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Plannar Microelectrode Arrays(MEAs) fabricated 

using semiconductor process technology have been 
used as valuable tools for electrical stimulation and 
neural recording of neurons in neurophysiological 
research area for several decades. Neuronal cell 
patterning technology like microcontact printing 
increased the usefulness of MEAs. Here we report the 
MEA fabrication process of our group and neuronal cell 
patterning techniques using microcontact printing and 
electrochmical patterning. And we show that we can 
selectively stimulate neurons patterned and cultured on 
MEA and record a action potential propagation of the 
stimulated neurons. We also show that MEAs can be 
used to observe the neuronal cell responses by 
electrical stimulation  like cell migration and apoptosis,  

We expect that new type MEAs fabricated using 
recently advanced semiconductr process technology 
will be used for advanced neurophygiological researchs. 
 
1. 서론 

우리의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은 활동전위(Action 
Potential)라고 하는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다. 우리의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경
세포들이 주고받는 전기적인 신호를 기록하고 분석하여 신
경세포들로 구성된 신경망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신경 전극의 제작은 신경망을 이루
고 있는 다수의 신경세포들로부터 신경신호를 기록하는 것
을 가능케 하였다. 특히 평판형 미세전극 어레이(Plannar 
Microelectrode Arrays: MEAs)는 In Vitro 상에서 우리
가 원하는 형태로 신경망을 구성하고, 원하는 위치의 신경
세포를 전기 자극하거나 원하는 위치의 신경세포로부터 활
동전위를 기록하는 것을 가능케 하여 신경생리학 분야의 
유용한 툴(tool)로 사용되어 왔다.[1] 또한, 최근 들어서는 
실험상의 필요에 따라 보다 많은 전극을 가진 다양한 형태
의 MEA 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신경 신호의 기록과 전기
자극을 위한 회로가  MEA 와 함께 집적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연구그룹이 반도체 공정
을 통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MEA 를 중심으로 그 제
작과정을 소개하고, MEA 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여
러 실험들을 소개함으로써 반도체 공정기술을 활용한 다양
한 형태의 MEA 가 신경생리학 분야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2. MEA Fabrication  

MEA 는 세포 실험시 현미경을 통한 관찰이 가능하도록 
유리기판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2] 구제적인 제작과정은 
그림 1 과 같다. 먼저 유리기판 위에 Thermal Evaporator 
를 이용해 Ti(30nm)/Au(300nm)/Ti(10nm)를 증착하였다. 
Au 는 MEA 의 전극 물질이며 Ti 는 기판 및 유전막과 전
극물질인 Au 사이의 접착력을 강화하기 위한 Adhesion 

 
 
 
layer 이다.  이후 표준 포토공정과 습식식각을 통해 금속 
을 패터닝하였다. 이때 Ti 의 Etchant 로는 HF(1%) 가 
Au 의 Etchant 로는 HCl:HNO3(3:1) 혼합용액이 사용되
었다. 이후 PECVD 를 이용해 유전막인 삼중막
(SiO2/Si3N4/SiO2)을 증착하고 건식식각을 통해 전극
(Recording Site)과 패드(Lead out)를 오픈하였다. 이때 
유전막의 건식식각 과정에서 상부의 Ti 는 함께 제거 하였
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MEA 는 32 개의 전극을 갖으며, 
전극과 전극사이의 간격은 200μm 이고 전극의 크기는 
100μm2(10μmx10μm) 이다. 제작된 MEA 의 전극은 
세포배양 전에 Pt-black 도금을 통해 100kΩ의 임피던스
를 갖도록 조정되었다.  
 
3. Patterning of Neuronal Cells on MEA  

MEA 위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신경망을 구성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패터닝 기법들이 사용된다. 이 중에서 
Microcontact printing 은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갖는 
PDMS elastomer stamp 를 만들고, 이 도장을 이용해 
Poly-L-lysine(PLL)과 같은 세포 친화적인 단백질(Cell 
Adhesive protein)을 MEA 위에 찍어서 원하는 형태의 단
백질 패턴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 단백질 패턴 위에서 신
경세포를 배양하면 단백질 패턴과 동일한 형태의 신경망을 
만들 수 있다. 그림 2 는 Microcontact printing 을 이용해 
신경망을 구성한 것이다. 왼쪽은 형광염색된 Poly-L-
lysine(PLL) 이고 오른쪽은 그 위에서 신경세포를 배양한 
모습이다. 또한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신경망의 모양
을 디자인 할 수 있다. Poly-L-lysine(PLL)은 체인 말단
에 NH3

+ 을 가진 극성을 띄는 단백질이다. 따라서 MEA 
위에 흡착된 PLL 을 전기 자극을 통해 MEA 로부터 유리
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세포 친화적인 단백질(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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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icroelectrode Array Fabrication 



Adhesive Protein)을 MEA 위에 부분적으로 흡착시키거
나 유리시킴으로써 원하는 형태의 단백질 패턴을 만들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MEA 위에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전극패턴이 존재해야 한다.  
 
 
 
 
 

 
        
 

그림 2. Microcontact printing 을 이용한  Neuronal Cell 
Patterning 

 
4. Neural Recordiing fron Patterned Neural Network  

Microcontact printing 을 이용하여 패터닝된 신경망을 
구성한 후 전기자극과 신경신호의 기록을 통해 신경망의 
연결상태를 확인하였다.[3] 그림 3 은 전기 자극을 통해 
유발된 활동전위가 신경망을 통해 전파되어 가는 것을 보
여준다. 이와 같이 MEA 는 신경세포의 자극과 신경신호의 
기록을 위한 유용한 툴로 이용될 수 있다.  

  

 
그림 3.  Synaptic Connectivity 

 
5. Neuronal Cell Migration by Electrical Stimulation 

MEA 는 신경신호의 기록 뿐 아니라 전기 자극에 의한 
다양한 신경세포의 반응을 연구하는데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 중 전기자극에 의한 신경세포의 생존과 이동
에 관한 연구를 행하였다.[4] 세포는 전기 자극 파라미터
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기자극의 세기
와 주파수, 자극 시점에 따른 세포의 반응을 관찰하였다. 
표 1 은 주파수를 20Hz 로 고정하고 전기 자극의 세기와 
자극을 시작할 때의 세포 배양기간에 따른 신경세포의 사
멸 및 이동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는 배양한지 14 일 된 
신경세포의  자극세기와 주파수에 따른 세포사멸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6.결론 

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 신경전극의 개발은 다채널 
신경신호의 기록을 가능케하여 신경세포를 신경망 차원에
서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특히 Plannar MEAs 
는 In Vitro 상에서 전기자극을 통해 신경세포로부터 활동
전위를 유발하고 신경신호를 기록하기 위한 유용한 툴로서 
사용되어 왔다. 또한 Microcontact  printing 과 같은 패
터닝 기술로 인해 그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표 1. 자극세기와 자극시점에 따른 신경세포의 반응 
 

 
표 2. 자극세기와 주파수에 따른 신경세포의 반응(DIV14)  
 

MEA 는 활동전위의 유발과 신경신호의 기록 외에 세포 
이동과 같은 전기자극에 의한 다양한 세포 반응을 연구하
는데 활동될 수 있음을 보였다. 

최근의 발전된 반도체 공정을 활용한 다양한 MEA 의 
제작은 신경생리학 분야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실험을 
가능케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28 x 128 개의 전극을 가
진고밀도 MEA 는 신경생리학 실험의  범위를 넗혀주고 
있으며 전기 자극과 신경신호의 기록을 위한 회로가 집적
된 MEA 는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다 활용을 보다 용
이하게 하고 있다. 또한 MEA 를 이용해 Stem cell 의 
Proliferation 과 Differentiation 을 연구하려는 시도가 진
행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근의 발전된 반도체 공정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MEA 가 제작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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