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20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약 연구개발 동향
R&D Trends in Bioelectronic Medicines

김용희	 (Y.H.	Kim,	josephinkim@etri.re.kr)	 뇌휴먼인터페이스연구실	책임연구원

정상돈	 (S.-D.	Jung,	jungpol@etri.re.kr)	 뇌휴먼인터페이스연구실	책임연구원

이성규	 (S.K.	Lee,	Hermann@etri.re.kr)	 지능형센서연구실	책임연구원

김혜진	 (H.J.	Kim,	nolawara@etri.re.kr)	 지능형센서연구실	책임연구원/실장

변춘원	 (C.W.	Byun,	cwbyun@etri.re.kr)	 실감디스플레이연구실	선임연구원/실장

이정익	 (J.I.	Lee,	jiklee@etri.re.kr)	 실감소자원천연구본부	책임연구원/본부장

송기봉	 (K.B.	Song,	kbsong@etri.re.kr)	 미래원천연구본부	책임연구원/본부장	

강성원	 (S.W.	Kang,	kangsw@etri.re.kr)	 ICT창의연구소	책임연구원/소장

		

ABSTRACT

Precise detection and modulation of electrical signal patterns passing through peripheral nerves connecting 

organs and brainstems, referred to as electroceuticals or bioelectronic medicines, have emerged as a 

new type of treatments for neural disorders and chronic diseases. With the rapid advancements in neural 

interface technologies, electroceuticals are the focus of treatments for these disorders or diseases. In this 

paper, we introduced electroceuticals as an extension of neuromodulation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diseases, such as diabetes, rheumatoid arthritis, obesity, and bladder dysfunction, without side effects that 

are unavoidably elicited when conventional drugs are taken. Further, this paper reviewed the anatomy 

of the peripheral nervous system, treatment examples for chronic diseases, technological demands for 

peripheral nerve interfacing, global R&D programs and market trends for electroceuticals, and prospects on 

electroceuticals.

KEYWORDS  electroceuticals, bioelectronic medicine, peripheral nerve, vagus nerve stimulation 

Ⅰ. 서론

신체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 대부분은 복잡한 

화학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기존 화학적 성분 

기반 약물(Drug)을 이용한 전통적인 신체 대사기

능 조절(그림 1(b))은 수많은 질병치료에 중요한 역

할을 해 오고 있으나, 약이나 주사약 등은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질병치료 효과 외

* DOI: https://doi.org/10.22648/ETRI.2020.J.350310
*  본 기술동향 기고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20ZB1165, ICT 창의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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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작용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다. 실제 미국에서

는 질병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로 인한 부작용

이 매년 200만 건 이상 보고되고 있으며, 약물 부

작용으로 인한 사망은 폐질환, 당뇨, 자동차 사고

에 이어 사망원인 4번째를 차지하고 있다[1]. 약물 

부작용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

서 약물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많은 

연구개발이 시도되고 있다[2].

인체에서 진행되는 신진대사는 생존을 위한 필

수적인 기능으로 체내 장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

리학적 시스템들의 협력 활동을 필요로 하며, 이

와 같은 작용으로 신체의 항상성이 유지된다. 음식

섭취, 기온 변화, 에너지 소모, 감염 등 외부자극

에 대한 신체 항상성 유지는 내분비계와 신경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사이토킨(Cytokine)은 

주로 염증 등 면역기능의 변화를 유발하는 면역세

포에 의해 생성되고 분비되는 신호 단백질인데, 이

의 생성과 분비는 신경회로에 의해 조절되는 대사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부분적인 장기의 손상이나 

기능손실 그리고 신경회로의 오작동에 의해 면역

기능 등을 포함하는 대사과정이 비정상 상태가 되

면 질병 또는 질환이 생겨난다[3]. 근래 기존의 화

학적 약을 기반으로 신경신호를 제어하는 방법과

는 달리 전기자극 등을 통해서 신경신호를 인위적

으로 제어하여 면역 및 대사 관련 질환을 치료 또

는 완화하는 약물 대체 치료법이 등장하였는데, 이

를 전자약(Electroceuticals) 또는 바이오전자 의료

(Bioelectronic medicine)로 부르고 있다[4]. 전자약은 

약물 대신 전기, 빛,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신경회

로를 자극하여 대사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신체의 

항상성을 회복 또는 유지시키는 치료법으로 정의

될 수 있다[4-7]. 

신경계는 뇌와 척추를 포함하며 체내 대사 상태

를 전체적으로 감지하고 감지 결과에 따라 적절한 

내분비 신경신호를 방출함으로써 대사를 조절하는 

중추신경계, 그리고 중추신경계에서 파생되어 온

몸에 가지처럼 분포하며 방출된 신경신호를 장기

에 전달하는 말초신경계로 구성된다[3]. 중추신경

계인 뇌신경계의 기능이 손상되는 경우 뇌졸중, 우

울증, 간질, 파킨슨병과 같은 다양한 신경질환이 

발생되는데, 인공적인 신경자극으로 손상된 기능

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치료법은 신경

조절(Neuromodulation)이라고 불리는데, 일부 효과

가 검증되어 현재 DBS(Deep Brain Stimulation) 등

이 FDA 승인되어 시술되고 있다(그림 1(c) 왼쪽)

[8,9]. 하지만, 이와 같은 심각한 뇌 질환과 전신 

마비를 제외하면 신체 대사, 감각, 운동 기능에 관

여하는 뇌 영역에 신경 전극을 삽입하고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정신 상태가 온전한 경우, 심리

적 거부감이 해당 기술의 보급에 큰 걸림돌이 되

출처 Reprinted from B. J. Seicol et al., “Neuromodulation of metabolic 

functions: from pharmaceuticals to bioelectronics to biocircuits,” J. Biol. 

Eng., Vol. 13, 2019, 67:1-12. CC BY 4.0.

그림 1  (a) 신경자극에 의해 대사조절이 가능한 장기 
(b) 약물치료에 의한 대사조절 (c) 전기자극에 의한 질환치료 

(d) 줄기세포 등 인공조직 대체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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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말초신경계의 핵심신경 가운데 하나인 미

주신경(Vagus nerve)은 갈색지방조직, 간, 췌장 등 

신체의 핵심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그림 1(a))[10-

12]. 장기와 뇌를 연결하는 말초신경계를 인공적

으로 자극하는 신경조절법은 뇌신경 자극에 비하

여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점이 있어 말초신

경 자극을 통한 신경조절 분야에서의 전자약 기술 

적용이 좀 더 유망하다(그림 1(c)). 

본 고에서는 말초신경 인터페이스를 통한 대사

조절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약 방법이 유효한 만성

질환 완화와 치료에 대한 소개, 성공적 적용을 위

한 요소기술들과 관련 기술들의 연구개발 동향 및 

향후 발전 전망, 그리고 주요 글로벌 연구개발 프

로그램과 시장 전망, 그리고 향후 발전 전망을 기

술하고자 한다. 

Ⅱ. 전자약 치료법

1.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는 신경계에서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나머지 신경계를 통칭하며, 그림 2(a)와 같이 중추

신경계에서 나온 신경이 몸의 각 구석까지 뻗어 있

어서 장기, 피부와 팔다리의 신경을 중추신경계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말초신경계는 뇌와 척

수에 정보를 전달하는 구심성 신경(A�erent nerve)

과 뇌와 척수의 정보를 장기 또는 근육에 전달하

는 원심성 신경(E�erent nerve)으로 구분된다. 또한 

말초신경계는 기능적으로 체세포신경계(Somatic 

nervous system)와 자율신경계(Autonomic nervous 

system)로 분류되는데, 체세포신경계는 획득한 감

각 정보를 뇌와 척수에 전달하고, 뇌와 척수에서 

전달받은 운동명령을 근육신경섬유에 전달하는 역

할을 한다. 이러한 체세포신경계를 통해 전달되

는 신경신호는 인공 팔 제어와 인공감각 감지에 활

용 가능하다. 자율신경계는 내장 반사신경(Visceral 

re�exes)을 조절하고 혈압, 체온, 대사 등과 같은 핵

심적인 생물학적 프로세스 등을 조절하여 인체가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교감신

경(Sympathetic nerve)과 부교감신경(Parasympathetic 

nerve)으로 세분된다. 교감신경은 환경변화에 따른 

출처 (a) 게티이미지뱅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b) BruceBlaus, "Med-

ical gallery of Blausen Medical 2014," WikiJournal of Medicine 1 (2). 

DOI:10.15347/wjm/2014.010 CC BY 3.0.

그림 2  (a) 휴먼 신경계와 (b) 말초신경-장기 연결도

(a)

(b)



잠재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박수, 호흡, 근

육의 혈류량, 땀 분비량, 동공 크기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부교감신경계는 잠재적인 위험상황

에서 벗어나면 심박 수와 호흡을 늦추며 혈류를 줄

이고, 동공을 수축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여 정상적

인 신체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13-16]. 말초신경은 또한 뇌와 내장을 연결

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장의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구심성 말초신경 자극을 통해서 불안장애를 조정

하는 것이 가능하다[17]. 

신체에는 수많은 말초신경들이 분포하는데 자

율신경계에서 신체 대사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말

초신경은 미주신경이다[18,19]. 미주신경은 그림 

2(b)와 같이 각 장기별로 개별적인 연결성을 가지

고 있으며, 장기 제어는 스파이크 형태의 활동전

위 패턴에 의해 이루어진다. 활동전위 패턴은 신경

전달물질의 양을 제어하며, 이를 통해 세포 내 신

호전달물질 등을 활성화하여 연결된 세포 또는 주

변세포의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전자약을 통한 

신경제어방법은 미주신경에 전극과 제어장치를 삽

입하고 인위적인 신경 활동전위 조절을 통해 신경

전달물질의 활성화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

해서 항상성을 잃은 신체 대사의 기능을 회복시키

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미주신경 이외에 엉치신경

(Sacral nerve) 자극을 이용한 변실금 및 위장장애 치

료법이 연구되고 있다[20].

2. 전자약 적용예시

말초신경자극은 대표적 대사질환인 당뇨병, 자

가 면역질환인 류마티스, 전 세계적 주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인 심혈관 질환, 비만, 요실금이나 방

광장애와 같은 배뇨장애, 천식, 우울증, 간질, 통

증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간

질에 의한 발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미주신경 자

극기는 1997년에[21], 우울증 치료를 위한 미주신

경 자극기는 2005년에[11], 그리고 미주신경의 가

지인 등의위(Dorsal gastric)를 자극하는 비만치료용 

자극기는 2015년에[22] 각각 FDA 승인이 되었다. 

또한, 요실금 치료를 위한 Medtronic의 INTER-

STIM은 2011년에 승인되어 척추뿌리(Spinal cord 

root) 부분에 시술되고 있다[23]. 현재까지 FDA 승

인된 전자약은 말초신경 자극을 기반으로 하는 뇌

신경조절과 심장, 위, 방광과 같은 장기에 존재하

는 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

으며, 최근에는 장기에 존재하는 신경 대신에 미주

신경과 같은 말초신경을 자극하거나 당뇨병 및 류

마티스 등과 같은 대사 및 내분비 관련 질환에 대

한 전자약 적용이 연구단계에 있다. 연구단계에 있

는 말초신경자극 기반 전자약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부위에 발생하는 자가 

면역질환의 하나로서 관절의 활막에서 발생하는 

염증반응이며, 활막염은 관절표면 조직을 연하게 

하고 부식시켜 관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

다.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물

을 복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약물로 인한 부

작용이 심각하다. 미주신경은 체내 염증을 감지하

고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주신경 

자극법의 메커니즘은 약물을 복용하여 염증성 물

질인 사이토킨 생성을 억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

다. 2000년 Tracey 등은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 관절염증을 상당히 감소시

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으며[24], 2016년 임상시험

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음을 발표하였다[25].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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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성되며, 생성된 아세틸콜린은 사이토킨을 분

비하는 세포에 작용함으로써 염증성 물질인 사이

토킨 분비를 억제하여 관절염과 이에 수반되는 통

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그림 3).

나. 당뇨병

당뇨병은 혈액 내 포도당이 상승하는 만성대

사질환으로 세계에서 4억 명 이상이 당뇨로 인한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2030년에는 당뇨 및 합병

증으로 인한 사망이 사망원인 7번째를 차지할 것

이라고 예측되고 있다[26]. 제1형 및 제2형 당뇨

병은 각각 췌장 β-세포의 파괴로 인슐린 분비가 

제한되는 자가면역성 질환과 인슐린 작용의 결함

에 의한 질환으로 모두 만성과 고혈당증을 특징

으로 한다. 근래, 혈당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

하여 포도당 감지-인슐린 공급으로 구성된 폐-

루프 인공췌장이 개발되었는데[27], 전자약은 인

슐린 공급 없이 전기 자극으로 인슐린 분비가 가

능하다. 구강, 내장, 그리고 간문맥 정맥(Hepato-

portal vein)에 존재하는 포도당 감지 세포들로부터 

포도당 정보를 제공받은 뇌간(Brainstem)과 시상하

부(Hyperthalamus)는 포도당 항상성 유지를 위하여 

미주신경을 통해 포도당을 생성하는 간과 호르몬

을 분비하는 내분비 췌장을 제어한다(그림 4). 예

를 들면 췌장에 연결된 미주신경 말단은 아세틸

콜린을 분비하며, 췌장의 β-세포는 이에 반응하

여 인슐린을 분비하게 된다[28,29]. 미주신경은 

인슐린 분비뿐만 아니라 β-세포의 증식과 인슐

린 감도를 제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까

지 미주신경 신호와 인슐린 분비 간의 정확한 상

관관계는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인공적 미주신

경 자극의 효용성 향상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로 남아 있다[29]. 

다. 비만

비만은 미국 성인의 거의 40%에 영향을 끼치며 

암,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동반 질환과 깊은 연관이 있다[30,31]. 복부신경에 

가하는 전기 자극만으로 음식섭취와 체중을 감소

시킬 수 있지만,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구토 경로

를 자극하여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혼동을 유

출처 F.A. Koopman et al., “Vagus nerve stimulation: A new bioelectron-

ics approach to treat rheumatoid arthritis?” Best Practice Res. Clinical 

Rheumatology, vol. 28, no. 4, 2014, pp. 625-635, CC BY-NC-ND 3.0. 

그림 3  미주신경 자극을 통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메커니즘

출처 https://bigthink.com/philip-perry/darpa-is-investing-in-a-plat-

form-that-accelerates-learning 

그림 4  미주신경 자극에 의한 혈당조절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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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할 수 있다. 또한 인슐린, 글루카곤, 위산 분비

를 포함한 신진대사와 음식물 소화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미주신경 자극 유도반응이 존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비만 치료에 적용하는 것

이 시도되었다[32].

라. 방광기능장애

방광기능 장애는 심장병이나 당뇨병보다 사망에 

이를 확률이 낮지만, 요실금 관련 문제는 많은 인

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성들 중 17%가 요실

금이나 배뇨 장애로 불편을 겪고 있다. 미국에서

는 매년 60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배뇨 장애 치료

에 지출되고 있다[33]. 척추를 자극하여 요실금을 

치료하기 위한 자극기는 이미 2011년에 FDA 승인

되었으며, 말초신경 자극을 통한 배뇨 기능의 제어 

가능성도 동물 실험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미주신경의 구심성 신경을 자극한 결

과 자극 빈도에 따라 방광의 반응이 다름을 확인하

였고, 불규칙적인 주파수를 가하였을 때 방광 기능

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척

추자극뿐만 아니라 말초신경 자극을 통한 배뇨기

능 개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34]. 

III. 말초신경인터페이스 기술개발동향

1. 기술적 요구사항

전자약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보급되기 위해서

는 목표로 하는 신경을 선택적으로 자극할 수 있고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초소형 신경전극, 초소형 

신경신호 처리 및 자극기, 무선통신 및 충전, 폐-

루프(Closed-loop) 제어용 센서 등을 필요로 하는

데(그림 5), 이를 요구 성능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가.  감도 및 자극 효율(Sensitivity & Stimula-

tion efficiency)

검출 신호가 아닌 기타 잡음으로부터 분리된 신

경 신호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경 전극의 

신호 대비 잡음 비 향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전

극의 임피던스 제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경조절을 위해 전기 자극하는 경우, 신경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경전극의 전하주입한

계와 전하주입효율 향상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나. 선택도(Selectivity) 

오동작 없는 제어를 위해서는 말초신경에서 자

극이 가해질 표적신경 선택 그리고 적합한 자극패

턴과 자극 기간 등에 관한 정보가 요구된다. 신경

을 구성하는 축삭(Axon)의 직경이 0.25~25μm로 

매우 작고, 그 수가 미주신경의 경우 약 100,000개

나 되며,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표적

신경의 선택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또한, 말초

신경은 다수의 장기와 연결되어 있고 장기와 중추

그림 5  삽입형 전자약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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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 방향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

택은 오동작을 초래할 수 있다. 단일 프로브에서 

개별 전극의 수가 많아지면 전극의 조합을 다중으

로 구성하여 표적 선택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반면

에 개별 전극의 수가 증가할수록 전극 수술의 난이

도가 높아지고, 제어기에서는 각 전극별 고유한 자

극 진폭, 펄스 지속시간, 부하 시간율(Duty cycle), 

자극 주파수 등의 자극 변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최적의 자극 매개변수 선정과 실

시간 폐-루프 제어에 있어서 기계학습 접근법이 

필요하다.

다. 반응도(Responsiveness)

말초신경의 신경절(Ganglia) 또는 축삭의 자극 효

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대사물질 그리고 신경화학 

방출 또는 면역반응의 마커를 측정하기 위한 화학

센서, 그리고 장기의 움직임이나 방광 압 등을 측

정할 수 있는 물리센서가 요구된다. 

라. 수용도(Acceptance) 

시술 환자에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 신

뢰성 말초신경인터페이스, 저전력 프로세서 및 회

로부품, 무선 충전, 무선 통신, 생체적합 패키징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삽입형 시스템이 요구된다. 

마. 자가 조절(Self-control)

표적 기능을 꾸준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자극과 자극 후의 신경조절이 외부

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폐-루프 제어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2. 말초신경 전극 기술동향

말초신경전극은 주로 바이오닉 보철 팔 제어[35]

와 촉각 등 인공감각 인지[36,37]를 위한 인터페이

스용으로 개발되었는데, 최근 전자약 목적으로 적

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구조와 기능을 가진 전극들

이 개발되고 있다. 말초신경전극은 그 개발 역사

가 길지만 상용화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며, 표준적

인 시술 방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임상 적용에 따른 

실패 요인 등에 대한 평가가 축적되고 있는 단계

에 있다[38]. GSK는 선택도가 현저하게 향상된 말

초신경전극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말초신경전극은 삽입형과 비삽입형으로 가장 크

게 분류되는데, 삽입형의 경우 그림 6(a)와 같은 신

경다발에 적용되는 위치에 따라 표면전극, 관통전

극, 재생전극으로 구분된다. 본 고에서는 열거된 

삽입형 전극과 비삽입형 전극인 경피신경전극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보다 상세한 말초신경 

인터페이스 기술은 초음파 및 광 자극 기술 등과 

출처 Reprinted from C. Russell et al., “Peripheral nerve bionic interface: 

a review of electrodes,” IJIRA, vol. 3, 2019, pp. 11-18, CC BY 4.0. 

그림 6  삽입형 말초신경전극 (a) i) 신경상막(epineurium), 

ii) 축삭을 내포하는 섬유속, iii) 혈관 (b) 재생전극 
(c, d) 관통전극 (e) 표면전극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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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후속 편에서 다룰 예정이다. 

가. 표면전극(Surface electrode) 

cu� 전극으로 대표되는 표면 전극은 신경다발을 

감싸는 형태로 불연속적인 신경다발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그림 6(e)와 같은 형태의 cu� 전극

은 개별 전극 면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신경

과 전극 사이에는 신경외막이 존재하여 일종의 절

연막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신경신호의 세기와 

전기 자극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표면전극의 또 

다른 형태의 전극으로는 FINE 전극이 있다. FINE 

전극은 평평한 형태의 cu� 전극으로 신경을 눌러

주도록 설계되어 신경다발이 근막과 분리될 수 있

으며, 결과적으로 자극과 기록의 선택성이 증가된

다. cuff와 FINE 전극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경에 좀 더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분할 링(Split ring) 형태의 전극을 이용한 자극 시도

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표면전극

은 전극이 신경과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신경을 자극하거나 특정 신경의 신호를 기록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cu� 전극은 약 10년 정

도의 삽입 내구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나. 관통전극(Penetrating electrode)

관통전극은 전극이 신경다발을 관통하여 삽입

되는 전극으로 전극의 삽입 위치에 따라 LIFE(그

림 6(c))와 TIME(그림 6(d)) 두 종류가 있다. LIFE 

전극은 유연한 절연체로 보호된 와이어 형태의 전

극이며, 신경다발에 접촉되는 전극이 노출된 형태

를 가지고 있다. 이 전극은 신경다발과 같은 축으

로 삽입되고 양쪽 끝은 바깥쪽으로 노출된다. 피

복된 직경 25~50μm의 Pt 또는 Pt-Ir 와이어가 주

로 사용되며, 신경다발에 접촉되는 신경전극은 

0.5~1mm 정도 노출되어 있다. LIFE 전극은 삽입 

3개월 후 경미하고 가역적인 손상을 보이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TIME 전극은 여러 개의 전극이 

신경다발 축에 수직으로 관통하여 삽입되도록 설

계되어 여러 개의 신경다발과 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간 선택성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 재생전극(Regenerative electrode) 

재생전극(그림 6(b))은 절단된 신경 사이에 위치

하여 신경 재생 기능을 포함하는 전극으로 대표적

으로 체 전극(Sieve electrode)과 재생 MEA가 있다. 

체 전극은 전도성 물질로 이루어진 미세한 다공성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 분해능은 미세구멍

의 크기에 의해 정해진다. 신경섬유는 전극의 미

세구멍을 관통하여 자라나면서 절단된 신경이 이

어지고 재생이 이루어진다. 재생 MEA는 신경 재

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공 내에 자극용 전극이 배

열된 구조의 전극이다. 재생 MEA 삽입 후 28일 시

점부터 3개월 동안 2.9±0.6개의 뉴런을 구별할 수 

있었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보고되었으나[39], 그 

후 실제 임상 적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재

생전극은 선택도가 매우 높지만 절단된 신경에만 

적용이 가능한 단점이 있다. 

라. 경피신경전극(Transcutaneous electrode) 

경피신경자극, 즉 피부를 통과해 신경을 자극하

는 기술은 시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

이 거의 없이 안전하게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2019년 FDA 승인된 안면 근육통 경감

을 위한 휴대용 마이크로 전류 자극기를 예로 들 

수 있다[40].

Ⅳ. 주요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통적인 약이 아닌 전자약 개발에 제약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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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참여하고 있는데, Johnson & Johnson과 GSK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3년 GSK는 전

기 자극을 사용하여 신체의 신경회로를 조절함으

로써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새로운 개념

으로 전자약에 관한 내용을 네이처(Nature)에 발

표하였으며[5], 2014년에는 성공적인 전자약 개발

을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41]. 그리

고 2016년에는 Verily와 협력하여 전자약 전문 기업

인 Galvani Bioelectronics를 설립하였으며, 7억 5천

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2023년 류마티스 관절

염 치료를 위한 전자약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GSK의 전자약 개념정리 및 로드맵 발표와 연계하

여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는데, NIH는 신체 

장기-말초신경 연결지도의 제작과 신경신호 측정

과 자극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말초

신경전극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SPARC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그림 7)[42]. 특정 신경섬

유를 표적할 수 있는 기술의 향상과 동시에 자극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자약에 필수적인데, 

SPARC 프로젝트에서는 전극을 삽입할 때 표적으

로 하는 신경 또는 뉴런이나 그 사이의 시냅스를 

최적으로 맞출 수 있는 전극 배열이 도출되도록 말

초신경 연결지도 작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진행

하고 있다. 2016년 시작되었고 7년 동안 2억 4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SPARC 프로젝트를 통하여 NIH

는 각 장기로 들어가고 장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신

호를 분류하고, 이러한 신호를 이용하여 부작용 없

는 전자약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다. DARPA에서

는 처치시간의 단축을 목표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비제약적 전기처방(ElectRx, 

electrical prescrip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폐-루프 최소침습 또는 비침습

적인 방법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통증, 종합감

염, 불안장애,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

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43]. 

국내의 경우 신경조절기술 관련 연구개발 사업

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전자약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은 진행된 바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

건산업진흥원은 산-학-연이 참가하여 ‘전자약 연

구개발 사업’ 기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산업체의 경

우 경두개 자극치료기 등을 개발하고 있는 벤처기

업 중심으로 전자약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Ⅴ. 시장규모

의료 시장에서는 전자약을 만성 질환의 치료 또

는 완화를 위하여 전기자극을 사용하는 삽입형 

및 비삽입형 의료 기기로 정의하고 있으며, 심박

동기(Pacemakers), 척수자극기(SCS), DBS 등 기존

의 신경조절기와 말초신경 자극기 등을 폭넓게 포

출처 https://ncats.nih.gov/sparc 

그림 7  전자약 적용을 위한 말초신경-장기 연결 지도 제작을 
목표로 하는 SPARC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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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약 시장은 최근 의료

기기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세

계 유수의 시장조사 기관에서 시장 조사 결과를 발

표하고 있다. Report & Data는 전 세계 전자약 시

장을 2018년 200억 달러로 평가되었고, 2026년까

지 8.5%의 성장률을 보이며 380억 달러에 이를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44]. Market & Market에 따르

면 2016년 172억 달러(약 19조 7,000억 원) 규모

의 세계 전자약 시장이 연간 7.9% 정도씩 성장하

여 2021년에는 252억 달러(약 28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치료제가 없는 질병에 

대한 전자약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시장은 이

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45]. 

Veri�ed Market Research는 세계 전자약 시장 규모가 

20년에 240억 달러 그리고 2019~2026년 사이에 

연간 8.9% 성장을 이뤄 2026년에는 47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46]. 또한, IDTechEx는 

전자약 시장이 매년 10% 이상의 성장하고, 2029년

에는 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 

8)[47]. IDTechEx는 인공망막과 말초신경 자극 시

장이 뇌신경 자극, 심박동 그리고 인공와우 시장에 

비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Ⅵ. 향후 전망

1990년대부터 뇌신경 자극을 기반으로 하는 뇌

신경조절 기술이 뇌신경질환에 지속적으로 적용되

어 왔으며, 근래에는 뇌신경에 비해 거부감이 상대

적으로 적은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뇌신경질환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큰 기존의 약물을 대신하려는 시

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뇌신경 인터페이스와 

신경보철을 위해 개발된 생체 적합성 소재, 고 신

뢰성 고성능 신경전극, 소형화된 신경신호 처리 시

스템, 인공지능 기능 소프트웨어 등은 말초신경 인

터페이스를 근간으로 하는 전자약 기술의 기반이 

되고 있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주목되는 10대 기술에 

선정[48]된 전자약은 완치가 어려운 류마티스 관절

염, 당뇨병, 배뇨장애, 천식, 소화불량과 같은 만

성질환뿐만 아니라 통증, 심장병, 패혈성 쇼크, 치

매, 파킨슨병, 우울증과 같은 난치병 치료 그리고 

인지기능 향상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

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말초신경과 장기

와의 연결을 고려할 때 전자약은 질병 이외에도 체

온유지, 에너지 항상성, 면역력 향상, 더 나아가 

수명연장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주신경자극 기반 간질 및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전자약이 FDA 승인으로 시술되고 있지만, 그 

작용 메커니즘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그

리고 어느 환자에게는 유효하지만 다른 환자들에

겐 유효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향후 새롭게 

개발되는 전자약은 기존 신경조절용 전극에 비해 

신경선택도가 높아져서 메커니즘 이해를 용이하게 

출처 Alliance for Advancing Bioelectronic Medicine, “Building a bio-

electronic medicine movement 2019: insights from leaders in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Bioelectron. Med., vol. 6, 2020, 1.  

그림 8  전자약 시장 성장 규모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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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개인 맞춤형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뇨병 적용 예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폐-

루프 전자약 치료가 보편화될 것이다. 추가로 예를 

들면, 위장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움직임의 가속과 

억제를 조절하거나 방광압력을 측정하여 배뇨 상

태를 조절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전자약이 보급되더라도 기존의 약물은 최소한으로 

복용되어 전자약과 협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사시스템과 신경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경자극에 대한 대사시스템의 반응에 대

한 충분한 검증은 전자약의 발전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여 

자극-반응에 관한 수학적인 모델을 수립할 수 없

는 현재 상태에서는 인공지능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자약 기술의 진보는 뇌신경조절과 마찬가

지로 재료, 전기, 기계, 그리고 뇌 공학과 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융합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

한, 전자약의 활성화와 보급은 이와 같은 다학제

적 협력 이외에 법규 제정, 임상지원, 의료보험, 

산업인프라 등 전자약 관련 생태계 구축을 필요로 

한다. 

2019년 상반기 FDA 및 CE 승인 건[49]이 모두 

비삽입형임을 고려할 때 국내의 경우 관련 경험과 

기술력 부족으로 산업체에서 삽입형 전자약에 대

한 연구개발이 시도될 가능성은 낮으며, 따라서 단

기적으로는 비삽입형 전자약 개발이 선행될 가능

성이 높다. 현재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지면서 선

택도가 가장 낮은 삽입형 cu� 전극의 경우에도 신

뢰성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의 해

결이 시급하다. 말초신경전극의 신뢰성 문제는 뇌

신경전극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난제로 여겨진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만 의료적으로 가장 파급효

과가 큰 삽입형 전자약의 경우 정부출연연구소와 

학계에서 연구개발이 주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의

료용 원천소재의 확보와 공정기술의 혁신 그리고 

전 임상 및 임상평가 협력구축은 삽입형 전자약의 

성능향상과 보급을 앞당길 것이다.

약어 정리

CE Conformite European 

DBS Deep Brain Stimulation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INE Flat Interface Neural Electrode

GSK GlaxoSimthKline

LIFE  Longitudinal IntraFascicular 

 Electrode

MEA Multi-Electrode Array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CS Spinal Cord Stimulation

SPARC  Stimulating Peripheral Activity to 

Relieve Conditions

TIME  Transverse Intrafascicular 

 Multichannel Electrode

VNS Vagus Nerve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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