 때, 기록하고자 하는 뉴런과 전극 사이트와의 거리는 

짧을수록 좋다. 이는 기록하고자 하는 영역과 사이트와의 거리가 짧아짐에 

따라 신경 신호가 더 크게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작된 전극 사이트는 

LCP 절연층에 의해서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있는 형태이다. 이를 전극 

사이트에 추가적인 금도금을 하여, 기록 영역과의 거리를 더 짧게 한다면  

신경 신호 크기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 도금을 하기 위한 공정 

효율에 비해서 신경 신호 크기 증가가 매우 작다면, 이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COMSOL Multiphysics 4.3을 이용하여  

전극 사이트의 깊이에 따른 사이트에서의 포텐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시뮬레이션 방법은 소스(source)에 35 mV의 전압을 인가한 후,   

전극 사이트가 20 ㎛ 오목하게 들어가있는 모델과 전극 사이트가 5 ㎛ 볼록

하게 나와 있는 두 모델의 사이트 계면에서의 포텐셜(potential)을 확인하고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구조는 그림 2-8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물질들에 대한 특성값들은 표 2-3과 같다. 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사이트 깊이에 따른 사이트 계면에서의 포텐셜 크기

이므로 COMSOL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LCP 대신 폴리이미드를 전극 기반 

물질로 사용하였다.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전극 사이트와 소스 사이의 거리

는 국소장 전위가 가장 크게 기록되는 400 ㎛로 구성하였다 [28-34]. 또한, 

5 ㎛ 볼록하게 나와 있는 전극 사이트와 소스와의 거리는 375 ㎛이다. 두 

구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전극 사이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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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가 존재하는 회백질(gray matter) 영역과 사이트 사이에 뇌척수액이 존

재하여 가 직접 맞닿아 있지 않지만, 전극 사이트가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경

우에는 전극 사이트와 회백질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림 2-8.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구조 (a) 뇌척수액, 소스, 회백질, 백질로 구

성된 전극 사이트가 20 ㎛ 오목하게 들어간 구조 (b) 전극 사이트가 5 ㎛ 볼

록하게 나온 구조 

 

표 2-3.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물질들에 대한 특성값 

 

전기 전도도 [S/m] 

(Electrical Conductivity) 

비유전율 

(relative Permittivity) 

폴리이미드 - 3.4 

전극 사이트 45.6 X 10
6
 7.79292 X 10

11
 

뇌척수액 1.7 109 

회백질 0.2 164060 

백질 0.13 6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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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LCP 기반의 다채널 평판형 미세 전극을 이용한 동물 실험 

제작된 LCP 기반의 다채널 평판형 미세 전극을 이용하여 in vivo 실험을 진

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쥐는 SD rat(Sprague-Dawley rat, 200 g)을 사용

하였으며, 마취는 우레탄(urethane, 1.3 g/kg)을 복강주사(intraperitorinal 

indection: i.p.)하였다. 모든 실험은 국제 동물보호법을 준수하고, 학교 동물

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였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쥐의 머리털을   

제거한 후 정위고정기(stereotaxic)를 이용하여 쥐를 고정시킨다. 매스로  

두피를 절개한 후, 리트랙터(retractor)로 피부를 벌려 고정시킨다. 그 후,  

드릴을 이용하여 신경 신호를 기록하고자 하는 영역의 두개골(skull)을 제거

하고, 핀셋을 이용하여 듀라막(dura mater)을 제거한다. 또한, 레퍼런스 전극

으로 사용할 나사(stainless steel screw) 삽입을 위한 구멍을 두개골에 뚫고 

나사를 삽입한다. 이 나사는 전극과 신경 기록 장비를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

에 연결된다. 그림 2-10과 같이 준비 과정을 완료한 후, 기록하고자 하는 

영역에 전극을 올리고 두개골로 덮어줌으로써 뇌 표면에 더 밀착될 수 있게 

하였다. 신경 신호 기록 영역은 체성 감각 영역(somatosensory region, S1)

이다. 체성 감각 영역에서의 신경 신호 기록을 위해 쥐 수염(whisker) 부분

에 전기적인 자극을 가하였다. 이는 전압자극기(Model 2100 Isolated Pulse 

Stimulator, A-M systems, WA, USA)를 이용하여 0.1초의 파형 지속시간

(pulse duration), 1V의 진폭(pulse amplitude)을 갖는 전기자극을 10초   

파형 주기(pulse period)로 5~6회 가하였다. 첫 자극은 기록 시작 후 휴식 

상태에서 약 20초가 되는 시점에 가하였다. 신경 신호 기록은 신경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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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장비(Model 3600 16-Channel Microelectrode Amplifier, A-M 

systems, WA, USA)를 이용하였다.  

 

그림 2-9. 신경 신호 기록을 위한 쥐 뇌피질의 체성 감각 영역에 전극을   

올린 그림 (somatosensory region, S1) 

 

 

그림 2-10. 정위고정기(stereotaxic)에 고정된 쥐와 해당 영역에 전극을    

올리고 두개골을 덮어놓은 사진 

 

* 제 2장 6절의 LCP 기반의 다채널 평판형 미세 전극을 이용한 동물 실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생리학 실험실(지도교수: 장진우)의 도움으로 

실험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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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 결과 

3.1 LCP 기반의 뇌피질용 플렉시블 다채널 평판형 미세 전극 

제작된 LCP 기반의 뇌피질용 플렉시블 다채널 평판형 미세 전극은 그림 

3-1과 같다. 전극의 전체 크기는 가로 2 ㎝, 세로 6.5 ㎝이고, 전극 어레이, 

연결선(lead line), 연결 패드(connection PADs)로 구성된다. 또한, 전극   

어레이는 7 ㎜ X 7 ㎜ 크기이고, 8개의 자루로 구성된다. 각각의 자루는 직

경 160 ㎛인 8개의 사이트로 구성되어 총 64개 전극 사이트이다.  

 

 

그림 3-1. 제작된 뇌피질용 플렉시블 다채널 평판형 미세 전극과   

64채널 전극 어레이 및 전극 사이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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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현상 시간에 따른 미세 라인 패턴 

실제 사진 공정에 사용되는 마스크에서의 최소 선폭은 10 ㎛, 선간격은 

20 ㎛이다. 이를 실제 사진 공정에서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감광제 코팅 및    

노광을 한 후에, 3분, 4분, 5분, 6분으로 현상 시간을 조절함에 따라 변화되는 

선폭과 선간격은 그림 3-2와 같다. 또한, 표 3-1은 각각의 패턴들의 선폭과 

선간격을 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수치로 정리한 결과값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현상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패턴의 선폭은 증가하고, 선간격은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수행한 3분 이내의 현상 시간

을 갖는 전극 패턴과 8분의 현상 시간을 갖는 전극 패턴 결과는 그림 3-3과 

같다. 3분 이내의 현상 시간을 갖는 전극 패턴은 후속 공정인 도금 공정과 

습식 식각 공정 진행 후에 라인들이 대부분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8분의 현상 시간을 갖는 전극 패턴의 경우 후속 공정인 도금   

공정과 습식 식각 공정 진행 후에 선들이 서로 붙어 단락(short)되는 문제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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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2. 현상 시간에 따른 미세 라인 패턴 현미경 사진  

(a) 현상 시간: 3분, (b) 현상 시간: 4분, (c) 현상 시간: 5분, (d) 현상 시간: 6분 

 

표 3-1. 현상 시간에 따른 미세 라인 선폭과 선간격 

현상 시간 선폭 선간격 

3분 12 ㎛ 18 ㎛ 

4분 14 ㎛ 16 ㎛ 

5분 14 ㎛ 16 ㎛ 

6분 16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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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3. 현상 시간에 따른 라인 패턴 (a) 현상 시간: 3분 이내로 라인이 끊

어진 사진, (b) 현상 시간: 8분으로 라인이 단락(short)된 사진 

 

3.2 전기적 특성 측정 및 시뮬레이션 결과 

3.2.1 전기 화학적 임피던스 측정 결과 

제작된 LCP 기반의 다채널 평판형 미세 전극의 동물 실험 전 임피던스 

크기 및 위상(phase) 측정 결과는 그림 3-4와 같다. 이는 전극 제작 후에 

산소 플라즈마 처리를 수행한 후의 결과이다. 그림 3-4는 전극 사이트의  

임피던스 평균 크기 및 표준편차와 위상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직경 160 ㎛ 사이트는 1 ㎑에서 20.75 ± 6.88 ㏀의 임피던스 크기

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74.72 ± 2.83° 의 위상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동물 실험 직후의 임피던스 측정 결과는 그림 3-5와 같이    

크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1 ㎑에서 40.41 ± 6.94 ㏀의 임피던스  

크기를 가지고, -80.22 ± 2.36° 의 위상을 갖는다. 또한, 동물 실험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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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플라즈마 처리를 한 전극의 임피던스 측정 결과는 그림 3-6과 같다.  

1 ㎑에서 34.69 ± 7.70 ㏀의 임피던스 크기를 가지고, -77.27 ± 2.27° 의 

위상을 갖는다. 

 

 

(a)                            (b) 

그림 3-4. 동물 실험 전 전극 임피던스 측정 결과 (a) 크기, (b) 위상 

 

 

(a)                            (b) 

그림 3-5. 동물 실험 직후 전극 임피던스 측정 결과 (a) 크기, (b)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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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6. 동물 실험 후+산소 플라즈마 처리 후 전극 임피던스 측정 결과 

(a) 크기, (b) 위상 

 

3.2.2 COMSOL 시뮬레이션 결과 

  전극 사이트 깊이에 따른 사이트 포텐셜을 COMSOL Multiphysics 4.3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그림 3-7과 같다. 35 ㎷가 인가된 소스와 

20 ㎛ 오목하게 들어가있는 전극 사이트와의 거리는 400 ㎛이고, 소스와   

5 ㎛ 볼록하게 나와 있는 전극 사이트와의 거리는 375 ㎛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20 ㎛ 오목하게 들어간 전극의 경우 전극 사이트 계면에서의 포텐셜은 

17.904 ㎷, 5 ㎛ 볼록하게 나와 있는 전극 사이트 계면에서의 포텐셜은 

18.007 ㎷이다. 즉, 소스와 전극 사이트와의 거리가 짧을수록 포텐셜이    

크게 기록됨을 확인할 수 있다.  

 

 



28 

 

 

(a) 

 

(b) 

그림 3-7. COMSOL 시뮬레이션 결과 (a) 20 ㎛ 오목하게 들어간 전극     

사이트의 포텐셜(potential) 시뮬레이션 결과, (b) 5 ㎛ 볼록하게 나온 전극  

사이트의 포텐셜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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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LCP 기반의 다채널 평판형 미세 전극을 이용한 동물 실험 결과 

제작된 LCP 기반의 다채널 미세 전극을 이용하여 쥐 뇌피질에서의 신경 

신호를 기록 및 분석한 결과는 그림 3-8, 3-9, 3-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은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와 low frequency(1-10㎐) 

spectral power 분석을 하였으며, 총 64개의 전극 사이트 중 41개의 전극 

사이트에서 신경 신호를 성공적으로 기록하였다. 특히 전기 자극은 쥐의   

수염 부분에 가하였기 때문에, 쥐의 체성 감각 영역에서도 수염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자극에 따른 신경 신호가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전극 사이트는 그림 3-8의 전극 어레이 그림에서 오른쪽 하단부에 

위치한 전극 사이트들이다. 그림 3-9는 수염 부분에 해당하는 사이트들의 

STFT 분석 결과와 low frequency(1-10㎐) spectral power 분석 결과이다. 

STFT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초에 첫 자극이 시작한 후에 해당 사이트들의 

신경 신호가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low frequency(1-10㎐) 

spectral power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 자극이 들어가는 20초부터 지속적인 

spectral power가 유지됨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10은 전체 전극 사이트

에서 기록한 신경 신호의 low frequency(1-10㎐) spectral power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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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수염 자극에 따라 신경 신호 변화가 기록되는 체성 감각 영역에 

해당하는 전극 사이트와 해당하는 뇌피질 영역 (검정색 사이트 8개) 

 

 

 

그림 3-9. 수염 자극에 따른 체성 감각 해당 영역의 전극 사이트 신경 신호 

기록에 따른 STFT 분석 결과와 low frequency(1-10 ㎐) power spectral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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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수염 자극에 따른 신경 신호 기록 low frequency(1-10 ㎐) 

power spectral 분석 결과 (X는 동작하지 않는 사이트) 

 

 

 

* 제 3장 3절의 LCP 기반의 다채널 미세 전극을 이용한 동물 실험 결과 및     

분석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생리학 실험실(지도교수: 장진우)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실험실(지도교수: 신형철)의 도움으로 수행하였음

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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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 토의 및 결론 

앞서 언급했듯이 좁은 면적에 다채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미세 라인   

형성이 필수적이다. 미세 라인을 형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

지만, 본 연구에서의 전극 공정 방법을 따르면 사진 공정에서의 현상 시간을 

조절하여 패턴의 선폭을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상적으로는 마스크

상의 디자인으로 실제 패턴 역시 형성되어야 하지만, 이는 노광 과정에서  

금속의 반사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현상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작게 하여 선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현상 시간을 작게 하는 것은 제거되어야 하는 감광제의 잔여

가 패턴에 남아있을 수 있어 전극 패턴이 개방(open)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즉, 제거되지 않고 남은 잔여 감광제 때문에 후속 공정인 도금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도금이 수행되고, 이는 라인의 일부가 도금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도금 후의 전극 패턴이 그림 3-3.(a)와 같이 라인이  

대부분 끊어지는 문제로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진 공정에서 

최소한 3분 이상의 현상 시간을 갖도록 사진 공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3분 

이상 현상을 했다 하더라도 제거되어야 하는 감광제가 깔끔하게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 공정 후에 현미경을 통해 확인을     

해야만 한다. 특히 E-gun evaporation 공정을 통해 증착된 금과 사진 공정

에서 코팅된 감광제는 색깔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관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정에서의 잔여 감광제로 인하여 그림 4-1과 같이 

도금 진행 후의 일부 라인들이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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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잔여 감광제에 의하여 도금 과정 후 끊어진 라인들 현미경 사진 

 

본 연구의 사진 공정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미세라인을    

형성하는 방법은 현재 사진 공정의 노출 공정에서의 방법을 수정하면 가능

하다. 이는 다음 수식에서 살펴볼 수 있다 

  

CD는 임계치수(critical dimension)로 최소 선폭을 의미하고, k1은 공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수, λ는 광원의 파장, NA는 개구수(numerical aperture)

를 나타낸다. 즉, 수식에 따르면 미세 라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렌즈의   

개구수를 증가하거나 공정상수 k1을 감소, 광원 파장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개구수 증가는 구경이 높은 렌즈를 사용하면 가능하고, 광원 역시 더 

낮은 파장을 갖는 장비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전극 제작 

공정 방법을 이와 같이 수정하면 미세 라인 형성에 더 용이할 수는 있겠지

만, 비용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채널을 더 좁은 면적에 구성해야 하는 다채널 전극의 경우에 비용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채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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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상 시간이 부족함에 따른 패턴 손상 외에도 정상 동작하지 않는 

전극 사이트를 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최종 레이저 절단 오차(cutting 

error)이다. 열흡착 공정 후 최종 레이저 절단 가공에서 발생하는 커팅    

오차는 그림 4-2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라인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노출된 라인들이 끊어지는 문제 역시 발생하게 된다. 

이는 전극이 정상 동작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종 레이저 절단 가공을 정교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전극을 설계하고, 공정하는 과정에서 절단 오차를 예상한 설계 

및 공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열흡착 공정 후에 최종 레이저 절단 가공   

과정에서 샘플의 정렬 오차에 따라 최종 레이저 절단 가공의 형태를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와 같은 오차는 전극 사이트 정렬 오차(align error)도 존재한다.      

그림 3-1의 전극 사이트를 보면 정렬이 어긋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열흡착 공정에서의 정렬 오차 때문이다. 열흡착 공정은 LCP 전극 기반층에 

사이트가 미리 노출되어 있는 LCP 절연층을 현미경을 통해 잘 정렬시킨 후 

 

 

그림 4-2. 레이저 절단 가공 오차로 인해 노출 및 끊어진 라인들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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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렬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LCP 열팽창률에 

의해 그림 3-1의 전극 사이트와 같이 정렬이 어긋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열흡착 공정 전에 정밀한 정렬을 하거나, 열흡착 장비의  

공정 조건을 잘 조절하여 LCP의 열팽창률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레이저 어블레이션(laser ablation)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의 공정처럼 미리 사이트가 노출된 LCP 절연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사이트가 막힌 LCP 절연층을 열흡착한 후, 레이저를  

이용하여 사이트를 어블레이션 한다면 기존의 열흡착 공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정렬 오차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된 전극의 전기 화학적 임피던스를 동물 실험 이전, 동물 실험 직후, 

산소 플라즈마 처리 후로 나누어서 결과를 살펴보면,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동물 실험 직후에는 증가하고, 추가적인 산소 플라즈마 처리 후에는 

다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임피던스가 전극 사이트의 실제   

표면적과 관련된 값이기 때문이다 [15]. 실제 표면적이 늘어날수록       

임피던스는 감소하고, 실제 표면적이 줄어들수록 임피던스는 증가하게 된다.  

 

표 4-1. 상태에 따른 전극의 임피던스 크기와 위상 비교 

상태 임피던스 크기 위상 

동물 실험 전 20.75 ± 6.88 ㏀ -74.72 ± 2.83 ° 

동물 실험 후 40.41 ± 6.94 ㏀ -80.22 ± 2.36 ° 

동물 실험 + 

산소 플라즈마 처리 
34.69 ± 7.70 ㏀ -77.27 ± 2.27 ° 



36 

 

제작된 전극 사이트는 도금 공정을 통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다공성 금 입자

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공성 금 표면에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 

표면적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는 표면의 불순물 양에 따라 임피던스가     

불규칙하게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전극 사이트 표면에   

들어온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과정이 산소 플라즈마 공정이다.  

본 연구의 제작 공정에서는 최종 레이저 절단 가공 후에 산소 플라즈마   

처리를 해줌으로써 절단 가공 중에 생기는 불순물 또는 공정 과정 중에   

들어온 불순물을 제거해준다.  

동물 실험 전에 측정된 평균 20.75 ㏀의 임피던스 값은 기존의 뇌피질  

신경 신호 기록 전극들과 비교해볼 때 적합한 값을 갖는다 [6, 15, 21].   

이는 제작한 전극이 뇌피질 신경 신호를 기록하기에 적합한 임피던스 값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임피던스 값은 동물 실험 후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동물 실험에서 전극 사이트 표면에 불순물들이 

붙게 되어 사이트 실제 표면적이 감소함에 따른 결과이다. 이와 같은 불순물

은 동물 실험 후 추가적인 산소 플라즈마 처리에 의하여 일부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플라즈마 처리 후에도 동물 실험 전의 전극       

임피던스보다 큰 값을 갖는 이유는 동물 실험에서의 전극 취급 문제와    

뇌피질 신경 신호를 기록하기 위하여 전극을 눌러주는 과정에서의 사이트 

손상 때문에 실제 표면적이 감소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극 사이트 임피던스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실제 표면적이고, 그렇

기 때문에 산소 플라즈마 처리와 같은 세척(cleaning) 공정을 필수적으로 수

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동물 실험에서 생기는 불순물은 전극을   

뇌피질에 올려 실험함에 따른 뇌피질의 잔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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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뇌피질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protein) 또는 지질(lipid)일 확률

이 높다. 이러한 종류의 불순물은 단백질 뷰렛 반응 검사와 같은 정색 반응 

과정을 통하여 해당 불순물의 종류를 규명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규명된 종류의  

불순물을 추가적인 방법으로 제거한다면 더 깨끗한 전극 사이트 세척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작된 LCP 기반의 다채널 미세 전극 관련한 COMSOL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전극 제작 후에 전극 사이트 추가 도금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앞서 말하였듯이, 전극 사이트 추가 도금의 목적은 전극 

사이트와 기록하고자 하는 영역 사이의 거리를 줄여 더 큰 신경 신호를   

기록하기 위함이다. 이는 신경 신호를 기록할 때 항상 문제시되는 잡음 문제

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동물 실험 과정에서 신경   

신호 기록을 하게 되면 다양한 잡음들이 함께 기록되게 되는데, 이 때 잡음

의 크기보다도 훨씬 작은 크기의 신경 신호가 기록되게 되면, 이 신호들이 

잡음에 묻혀서 명확한 기록이 어렵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도금을 통해

서 전극 사이트와 기록하고자 하는 영역 사이의 거리를 줄이게 되면, 더   

명확한 신경 신호 기록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본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이유

이다. 하지만, 3.2.2에서의 결과와 같이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소스 인가 전압 35 ㎷에 대해 20 ㎛ 오목하게 들어간 

전극 사이트의 경우 17.904 ㎷, 5 ㎛ 볼록하게 나온 전극 사이트의 경우 

18.007 ㎷가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옴으로써, 약 0.6%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포텐셜의 차이를 고려해보면 인가 전압 35 ㎷에 대하여   

0.103 ㎷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매우 미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추가 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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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공정 효율 측면에서 고려해볼 때, 굳이 추가 도금을 하지 않고도  

동물 실험에서의 뇌피질 신경 신호 기록이 가능하다면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작한 전극을 이용한 동물 실험은 쥐 뇌피질의 체성 감각 영역에서 신경 

신호를 기록하였다. 기록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3-9와 그림 3-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작된 전극의 동작하는 41개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모두 

신경 신호가 기록되었으며, 이는 자극에 의한 신경 신호뿐만 아니라       

자발적인(spontaneous) 신경 신호 역시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뇌피질에서 

기록되는 신경 신호는 국소장 전위이다. 이러한 국소장 전위는 10 ㎐ 이하

의 저주파 신경 신호라는 것이 기존 논문들에 의하여 잘 알려져 있다    

[10, 30, 31].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기록된 신경 신호를 low 

frequency (1-10㎐) spectral power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앞서 말하였

듯이 체성 감각 영역 중에서도 수염에 해당하는 영역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염 자극에 대한 신경 신호가 변화하는 전극 사이트들의 결과를  

그림 3-9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림 3-10의 전체 사이트

들에 대한 low frequency(1-10㎐) spectral power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수염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첫 자극이 들어가는 20초 

이후에도 spectral power가 증가하지 않거나, 그 변화가 매우 미미함으로써 

해당 자극에 대한 신경 신호가 잘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 수행한 전기 자극은 신경 신호 기록 측면에서는 다소 좋지 않다. 

전기 자극은 아티팩트(artifact)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경 신호와 동시에    

아티팩트가 함께 기록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에 따른 분석을     

하더라도 이러한 아티팩트의 영향으로 올바른 신호가 기록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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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신호가 기록된다 하더라도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는 앞으로 신경 신호 기록을 할 때      

전기 자극이 아닌 약물 자극이나 물리자극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LCP 기반의 전극은 생체호환적이면서 유연성을 

갖고, 반도체 미세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뇌피질에서의 신경 신호를 기록

하기 위한 다채널 전극 구성에 용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채널 구성에 있어서는 미세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본 연구에

서는 사진 공정에서의 현상 시간을 조절하여 미세 라인 형성에 용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앞으로 현상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공정   

변수들을 조절하여 더 얇은 미세 라인 공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레이저 

절단 가공에서의 절단 오차를 해결하게 된다면 더 좁은 면적에 더 많은   

채널을 구성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LCP를 이용

한 다채널 전극 제작 공정은 기존의 전극들이 갖는 한계점을 해결함과 동시

에 낮은 흡습성이라는 큰 장점을 갖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효용성

도 매우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앞으로 신경 생리학 연구에서 꼭 필요

한 장기적인 실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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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croelectrode arrays are finding wider applications in neuroscience 

and neuroprosthesis. They are used for stimulating or recording from 

neural tissue. Neural recording electrode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according to their shapes; depth-type and planar type. In this thesis, a 

study is reported on Liquid Crystal Polymer(LCP)-based flexible multi-

channel planar microelectrode for cortical application. LCP is a polymer 

which has both flexibility and rigidity caused by biaxially-oriented 

construction of two monomeric units. It is inert and low in moisture 

absorption, making it suitable for implant in brain.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conformably attach it onto the cortex surface due to its 

flexibility. The material has also been proven to be compatible to 

microfabrication techniques. 

This thesis describes in detail the fabrication process on the said 

microelectrode, electrochemical impedance measurement, COMSOL 

simulation and in vivo recording. Fabrication process includes E-gun 

evaporation, photolithography and wet etching. We have fabricated a   

64-channels microelectrode in 8 shanks. Each shank has 8 sites each on 

which is 160 ㎛ in diameter. Measured average impedance is 20.75 ± 

6.88 ㏀. Additionally, we investigated potential distribution of electrode 

site depending on a site’s depth using COMSOL simulation. Further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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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vo neural recording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validate the 

feasibility of this electrode. For rodent somatosensory cortex, local field 

potentials(LFP’s) are measured from 41 electrodes out of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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