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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polymerization

condition at which conductive polymer

poly(3,4-ethylenedioxytheophene) (PEDOT)

known as bio-compatible material was grown

on the MEA(Multi Electrode Array) electrodes

and successively reduced the impedance of

MEA electrodes. Proposed polymerization

condition was selected to be similar to neural

stimulation condition which is safe to neurons,

so polymerization might be executed during the

primary neural culture. We also examined the

polymerization effect on the impedance of MEA

electrodes. Proper impedance of MEA

electrodes is essential for the

neurophysiological studies such as neural

stimulation and neural signal recording.

Although several methods for impedance

reduction have already been developed, all of

them have difficulties acquiring desired

impedance values in the case that initial

impedances are quite different. Our method has

a characteristic merit which can regulate

excessively different initial impedance values.

Key word: MEA, Conductive Polymer, Polymerization,

Impedance Reduction, Neuron Culture

서 론

는 년대 말 개발이 된 이후 신경생리학MEA 1970 ,

연구에 있어서 연구를 위한 최적의 환경으In vitro

로 생각되고 있다 란 금속 전극이 배열.[1][2] MEA

형태로 배치된 일종의 배양 접시로서 배양된 신경

세포를 전기적으로 자극하고 전기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배양된 신경세포를 효과적.

으로 전기 자극하고 발생되는 신경신호를 전기적으,

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전극의 임피던스(Impedance)

가 아주 중요하다 임피던스가 너무 높으면 전하를.

내보내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열에 의한 노이즈가

커지는 단점이 있으며 반대로 임피던스가 너무 낮,

으면 신호 대 잡음비 가 낮아져 신경신호가 노(SNR)

이즈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

통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되는 전극들MEA

은 수십 수 의 초기 임피던스를 갖kohm ~ Mohm

게 되며 이를 신경신호 측정에 적합한 수십 kohm

수백 으로 낮춰 사용한다 임피던스를 낮~ kohm .　

추는 방법은 이미 여러 가지가 발표되었었

다 하지만 이들 방법 모두 원하는 임피던스.[3][4]

값을 얻는 방법이 초기 임피던스에 의해 크게 좌우

되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Pt-Black

을 도금하는 경우 초기 임피던스 값에 따라서 도금

시간을 미세하게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할 경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인다.

전도성 고분자는 고분자 화합물의 일종으로 전기



전도성을 갖는 특이한 반도체 화합물로 이론적으로

는 도펀트 의 양에 따라 부도체에서부터 도(Dopant)

체까지 다양한 전도성을 띄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

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일명 라고 알려진. PEDOT

는 몇몇 다른poly(3,4-ethylenedioxytheophene)

전도성 고분자인 등과poly aniline, poly pyrrole

함께 생체 적합성을 갖기 때문에 최근 신경생리학

연구에 점차 도입이 되고 있는 물질이다.[4][5][6]

방 법

본 연구에 사용된 는 연구실에서 자체 제작하MEA

여 사용하였다 총 개 전극 배열 이. 32 (8 x 4 )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전극의 크기200um

는 이다 카운터 전극은 각 사분면에30um x 30um .

개 와 중앙에 개4 (3mm x 3mm) 1 (100um x 100um)

를 배치시켰다 그림 전극 물질은 금이고 절연. ( 1.)

층은 중막3 (TiO2-TiN-TiO2 으로 처리했다) .

모노머 수용액은(Monomer) PBS(Phosphate

에Buffered Solution, pH 7.4, Gibco ) 0.01M社

Ethylenedioxythiophene(EDOT, Sigma Aldrich )社

와 음이온 고분자 도펀트 로(Dopant) poly(-sodium

styrene sulfonate) (PSS, Sigma Aldrichi )社

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0.02M .

중합은 각각의 전극에 대해서 펄스 형태 전류 자극

기 로 크기로(Isolator, A380, WPI ) 10uA , 1ms社

동안 로 분간 수행하고 차 모노머 수용액100Hz 2 (1 ),

을 교환해서 다시 분간 추가로 수행하였다 차2 .(2 )

임피던스 측정은 포텐쇼스탯 하드웨어(Potentiostat,

과 탈레스 소프트웨어Im6ex, Zahner elektrik )社

를 이용하여(Thales, Zahner elektrik )社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기법으로 측정하였다 이 때 정현파를. 50mV 1kHz

로 가했을 때의 결과를 기록하였다.

결 과

모든 전극에서 임피던스 감소가 나타났다 그림.( 2.)

특히 초기 임피던스가 이상이었던 전극들100kohm

의 임피던스 감소가 크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낮

은 초기 임피던스를 갖던 전극들에서는 임피던스

감소가 적게 나타났다 초기 임피던스와 상관없이.

약 정도로 모든 전극의 임피던스가 수렴하20kohm

고 있다.

차 중합과 차 중합 후 개 전극의 임피던스는1 2 32

평균적으로 에서 으66.1kohm 36.4kohm, 22.4kohm

로 감소하였고 표준편차 또한 에서 각, 35.49kohm

각 으로 감소하였다 표16.15kohm, 7.12kohm . ( 1.

그림 3.)

결론 및 토의

신경세포 자극과 신경신호 기록을 위한 MEA

은 살아 있는 신경세포를 다루기 때문에 중system

합과정에서 신경세포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표 1 중합 후 임피던스의 변화.

Table. 1. Impedance Change after

Polymerization (Before, After 2min, After

2+2min)

임피던스(kohm)

중합 전 차 중합1 차 중합2

평균(m) 66.10 36.36 22.43

표준편차( )σ 35.49 16.15 7.12

그림 초기값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임피던2.

스로 수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2. Impedances converge to specific range

regardless of initial impedances.

그림 왼쪽 오른쪽 전극 배치도1. ( ) MEA system ( )

Fig. 1. (Left) MEA system (Right) Electrode

Arrangement

20um



따라서 배양액의 산도 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pH)

이다 전도성 고분자를 신경생리학 연구에 도입한.

이전 연구들 에서는 직류 정전류원[5][6]

을 이용하여 중합시키(Galvanostatic DC current)

기 때문에 산도 변화에 따른 신경세포의 손상에 대

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펄스.

형태 특히 펄스 로 중합할 경우 이러한( Biphasic ) ,

우려를 피할 수 있다 상에 전도성 고분자를. MEA

성장시킨 것과 펄스 형태로 중합을 시도한 것은 본

논문이 최초이다.

신경신호의 기록에 있어서 임피던스의 효과는 단순

히 크고 작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

극과 신경세포 사이의 공간에 의한 임피던스와Gap

임피던스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본Seal .[7]

논문에서 제시하는 전도성 고분자의 성장을 이용한

전극의 임피던스 개선은 도펀트의 양을 조절함으로

써 전극 자체의 임피던스를 원하는 균일한 값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배양된 신경세포

가 존재하는 가운데 중합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극과 신경세포 사이의 임피던스를 현저히 줄Gap

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유일한 방법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합 시간을 점차 늘이면 아래와 같이 전극의 색이

금색에서 주황색 갈색 청록색으로 변하다가 마지, ,

막에는 검정으로 변하게 된다 이처럼 색이 많이 변.

한 전극 표면에 중합이 많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

으나 중합이 일어난 양과 임피던스 감소 폭 사이에

는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림.( 4.)

본 논문의 결과인 임피던스 수렴은 중합이 포화상

태에 이르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의.[4]

결과와 비교해 보면 중합에 의한 색의 변화가 시작

되면 전극은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은 향후 로AFM(Atomic Force Microscope)

표면 상태를 검사함으로써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반도체 공정으로 제작한 의 초기 임피던스가MEA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절연막이 손상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로 신경세포 자극 실험. MEA

을 할 경우 점차 절연막이 손상된다는 보고가 있다.

[8]

전극 위에 전도성 고분자를 전기화학적으로MEA

중합하는 조건을 잡음으로써 향후 세포가 배양된

상태에서 원하는 전극이 원하는 임피던스를 갖도록

해서 이로 인해 신경신호 기록을 원활히 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포가 배양된 상태에.

서 전도성 고분자를 중합함으로써 임피던스를Gap

줄여 신경세포 자극을 위한 최소 전류(Threshold

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curr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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