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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융합 에세이

‘Convergent Technologies to Improve Human

서언

Performance’ 보고서를 출간하여 NBIC(Nano,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기존의 ‘과학기술부’ 조직이

Bio, Information, Cognitive) 융합기술의 지속적인

‘미래창조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고, 이러한

발전을 위해 정부, 교육계, 민간 기업 등에 권고

조직 개편 하에서 정부는 국가의 연구 결과물에

사항을 제시하였다. 유럽 연합 역시 2004년 ‘지식

근거한 ‘창조경제’를 어떻게 하면 조기에 달성할 수

사회건설을 위한 융합기술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있는가를 큰 화두로 삼은 것 같다. 즉, 선진연구를

건강, 교육,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등 5개

모방하여 전반적인 연구 업적을 향상시킴을

융합영역을 선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Knowledge

넘어서서, ‘창의성’ 있는 연구를 기치로 삼고,

NBIC Project’를 2006년에 출범하였다. 한국 역시

‘융합적’인 연구 수행방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여 2008년 범부처가

새로운 산업이 그러한 연구 결과물로부터 창출이

참여하는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되어야 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발표하였는데, 기본계획에서 밝힌 비전과 목표,

융합연구는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2년 미국과학재단을 통하여

비전

목표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창조적 융합기술 선점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원천융합기술 수준 향상

미래 주도형 융합 신산업 창출

[선진국 대비 50~80%(’07년)
→ 70~90%(’13년)]

[제조업 수출액 중 첨단기술제품 비중
7위(’08년) → 5위(’13년)]

김기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융합연구는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2008년도에 이미 국가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과연 ‘융합기술’에 대한 전략을 제대로 수립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본고에서는 ‘융합연구’의 의미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융합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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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1. 원천융합기술의 조기확보
3. 융합 신산업 발굴 및 지원 강화
5. 개방형 공동연구 강화

2. 창조적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4. 융합기술 기반 산업 고도화
6. 범부처 연계·협력 체계 구축

Convergence Research Polic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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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이 한국도 세계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율배반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융합연구를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2008년도에 이미 국가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지만, 과연 ‘융합기술’에 대한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융합기술이라는 것이 ‘나노
기술’, ‘바이오기술’ 등 어느 특정 분야의 연구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융합기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 또는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각각의 기술

‘Convergence’는 ‘어느 한 점으로 다같이
움직이는 것’, 즉 수렴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에 비해 ‘융합’이라는 것은 ‘녹을 융’자와
‘합할 합’자를 합친 단어로서,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짐”의
의미를 갖고 있다.

기술자들이 같이 모여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유도하기

Vol.15 융합4 CASTING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짐”을 분석하면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융합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로 있어서 따로 양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각 기술 및 학문 분야에

融合(녹을 융, 합할 합)

있어 우수한 연구자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짐

➊

➋

➌

각각의 기술을 보유한
연구자들이

스스로 장벽을
허물고, 합하여

새로운 가치의
기술을 창출

이루어질 일일 것이다. 다만, 교육의 영역에서
타 연구 분야의 연구자와 Communication이 가능한
신진 연구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위해서는 국가적 전략 역시 기술적 차원보다는 이

이라는 것은 ‘녹을 융’자와 ‘합할 합’자를 합친

나라에서 각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어로서,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어떻게 하면 같이 어울려 연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없게 하나로 합하여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무엇보다 먼저 ‘다른 종류의 것’이 있어야 하는데,

Synergistic한 연구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합쳐져야 할 것인가에

이것은 다양한 다른 기술을 보유한 연구자들을

‘연구문화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대해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융합 기술

의미할 것이다. 또한 ‘녹아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융합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학문/

인식에 근거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고에서는

발전기본계획’의 정의에 의하면 융합기술이란 “NT,

장벽을 허물고, 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의 전문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학문/기술을

‘융합연구’의 의미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융합연구를

BT, IT 등의 신기술 간, 또는 이들과 기존 산업 학문

마지막으로 ‘하나가 된다’ 함은 무엇인가 의미있는

습득하고자 하는 도전적 정신을 갖고 있는 연구자

활성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작업으로 이해하면 될 것

집단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위한

참고로 본 논고는 2010년 서울 COEX에서 열린

창출함으로써 미래 경제와 사회, 문화의 변화를

같다. 따라서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

제2회 ‘미래융합기술포럼’에서 발제한 내용의

주도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융합기술의 형태를,

다음의 3가지 요소가 만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이 필요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보통 이러한

일부를 원고로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유형1: 신기술과 기존 학문(인문, 사회, 예술/문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스스로의 장벽을 허물고, 합할 줄 아는 연구자들이
필요함

연구자들은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발적 ‘학습

간의 융합(예를 들면 융합형 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 각각의 기술을 보유한 연구자들이 있어야 함

의지’를 갖고 있는 연구자들이기 마련인데, 결국 한

기술, 뇌인지 과학기술 등), 유형2: 신기술 간의 융합

서로 다른 기술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이 모여야 함은

나라에서 융합연구의 활성화는 이러한 연구자들을

(예를 들면 나노바이오소재, IT 나노소자기술 등),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충분

얼마나 갖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융합’

유형3: 신기술과 기존 산업과의 융합(예를 들면

조건은 아니다. 필요충분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라는 단어는 미국과학재단에서 발간한 보고서인

지능형 자동차기술, 미래첨단도시건설기술 등)으로

각각의 기술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연구자들이

먼저 대학에서 학문 간의 벽을 다소나마 허무는

‘Convergent Technologies…’의 ‘Convergence’를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기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작업이 될 것이다. 즉 대학에 있어서 교수들이

번역한 단어이다. 여기에서 ‘convergence’는 ‘con:

간의 융합을 넘어서서 기술과 학문, 기술과 산업 등

모여서 연구를 한다고 우수한 연구 결과가 창출되는

복수학과에 임용되는 제도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together(함께)’를 의미하는 접두어와 ‘vergere:

모든 영역을 총괄하는 의미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것은 아니다. 즉 ‘융합연구’는 각각의 기술영역에서

필요하고, 연구자들이 하나의 공간에 수용될 수 있는

bend, 또는 incline(어떤 방향으로 향하다, 기울어

정의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연구 인력이 양성되었을

‘융합연구센터’의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융합적’ 연구방식문화를 어떻게

때 그들 사이에서 자연적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또한 국가는 ‘융합적 대형과제’를 도출함으로써

‘Convergence’는 ‘어느 한 점으로 다같이 움직이는

연구자들 사이에 접목시키고 활성화 할 것인가 하는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지, 정책적으로 유도한다고

장기적으로 함께 모여 연구할 수 있는 infra를

것’, 즉 수렴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에 비해 ‘융합’

정책적 차원의 고민은 다소 약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될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금은

구축해 주어야 한다.

융합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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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이라는 단어의 뜻, 즉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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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 스마트 생체소재 기술

마지막으로 융합연구의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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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가치의 기술 창출을 해야 함

활성화를 위해서는 융합연구를

Bio Technology

기존의 연구문화

미래의 연구문화

전호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연구단

신지식 또는 신산업에 대한
분명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 또는 리더 집단이

정책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분자단위에서 세포의 부착 및 거동을 조절하고 조직 재생을 도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생체재료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생체환경을 모사하여 생체적합성을 높이고
능동적인 기능을 하는 스마트 생체소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과 같이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의
제품이다. 하지만 ‘갤럭시’는
누구의 작품인가? 우리 중의 누군가는 진정 리더의

장비를 제공하고 연구비를 제공하는 일에 그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리더의 존재를

것이 아니다. 이 시대(시간 축), 이 공간(공간 축)에

인정하고 그들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생

있는가?

체재료 연구가 시작된 시기에는 질병

나노 크기의 패턴 형상을 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혹은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기 위해 환자의

있다. 세포는 이러한 나노구조에 부착하여 크기

생체 이식 부위에 적합한 물리적 특성을

혹은 형상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떻게 풀어나가는 지에 대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갖고 조직을 대신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는 것이

정상적인 세포가 세포외기질에 맞닿아 있듯이 인체에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 또는 리더 집단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융합연구를 하지

주된 이슈였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체활성

이식된 치료용, 대체용 및 조직공학용 생체재료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안다. 또한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 것처럼 갑자기

기능을 하거나 생분해 특성을 가지는 생체재료가

세포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며 세포의 부착, 증식,

피터 드레커는 “혁신은 천재들의 번득이는 재주”라고

하라고 해서 할 일도, 될 일도 아닐 것이다. 융합연구에

개발되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러한 특성은

분화, 사멸 등 전반적인 세포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이야기를 하여 천재의 역할을 중요시 하였고,

대한 국가적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본으로 포함하면서 분자 단위에서 세포의 부착 및

하게 된다. 따라서 세포와 재료 표면의 나노구조와의

네슬레 회장이었던 브라베크는 “혁신은 체계적이고

관점에서 ‘지향하는 연구문화를 수립하고, 체계를

거동을 조절하고 조직 재생을 도와 상처를 치유할

조직적이며,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의 산물”이라고

갖추어 나가기 위한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즉

수 있는 생체재료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야기하며, 조직 시스템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고

기존의 연구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연구 문화를

진행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생체환경을 모사하여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의 리더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체적합성을 높이고 능동적인 기능을 하는 스마트

양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있어야

대처해야 할 것이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생체소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1) 1)

할 것이다.

세상에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있고, 알아도 못하는
것이 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은 가르치면 될 일이지만

인체 내에서 세포는 세포외기질 단백질(Extra

(단순한 정책 수립으로 가능한 일), 알아도 못하는

cellular matrix protein)에 둘러싸여 생존하고

것은 대부분 그 조직사회의 문화 문제이다. 성공적인

있으며, 이 세포외 기질은 나노구조를 띄고 있다. 예를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특히 융합연구와 같은

들어 세포외기질의 주요 단백질 중 하나인 콜라겐은

일이겠지만, 특히 ‘융합연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직경 약 1.5 nm, 길이 약 300 nm인 분자이다.

수립함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데, 정책 수립 시

위해서는 현재의 연구문화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이러한 콜라겐이 여럿 모여 직경 약 300 nm에

‘연구활동은 문화활동이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우선시

수십 마이크로미터 길이의 원섬유를 이룬다.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는 단순히 연구

되어야 한다.

많은 조직들의 기저막(Basement membrane)도

결언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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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ly used
materials

Biomimicry
Bio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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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compatibility

Time

그림1 생체재료 연구 발달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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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격자

나노기둥

나노기공

모식도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패턴, 세포의 증식을

소재가 이용되며 3차원 형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생체 대체용 소재를 인체에 삽입하였을 때

억제하는 패턴, 세포의 이동 방향을 조절하는 패턴,

따라서 나노구조 표면개질이 의료용 디바이스에

부작용 없이 소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을

줄기세포의 분화 방향을 결정하는 패턴 등 다양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나노공정기술에 대한 연구가

말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에는 단순히 몸속에서

나노패턴이 보고되고 있다.

더 필요하다.

부작용 없는 소재 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능을 하는

4)

소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생체 기능성은
그러나 나노구조 표면개질을 이용한 생체 적합성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관심이 많아졌고, 많은 논문들이

전자현미경

출판되고 있지만 그 기술이 상용화되어 의료용

이식 대상 조직, 임플란트의 역할에 따라 달라져야

능동형 생체 기능성 소재

한다. 골 이식 소재의 경우 골계세포의 부착을
유도하여 골 융합 및 골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거나

생체 적합성의 의미는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정의다.

디바이스에 쓰이거나 의료현장에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 나노패터닝 기술을 이용한 생체이식

그림2 다양한 나노패턴 형상

혹은 줄기세포를
유도하여 골세포로의

a)

임플란트 소재를 개발 및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기

분화를 촉진시킬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기
Control

때문이다. 첫째, 나노표면형상이 세포의 기능을

SQ

NSQ20

NSQ50

RAND

200μm

조절하는 생물학적 기작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연구결과들이 주로 현상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같은 패턴이라도 세포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임의의 패턴
배열이나 단순한 거칠기 제어가 아닌 규칙성 있도록

깊이의 나노기공

b)

(Nano pit)이 300 nm

α-Actinin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그 패턴 위의
Complex

설계된 패턴에 대하여 세포의 반응을 분석하는

성체줄기세포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턴을 제작할
수 있는 공학자와 분자생물학적 분석을 연구하는
연관성을 밝혀내면 생체재료의 생체 적합성을
높이고 생체 기능성을 하는 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

생물학자들과의 기술 융합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실제 의료현장에 쓰이는 소재의 표면에
나노패터닝을 할 수 있는 공정기술의 부재이다.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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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2에서 120
nm 지름, 100 nm

F-A
ctin

인체 내에서 세포는 세포외기질 단백질에
둘러싸여 생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포외기질은 나노구조를 띄고 있다.
예를 들어 세포외기질의 주요 단백질 중 하나인
콜라겐은 직경 약 1.5 nm,
길이 약 300 nm인 분자이다.

수 있어야 한다.

1μm

골세포로 분화하는
<70nm

>70nm

Substrate

Au nanoparticle

RGD-thiol

Disordered

Integrin

결과를 보였다. 이는
Substrate

Cell membrane
Ordered

나노패턴이 세포의
부착

및

중요한

증식에
역할을

나노표면 형상에 따른 세포의 반응을 살피는연구는

거칠기를 제어할 수 있는 나노코팅의 경우에는 생체

하는 초점접착역의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특히 2007년 2)과 2011년3)

실험도 하지만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나노패턴에 대한

형성에

Nature Materials지에 나노구조 패턴 상에서

연구가 논문으로 발표되는 경우에는 생체 실험보다

미쳤기 때문이다.

성체줄기세포의 분화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보고가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으로 그 영향을 테스트한

초점접착역(Focal

나온 후로 나노표면 형상을 이용한 생체적합성

결과가 더 많다. 지금까지의 나노가공기술은 반도체

adhesion)은 한 쌍의

개질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 논문들과

공정을 위한 기술로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주로

더불어 다양한 형태, 다양한 크기의 나노패턴을

2차원인 실리콘 웨이퍼나 고분자 표면에 나노구조를

이용하여 생체 조건 밖에서(in vitro) 세포의 기능을

제작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료용으로

조절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쓰이는 생체재료는 실리콘 웨이퍼가 아닌 주로 금속

Clustering integrin

Non-clustering integrin

영향을

인테그린 분자군(α,
β integrin)이 70 nm

그림3 (a) e-beam lithography로 만든 나노기공표면형상 패턴과 그 위에 배양한 줄기세포의 분화 정도
(b) 세포의 초점접착역 형성 모식도 5)

이내 거리마다 형성될
때 클러스터를 형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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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체활성이 낮아 골 유착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서 마스크가 필요없는 직접 기록 리소그래피

나노구조 표면을 만드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재료를

공정들이다. 전자빔 리소그래피와 스캐닝 프로브

하지만 패턴의 형상을 사각, 육각 배열 등 규칙적인

소재 표면에 코팅하여 생체활성을 높임과 동시에

리소그래피는 약 20 nm 정도의 아주 정밀한 구조

배열 밖에 만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표면조도를 개질하여 골 접합 영역을 증가시키는

제작이 가능하지만, 제작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고

리소그래피 기법을 이용하여 나노격자, 나노기둥,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생체 적합성

넓은 영역에 적용하기가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작업

나노기공과 같은 구조의 패턴을 만들 수 있다.

소재로 수산화 인회석(Hydroxyapatite)이 사용되고

비용이 요구된다. 레이저를 이용한 나노가공은

있으며, 금속 모재에 코팅하기 위하여 플라즈마

앞선 공정들에 비해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용사(Plasma spray), 졸-겔법(Sol-gel), 스퍼터링

상대적으로 소요되는 가공비용과 시간이 적으며

(Sputtering), 펄스 레이저 증착법(Pulsed laser

진공과 같은 특수한 가공 환경을 요구하지

deposition) 등 다양한 증착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않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가공 시간과 비용 문제를

안정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코팅에 의한 방법은 넓은 영역에 쉽게 적용이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콜로이드성 리소그래피

나노기공(Nano pit)을 균일하게 패터닝 하였을

가능하고 재료의 형상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Colloidal lithography)와 블록 공중합체 리소그래피

경우에는 인테그린 쌍 간의 거리가 멀어서 안정적인

있지만, 거칠기를 제어하는 수준으로 나노구조와

(Block copolymer lithography)와 같은 내추럴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줄기세포의

패턴의 형상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리소그래피(Natural lithography) 기법이 있다.

매끄러운 표면

블라스팅 및 식각에 의한
표면 거칠기 개질

그림4 티타늄 임플란트 표면조도 개질

6)

목적에 맞추어 생체재료 표면에 나노표면형상
패턴을 제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나노입자를
코팅하거나 화학적 식각을 통하여 표면조도를
개질하는 방법과, 초정밀 미세가공기술을
이용하여 나노구조의 표면형상을 개질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기법들은 응용력이 뛰어나고 사용하기 쉬우면서

초점접착력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분화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그에 비해 나노기공을

2) 표면 나노패터닝

불균일하게 패터닝 하였을 경우에는 인테그린

이에 비해 나노구조의 크기, 형상 및 패턴 제어가

쌍이 70nm 이내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성숙된

가능한 초정밀 미세가공으로 나노구조의 표면

초점접착력과 줄기세포 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형상을 제어하는 리소그래피(Lithography) 방법이

준다고 알려져 있다.

있다. 보통 리소그래피 기술은 반도체 공정에서

공정비용 또한 저렴해 넓은 영역의 공정에 유리해

a)

b)

미세 패턴을 제작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생체 적합 표면 개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토리소그래피
(Photolithography) 기법은 자외선(UV) 광원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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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면 조도 개질

패턴이 그려진 마스크를 이용하여 마이크로미터

목적에 맞춰 생체재료 표면에 나노표면형상 패턴을

크기의 패턴 제작에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제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나노입자를 코팅하거나

광물리학적 특성 때문에 2 ㎛ 미만의 정밀한 구조를

화학적 식각을 통하여 표면조도를 개질하는 방법과

만드는 데에는 제약이 있으며 나노구조를 만들기

초정밀 미세가공기술을 이용하여 나노구조의

위해서는 특수한 기법들이 사용된다. 나노구조

표면형상을 개질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공을 위해서는 전자빔 리소그래피(E-beam

예를 들어 임플란트의 골 접합부 소재로 티타늄과

lithography), 스캐닝 프로브 리소그래피(Scanning

티타늄 합금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소재는

probe lithography), 레이저 절제 리소그래피(Laser

생체불활성 소재로서 손상된 골조직의 기계적

ablation lithography) 등이 사용되며, 이들은 소재

특성과 생체적합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위에 선택적으로 전자빔, 레이저 등을 조사하는

c)

d)

그림5 (a) e-line과 RAITH로 개발한 e-beam lithography 장비 (b) Park systems에서 개발한 Atomic Force Microscopy 장비
(c) KIST에서 개발한 공정 장비 (d) 자기조립형 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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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세포의 새로운 기능을 찾는 수준에 그치고

헬스케어 3.0 시대를 위한 바이오칩 기술

있다. 세포가 나노구조를 감지하고 세포 내 신호를

김병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복지연구단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새로운 나노구조나 크기에

생체 적합성 나노구조 표면개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재료, 기계, 물리, 화학, 생물,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이 긴밀하게 협력해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전달하여 새로운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리들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되고 상용화까지 이어진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세계 생체소재 시장에 한국의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기능성 스마트 생체소재라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고령화 진전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고령화 시대에 의료 소비자들은 단순한 기대 수명 연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장수를 바라고 있고, 이와 더불어 건강한 장수를 추구하기 위한 비용이 저렴해 지기를 원하고
있다. 건강한 장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관리가 기반이 된 의료 서비스의 적극적인 제공이 필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의료비용이 저렴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일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모순들을 기술의 혁신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이와 같은 생체 적합성 나노구조 표면개질을

표면개질 기술은 임플란트 표면에 제한적으로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적용되었다. 주로 표면에 거칠기나 다공성 박막을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이 긴밀하게 협력해 연구개발을

헬

바탕으로 하는 기대수명 연장(헬스케어

헬스케어 3.0이 기존의 헬스케어 패러다임과 가장 큰

입히는 물리적 처리 방법, 생체 친화성을 높이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2.0)에서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장수를

차이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 측면일 것이다. 예방과

골 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화학적 처리 방법이

하나가 될 의료기기 산업을 우리나라 핵심 산업

추구하는 방향(헬스케어 3.0)으로 변화하고 있다.

관리가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질병과 몸 상태를 손쉽게

개발되었다.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한 치과용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정 제정, 연구비

(표1) 헬스케어 1.0 시대에는 공중보건을 기치로

조기에 진단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신속하게 받는

티타늄 임플란트들은 제품화 되어 시판되고 있으며

지원 등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을

것이 핵심이다.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헬스케어 3.0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나노

필요할 것이다.

추구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감염성 질환으로

시대를 가능케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로 바이오칩

구조와 세포와의 연관성 등이 밝혀지면서 나노

인한 사망자가 급감하였다. 헬스케어 2.0 시대는

기술을 들 수 있다. 바이오칩은 생물학적 활성을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 가능성은 여전히

예방을 넘어서 질병의 치료와 치유를 기치로 새로운

가진 생체 분자(DNA, 단백질, 세포, 효소 등)를

무궁무진하다. 골 융합을 촉진시키고 표피세포의

신약과 의료기기의 개발, 병원의 산업화를 통해

고체 지지체에 고밀도로 부착시켜 진단 측정하고자

환자의 기대 수명을 대폭 연장시키고 주요 질병에

하는 대상 물질 정보를 초고속, 고감도로 분석하는

의한 사망률을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헬스케어

기술을 의미한다. (그림1) 바이오칩은 진단 기술을

3.0 시대에는 1)병의 발생 후 치료에서 일상 관리로

목표로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질병을 유도할

헬스케어의 개념이 변하고, 2)개인 맞춤 치료가

수 있는 생활환경의 오염도(박테리아,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치료방식이 개인의 특성과 체질을

환경오염 물질)를 진단하여 헬스케어의 일상 관리를

고려하는 맞춤 치료로 전환되고, 3)진단과 치료의

가능케 하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바이오칩 기술은

미세화를 통해 진단과 치료의 정밀도가 향상되어

대표적인 융합기술의 결과물이다. 기본적으로 생체

질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4)고통을 최소화 할 수

분자의 특성을 이용해 분석을 하는 바이오 기술

있는 수술이 일반화 되며, 5)환자 중심화 경향에 따라

(BT), 작은 영역에 고밀도로 생체 분자를 집적시켜야

진단에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환자의 편익과

하는 나노 기술(NT), 대량의 분석 정보를 처리하기

지능형 기능성 임플란트에 대한 연구로 확장할 수
있다.
지능형 임플란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표면 거칠기를
조절하는 수준의 표면개질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현재까지 개발된 초정밀 미세가공기술을 임플란트
표면에 적용하여 표면조도와 함께 표면형상도
나노스케일에서 조절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나노구조와 세포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많은 좋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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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이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연구하기 위해서는 재료, 기계, 물리, 화학, 생물,

접근을 막으며 환자 개개인의 질병에 맞추어 설계된

12

스케어의 패러다임은 전염병 예방의

지금까지 연구 개발되어 온 생체 적합성 나노구조

1) Holzapfel et. al.(2013), How smart do biomaterials need
to be? A translational science and clinical point of view,
Advanced Drug Delivery Review, 65, 581-603
2) Dalby et. al.(2007), The control of human mesenchymal
cell differentiation using nanoscale symmetry and
disorder, Nature Materials, 6, 997-1003
3) McMurray et. al.(2011), Nanoscale surfaces for the longterm maintenance of mesenchymal stem cell phenotype
and multipotency, Nature Materials. 17, 637-644
4) Biggs et. al.(2010), Nanotopographical modification:
a regulator of cellular function through focal adhesion,
nanomedicine, 6, 619-633
5) Dalby et. al.(2014), Harnessing nanotopography and
integrin-matrix interactions to influence stem cell fate,
Nature Materials, 13, 558-569
6) 대한치과의사협회지(2010)

시대(헬스케어 1.0)를 거쳐 질병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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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보 통신 기술(IT)이 접목되어 다양한 질병을

필요하며 진단의 정확성을 위해 제품의 재현성,

진단, 분석하기 위한 바이오칩 연구와 제품이

민감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표준화된 임상 시험이

개발되고 있다. 비단 구체적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수반되어야 한다. 바이오칩의 사용이 일상화되기

많은 문헌에서 바이오칩 관련 특허 건수는 해마다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표준화에 의한 엄격한 관리와

증가하고 있고, 2012년 Global strategic business

규제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헬스케어

report 에서는 2017년까지 바이오칩의 전 세계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로 진단용 바이오칩 분야가 활성화

규모를 약 4,500 백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될 것이고 기초과학 측면에서도 질병과 관련한 마커
정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질병 진단이

Analytes

Accepter

Virus
Microorganism

Enzyme

PAHs
Toxin

제품이 산업화되고 일반화될 때 헬스케어 3.0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바이오칩

패러다임 쉬프트가 가속화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기술력은 기존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우수한 연구

Disease
marker

국산화된 바이오칩 기반의 진단 제품이 시장에

기반이 확보되어 있고 반도체 제조기술을 활용한

많이 보급되지 않았으며 연구를 위한 연구용 칩의

가격 경쟁력 또한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진단이 일상화될 환경을

IT를 바탕으로 한 하드웨어 기술을 강점이 있으며

고려하면, 바이오칩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질병에

우수한 임상 연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한 marker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칩 개발이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지 않아 칩 생산 및 분석

Goal

DNA /
Aptamer

EDC

가능한 바이오칩 제품들이 개발 및 적용될 수 있는

Signals

Particles / Rod

Pathogen

국내에서도 질병 조기 진단을 위한 바이오칩 관련

Supporter

Interaction

Plates

Colorimetry
Fluorescence
Luminescence

Antibody

Point-of-care
diagnosis

Electric signals
Whole cell

Bioreactor

Fluidic chips

Feedback-real time / end point
구분

헬스케어 1.0
(공중보건)

헬스케어 2.0
(질병치료)

헬스케어 3.0
(건강수명)

시기

18~20세기 초

20세기 초~말

21세기 이후

기술혁신

인두접종 개발

페니실린 발견

지놈 프로젝트

목적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

질병의 치료/치유

질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 추구

주요 지표

전염병 사망률

기대수명, 중대질병 사망률

건강수명, 의료비 절감

공급자

국가

제약/의료기기 회사, 병원

기존 공급자 + IT, 전자, 건설,
자동차 회사 등

수요자

전 국민

환자

전 국민

헬스케어 산업의
주요 변화

•예방접종, 상하수도 보급
•청진기, 엑스레이 발명
•의사 양성체계 확립

•제약/기기/병원 산업화
•신약 및 치료법 개발

•유전자/질병 조기 진단
•맞춤 치료제
•U-health 보급

성과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급감

기대수명 대폭 연장,
주요 질병 사망률 감소

(기대성과)
건강수명 연장, 정보의학에
기반한 예방, 일상 관리 등을 통한
의료비 증가 억제

표1 헬스케어 시대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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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바이오칩 구성 요소와 역할

기반기술이 취약하고 원천특허 확보가 미미한 것이

바이오칩 기술은 IT 등 여타 과학기술과 융합하여

큰 약점으로 부각되며 국제적인 진단 회사와의 경쟁도

창조경제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의

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바이오칩

인허가 및 평가 시스템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술이 산업의 신성장 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제품 개발에 있어 진단 비용을 낮추어 보편적으로

기대해 본다.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며, 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한 제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진단을 관리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약점을 기회로 삼고
헬스케어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다면 바이오칩
기술의 산업화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1) 고유상 등(2012), 헬스케어 3.0-건강수명 시대의 도래,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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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뇌질환 치료를 위한
뇌심부 자극 기술

시술받은 환자 수가 8만명에 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식약청 승인을 취득해 최근까지 약 3천건의
수술 사례가 보고될 정도로 비교적 안전한 치료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일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연구단

이러한 뇌심부자극술을 시술하기 위해 다음의

작은 우주로 불리는 뇌에 관하여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에 뇌지도 작성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브레인(BRAIN) 프로젝트 발표 후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뇌질환의 원인 규명 및
치료방법을 위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최근에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대부분 뇌질환의 원인 및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과정을 거치는데, 우선 자극을 가하기 위한 위치를
fMRI 등을 통해 미리 파악한 후에 목표점을 정한다.
그 후에 국소 또는 전신 마취 후에 미리 정한 전극

뇌심부 자극술은 수술을 통하여 뇌에 전극을
삽입하고 특정부위에 전기적인 자극을 가하는
방법으로 뇌질환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뇌심부 자극술을 이용하면
간질, 파킨슨병, 본태성 진전, 근긴장이상증
등의 뇌질환 증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어
환자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삽입점에 두개골을 천공해 신호 측정을 위한 초소형
전극을 삽입한다. 이를 이용하여 전기생리신호를
기록하고 목표점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부 뇌질환에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는

본태성 진전, 근긴장이상증 등의 뇌질환 증상을 크게

거치게 되고, 전기자극을 주어 환자의 증상완화

배터리 교체를 위한 수술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아니지만 증상을 억제하는 치료 방법들이

완화시킬 수 있어 환자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정도를 관찰한 후 영구자극전극을 동일 위치에

전극이 삽입될 때에 발생하는 뇌손상으로 인해

개발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이

한다. 최근에는 강박증, 만성통증, 중독, 우울증의

삽입하게 된다. 이후에 자극 조건들을 조절하면서

이상감각, 팔 다리가 꼬이는 현상, 언어장애 등의

뇌심부 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이다.

치료 방법으로도 뇌심부 자극술이 시도되고 있는

최적의 치료 조건을 찾게 되고, 주기적으로 환자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뇌심부 자극술은 수술을 통하여 뇌에 전극을

등 그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뇌심부 자극술은

뇌에 자극을 가함으로써 뇌질환의 증상을 억제하게

삽입하고 특정부위에 전기적인 자극을 가하는

1995년에 미국의 메드트로닉스사에 의해 개발

된다. 하지만 이처럼 주기적으로 환자의 뇌에

하지만 뇌심부 자극술은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방법으로 뇌질환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되었으며, 1997년에 본태성 진전의 치료 방법으로

전기적인 자극을 가하기 위해서는 전원 및 제어를

중증 뇌질환의 유일한 치료방법이기 때문에 최근

이러한 뇌심부 자극술을 이용하면 간질, 파킨슨병,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위한 자극 박동기가 필요하게 되는데, 자극 박동기는

시술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뇌심부

윗 가슴의 피부 아래에 삽입하고 연결 부위를 포함한

자극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더 다양한 뇌질환 치료에

모든 구조물들이 피부 밑에 삽입하여 겉으로는

사용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해결되어야 한다.

이처럼 뇌심부 자극술은 뇌에 전극을 삽입해야 하기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초소형 미세 가공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의 부작용 및 문제점이

기술(MEMS)을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에 초소형

발생한다. 그 중 한 가지가 수술 시에 발생하는

미세가공 기술을 이용하여 뇌의 기능적 지도 작성을

뇌출혈인데, 뇌에 전극을 삽입할 때 혈관에 손상이

위한 뇌자극 및 뇌신호 측정용 뇌신경 프로브들에

가해져서 발생한다. 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한 연구가 KIST를 비롯한 여러 연구그룹에서

전극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뇌에 지속적인 손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소형 미세가공기술을

생기고 3~5년에 한번씩 전극을 교체하기 위한

이용하면 프로브의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다. 배터리의 경우에도 자극

아니라 빛으로 뇌를 자극하는 기능, 약물 전달

조건에 따라서 수명이 1~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할 수 있다. 특히 빛을

일

그림1 뇌심부 자극술을 위한 전극이 뇌에 삽입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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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splitter

SU-8 waveguide
Iridium
recording
electrodes

100μm

1mm

뇌질환 치료제
김영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의약연구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을 중심으로 한 치매, 파킨슨병은 50세 이후 유병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대비가 절실하다. 이에 뇌질환 환자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치료제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림2 KIST에서 개발한 뇌자극 및 뇌신호 측정용 MEMS 프로브 및 생쥐에의 적용한 모습 2)

여러 증상을 유발하는 뇌질환으로서 알츠하이머병,

뇌질환 치료제의 정의

파킨슨병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용한 뇌자극 방법은 뇌를 국부적으로 자극할 수

투과하는 경우의 자극 효율 개선이나 원하는 부위만

뇌의 구조 및 기능상의 결함 등에 기인한 신체적

뇌신경계의 정보전달에 가장 중요한 뇌신경세포의

있어 정밀한 자극이 필요한 새로운 뇌질환 치료에

자극하기 위한 포커싱 방법 등의 개발 및 시스템의

정신적 질환 및 장애에 대한 치료제로 정의된다.

사멸, 뇌신경세포와 뇌신경세포 사이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자극으로 발생하는

소형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뇌질환은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전달하는 시냅스의 형성이나 기능상의 문제,

수 있다.

뇌신경의 전기적 활동성의 이상적 증가나 감소로

뇌손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소형
사이즈로 인하여 수술 중에 발생하는 손상이나

인해 야기된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구분

뇌질환

장기간 삽입으로 인한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해결되어 머리에 부착하여 뇌심부에 자극을 가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뇌신경 프로브는 아직은 동물을

방식의 간편한 뇌심부 자극기를 이용하여 난치성

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정신 질환

대상으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머지않아 뇌질환

뇌질환을 치료하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정신 질환

우울증, 정신분열증

정신질환은 사람의 사고, 감정, 행동 등에 영향을

치료를 위한 뇌심부 자극술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경련성 장애

간질

미치는 병적인 정신 상태(psychosis)로서 정신기능에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한 무선 충전 시스템이

뇌발달 장애 및
유전성 뇌질환

뇌성 마비, 근육퇴행위축증

장애가 온 상태를 총칭한다. 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뇌혈관 질환

뇌졸증, 혈관성 치매

중독 질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감각이상 및
통증성 질환

신경병성 통증

외상

척추손상, 두부외상

암

뇌종양

도입된다면 배터리의 교체로 인한 주기적인 수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치료전극 삽입을 위한 수술을
없애기 위해서는 뇌에 삽입하는 장치없이 뇌를
자극하여 뇌질환을 치료하는 시스템이 개발이

초음파를 이용하여 뇌를 자극할 수 있는 기술이

뇌질환 치료제의 적용 범위

소개되었다. 이를 이용하면 외과수술 없이 머리에

기대되나 아직은 초기단계이다. 특히 두개골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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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리에 작용하므로 약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우울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이 정신
질환에 포함된다.

경련성 뇌질환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 집중 자기장이나

부착하는 방식의 뇌심부 자극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물학적 반응들이 정신활동, 심리적 현상 및

1) Medtronics 홈페이지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조일주

간질이란 경련이 반복적,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간질적 경련은 뇌조직이 전기생리학적

퇴행성 뇌질환

이상으로 인해 신경세포의 갑작스럽고 과도한

중추신경계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상적인 흥분 상태를 의미한다.

Convergence Research Polic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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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뇌손상

각각의 뇌질환에 대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스테로이드인 프레드니손,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임상에

수일 안에 걸쳐 뇌와 척수에 비가역적 손상을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비타민 E 토코페롤, 멜라토닌, 오메가3 및 에스트로젠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호르몬 요법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증상 완화 및

조기 진단 시 분자 영상 기술 등을 활용해 초기단계에

3) 정신 장애에 의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

질병진행의 억제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신경보호제로 파킨슨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

숭례문 방화 사건,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사건, 미국

최근 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

통증 질환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사회 유명 인사의 자살

소견으로 신경섬유 덩어리(neurofibrillary tangle)와

정신질환 치료제

통증은 염증 혹은 질병, 손상 등에 의한 신경계의

사건 등은 대표적인 정신 질환에 따른 사회문제로 볼

신경 반(neuritic plaque)이 있고, 이는 아밀로이드

정신병 질환 치료제는 적용증의 폭이 넓어 거의

변화가 대뇌에 전달될 때 경험하는 증상으로 대뇌에

수 있다.

베타 펩티드(Aβ)의 침착으로 생겨난다.

모든 정신질환 분야에 걸친 연구가 가능한 유일한

조직 손상을 경고하는 감각 경험으로, 회복되지 않고

사회적 변화에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는 뇌질환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의 병인인 Aβ

약물이며, 이러한 점에서 시장 점유의 폭이 넓다는

유지될 경우 만성 통증으로 발전하게 된다.

환자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치료제

중합체의 형성과 독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장점이 있다.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진행 중이다.

정신분열증 치료제 ‘Zyprexa(olanzapine)’는

병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약물(DMST,

양극성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에도 적용 중이다.

disease modifying/slowing therapy)로 연구를

지난 60여년 동안 도파민 수용체가 가장 중요한

집중하고 있으며, 접근방법은 크게 다음의 3가지가

유효표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현재 4465억불 규모의 세계 7대 의약품 시장에서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정신질환 치료제들은 모두 도파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5년에는 전체인구의

뇌질환 치료제는 995억불의 규모로 21%를 차지하고

I) Aβ 생성을 억제하는 β-/γ-secretase 저해제와

전달체계에 작용한다.

11%인 것에 반해, 2050년에는 37%에 이를 것으로

있다.

전망된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장 점유율 면에서 정신 질환인 우울증(19.8조원),

사회적, 과학적 해결책의 마련이 시급한 국가현안

정신분열증(16.2조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National Top Agenda)으로 대두되고 있다.

있는 반면, 성장률 면에서는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을 중심으로 한 치매, 파킨슨병은 50세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이 각각 34.5%와 12.9%의

이후 유병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노화와 직접적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관련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대비가 절실하다.

기존 약물들의 특허 만료에 따라 항우울제 및

파킨슨병 치료제

최근 특정 유효 표적보다 전체 유효 표적군에 대한

뇌졸중은 암에 이어 국내에서 사망 원인 중 2위, 단일

안정제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 추세에 있다.

레보도파는 파킨슨병 치료제로 현재 임상적으로

총체적 접근으로 약물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일으키는 질병들로서 뇌졸중, 뇌외상, 척수외상
등을 포함한다.

뇌질환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 및 위상
해외 기술 동향
1)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고조됨

Aβ 백신
iii) 신경 세포내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항산화제

다양해졌다. (예: 도파민 수용체, 세로토닌
수용체, 아드레노수용체,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카나비노이드, COX-2, 무스카린 M(1) 수용체,
모노아민적 수용체, 뉴로키닌 3(NK3) 수용체,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 등)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유병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칠 뿐만 아니라 약 5년 복용

뇌졸중 치료제

있다.

FDA에 승인되어 임상에 쓰이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후에는 약물효과의 변동이 심하고 이상운동증,

뇌졸증 치료제로서 주로 혈류 개선을 위한 약물이

치료제로는 질병 초기에 기억력과 인지기능의

정신병증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사용되고 있다.

향상을 위한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즈 억제제와,

그 외 다양한 약물, 즉 도파민 작용제, MAO

유효 표적으로 신경세포 보호제 개발이 진행되었으나

후기에 행동 및 운동기능 장애의 개선을 위한 NMDA

(Monoamine oxidase) 억제제, COMT(Catechol-

최근 감소 추세에 있다.

195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뇌, 신경질환에 대한

수용체 길항제의 두 부류가 있다.

O-Methyl Transferase) 억제제 등은 증상완화에

주 개발 대상이었던 NMDA 수용체 차단제와

이해와 치료를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그 외의 치료제는 과학적인 증거 부족으로 실효성에

도움이 되나 퇴행을 억제 또는 지연시키지는 못한다.

항산화제의 치료효과가 부족하고 독성을 띤다.

뚜렷한 치료방법이 전무하다.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도파민 뇌세포를 줄기세포로부터 생산하려는

성장인자 주입, 줄기세포 및 신경성장인자를 이용한

2) 뇌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하는 혁신적
기술 및 의약품에 대한 미래 수요는 급증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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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Aβ 응집을 억제 Aβ 응집억제제, 금속 킬레이션제,

최근 들어 정신질환 치료제의 표적들은 매우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약물이다.

질환으로는 1위(인구 10만명 당 77.2)를 차지하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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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뇌 관련 연구소, 최근에는 국립신경과학연구소
(Porter Neuroscience Institute) 설립

간질 치료제

2) 일본

간질 억제 기전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GABA를

•21세기 지향적 ‘뇌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기초연구

경유한 억제기전의 강화, 나트륨 채널 또는 칼슘 채널
저해를 통한 치료제들이 사용되거나 개발되고 있다.
외과적 조치로 환자 상태의 70%를 호전시킬 수 있다.

지원

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센터

•이화학연구소(RIKEN) 뇌과학연구소의 예산 및
연구인력 강화
•국제과학기술연구소 15개 분야 중 2/3 이상을

선진국의 정책 및 투자 현황

모바일 헬스 시장의 동향
: 모바일 빅3의 플랫폼 전략

뇌 연구에 할당

WHO의 2011년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건강관리 비용이 4.2조 US$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증가율은
전 세계 GDP성장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 및 시장 이해관계자 그룹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모바일헬스는 가장 관심이 큰 분야 중 하나이다.

3) 중국
다국적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뇌질환 치료제의 연구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
의약품 산업은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특허기술의
보호 장벽이 높고 신의약품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Vol.15 융합4 CASTING

Neuroscience)를 상하이에 설립
•최근 새로운 국가 뇌연구소(Chinese Institute of
Neuroscience) 설립 계획 발표

모

바일헬스에 대한 정의가 아직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앱스토어의 하나인 애플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WHO의

아이튠즈에만 674개의 의료 관련 앱이 등록돼 있을

mHealth Report(Global Observatory

정도로 ‘메디컬 앱’의 수요와 개발 열기는 뜨겁다. 2)

기술 우위에 따른 독점력이 강하고 부가가치가 매우

4) 유럽

for eHealth Services, 2012)에서는 mHealth를

대표적인 메디컬 앱인 ‘에포크라테스(Epocrates)’는

높다.

•미국의 뇌연구에 대응하여 1991년에 ‘유럽 뇌연구

“모바일 폰, 환자감시장치, PDA 및 기타 무선

대부분의 환자가 자신이 복용해 온 약의 정확한

신약 발견을 위한 연구가 곧 산업의 경쟁력으로서

10년’ 선언 등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동 대응 강화

기기 등과 같은 모바일기기에 의해 지원되는 의료 및

명칭을 몰라 새 약을 처방 받았을 때 부작용의 고통을

타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차별성을

•영 국 의 킹 스 칼 리 지 연 구 소 , 프 랑 스 의

공공보건 프랙티스로 SMS, GPRS, 3G/4G 시스템,

겪는 문제를 인지하고 의약품 전문 앱을 통해 명칭을

지님에 따라, 다국적 의약품기업의 시장집중도와

국립뇌척수연구소, 독일의 Mark-Planck

GPS 및 블루투스 등의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는 것”

몰라도 간단한 검색어를 넣으면 해당하는 약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높다.

Institute 등 각국에 뇌연구 거점을 확보하고

으로 정의하고 있다. WHO의 GOe에서는 114개

리스트가 사진이 함께 나타나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은 뇌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 평균

집중적으로 투자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5년에 이어 2차로

복용했던 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1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Pfizer, Eli Lilly,

2009년에 실시한 모바일헬스 추진현황을 조사한

해 추가로 처방되는 약이 서로

Johnson & Johnson, Novartis, Astrazeneca,

결과 조사대상국 중 95개국에서 하나 이상의 모바일

보완 혹은 상극관계인지 확인할

GlaxoSmithKline, Merck 순으로 뇌질환 치료제의

헬스 추진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있다. 3) 4)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2011년 말 전 세계적으로 mHealth 프로젝트가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500개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대중적으로 사용되면서 국내

전 세계적으로 뇌질환 치료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하여

태블릿으로 내려 받을 수 있는 헬스 앱이 4만 개

의료생활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정책적으로 뇌 연구소 설립이 증가

이상이고, 2012년에 이러한 앱들을 내려 받은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패드

1) 미국

사람이 약 2억5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등과 같은 개인소유기기(BYOD,

•1990년 ‘뇌의 10년’ 선포를 통해 뇌연구 기반 및

이는 전 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수치이다. 1)

Bring your Own Device)를

실제로 몇 년 전 워싱턴포스트(WP) 조사에 따르면

이용한 모바일 기기와 환경의

•국립보건원(NIH)에 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

미국 의사의 64%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급속한 보급 및 활용으로, 모바일

국립신경질환연구소(NINDS) 등 7개 이상의

이 중 95%는 의학 관련 앱을 다운받아 치료에 적극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는 ‘의료

역량 확대

22

•1 999년에 국립뇌연구소(ION, Institute of

그림1 에포크라테스 앱 화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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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에픽 시스템즈는 자사의 EMR을 이용하는 병원의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이 점점 더 관심을 받게 됨에

환자가 본인의 의무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의료진과

따라 모바일 IT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주자인

소통할 수 있도록 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이 시장 선점을 위해 최근

Health Record) 시스템인 마이차트(MyChart)의

모바일 헬스 관련 플랫폼을 발표하고 있다.

헬스키트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나 운동 데이터뿐
아니라 실제 의료 데이터가 HealthKit 생태계에서

애플의 ‘HealthKit’ 플랫폼

활용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애플은 지난 6월 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애플

기대된다. 5)

Real-time Pipeline
Acquire

Filter,
Transform
& Augment

Store
(normalized)

SAMI

Analyze &
Decide

Send Data
& Insights

Secure
APIs

개발자 회의인 WWDC2014를 통해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HealthKit라는 이름의 플랫폼을

삼성의 ‘S.A.M.I.’ 플랫폼

구축하고 관련기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마치

애플에 HealthKit가 발표되기 전인 작년 말

아이튠즈와 아이팟을 통해 음악 산업의 생태계를

삼성전자에서는 SAMI(Samsung Architecture for

변화시켰던 과거 선례를 통해 이번에는 헬스케어

Multimodal Interactions) 플랫폼을 발표하였다.

산업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그림4를 보면 앞서 설명한 애플의 HealthKit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 제공되는 HealthKit라는 플랫폼은

제공되는 Mayo Clinic과 같은 의료기관, WellDoc과

현재까지는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플랫폼보다는

헬스케어 관련 개발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헬스케어

같은 외부 정보 분석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하드웨어플랫폼전략에무게를두는것으로파악된다.

제품 개발사들의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하나의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보안 된 외부 API를 제공하여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최근 발표된 ‘심밴드(Sim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차이점이 있다고

Band)’에서 하드웨어를 전략의 중심에 두려는 삼성의

발표 때 예시로 선보였던 Mayo Clinic과 같은

할 수 있다. 공개된 흐름도를 보면 외부 전문 기관에서

특징에서 잘 나타난다. 5) 심밴드는 손목형 웨어러블

(Medical) 카테고리’로 정의된 3,600여 가지의

외부 의료 기관들의 전자의료시스템인 EHR과도

의료 정보가 제공되면 SAMI 플랫폼에서 빅데이터

기기의 참조 설계(Reference Design)로 생체신호

상품이 존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건강,

연계되도록 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분석 등의 엔진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Pebble Watch

(Biosignal) 계측 센서의 개발을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

질환 정보를 제공하는 원격의료 형태가 가미된

HealthKit라는 플랫폼을 통해 기존의 많은 헬스케어

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를 가진다.

역할을 한다. 심밴드는 밴드 전체에 심박 수, 심박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러한 추세는 자가 건강관리에

디바이스들과 Fitbit, iHealth, Withings 등과 같이

변이도(HRV, Heart Rate Variability), 산소 포화도

관한 의료 소비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각각

(SpO2), 수화 수준(Hydration Level) 등을 계측하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요 스마트폰 앱

개별적으로 다뤄져 관리되어 왔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광센서와 온도 및 전기 피부 반응(Galvanic

스토어에는 17,000개의 모바일 헬스 애플리케이션이

위해 종합적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림2 Apple사의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6)

HealthKit라는 플랫폼은 Mayo Clinic과
같은 외부 의료 기관들의 전자의료시스템인
EHR과도 연계가 되도록 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한다.

존재하며, 2015년에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1/3인
5억명 이상이 모바일을 통한 유헬스(u-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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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애플의 목표인 것이다.
혁신 사례로 유명한 Mayo Clinic은 HealthKit에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바일

저장된 개인 건강 정보(PHI, personal health

서비스를 기반으로 개인 건강관리(일일 운동량, 혈압,

information)를 통해 사용자의 건강 상태에 위험이

혈당, 심전도 등)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감지될 때 의료진에게 알릴 수 있는 앱을 개발 중이다.

있는 다양한 개인건강 의료 서비스(u-Healthcare,

미국 전자 의무 기록(EMR, Electronic Medical

m-Healthcare Service)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Record) 시장의 10.8%를 점유하며 업계 1위를 달리는

Sleep

Blood Pressure

Skin Response) 등을 계측하기 위한 센서, 활동량

ECG

측정을 위한 가속도계(Accelerometer), 심전도

Calories
Fall Detect

그림4 SAMI 플랫폼 활용 흐름도 7)

Stress

Total Activity

SpO2

Skin Temp

Pedometer

Continuous HR

Body Scale

(ECG, Electrocardiogram) 측정을 위한 센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새로 개발되는 센서가 쉽게 추가될
수 있도록 모듈화된 구조로 되어 있다.
심밴드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는 모두 와이파이

그림3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신체 부위별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 7)

(WiFi) 및 블루투스(Bluetooth) 통신을 통해 SAMI에
전달되며, SAMI는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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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위한 오픈 API를 제공한다. 삼성은 다음

등으로 당시 구글의 서비스는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애플은 자체 제작한 헬스

세대 디지털헬스는 비침습적(Non-invasive)이고

이번 Google Fit은 앞서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도 공개하고

연속적으로(Continuous)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병원, 의료 기기 회사, 사용자(환자)의 참여를 이끌어

전자의료 기록 정보를 확보하기

웨어러블 센서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연속적

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리라

위해서 구체적인 파트너까지

(Discrete) 또는 누적되는(Cumulative) 데이터를

기대된다. 이전의 서비스에서 다양한 입장의

명시하고 협력할 의사를 밝혀서

주로 다루는 애플의 헬스키트와 달리 연속적

참여자들의 동기 부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을

보다 더 구체화되어 있다고 할

(Continuous)인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를 강조하고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미래 헬스 산업에 대한 준비를

수 있다.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와 유사하게

애플의 아이폰 등장으로

심밴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

여러 다양한 헬스케어 센서 데이터들의 통합, 분석

짧은 시간에 우리 사회의

하에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플랫폼 사미에 공유된다.

및 공유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SDK

모습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삼성은 이번에 발표한 심밴드와 사미를 통해 헬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구글에 따르면 모바일

무엇보다도 PC 기반의 인터넷

트래킹 웨어러블 경쟁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목표로

구글핏을 통해 앱 개발자들은 다양한 센서, 기기, 앱에

서비스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하고 있다. 8)

있는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PC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로

위해 다양한 협력 업체들과 함께 협력 중이다.

옮겨 가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은 언제 어디서나

주기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개인 의료 정보 및

구글의 ‘Google Fit’ 플랫폼

예를 들면 나이키 퓨얼 플래폼은 구글핏에 데이터를

휴대폰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다양한

국부적으로 저장되고 있는 개인 운동 정보 등 여러

구글은 삼성과 애플의 발표 후인 지난 6월 말에 구글

보내면 앱 개발자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할 수 있게 되어 활용의 폭이

관련 데이터들의 통합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5)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방식으로 사용자들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의료 정보의 수집, 교환 및 통합을 위한 표준 확립을

헬스케어 플랫폼인 Google

자신이 공유하고 싶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는

앱을

위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서 ‘예방과 건강증진’으로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의료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수명 연장으로 건강

한다.

100세를 바라보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건강관리에

구글은 앞서 발표된 삼성과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가 개발되고

구글 헬스(Google-Health)

애플에 비해 OS차원의

모바일 환경이 성숙됨에 따라 사람의 생체정보를

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SDK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는 새로운 헬스케어

시작했으나 1년도 채 지나지

점에서 삼성보다 유리하고

서비스가 등장하고 서비스 인프라도 모바일 방향으로

않아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80%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여러 실패 요인들에 대한

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모바일 시장의 빅3인 삼성전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는

활용하고 있기에 활용도를

구글, 애플이 앞 다퉈 모바일 헬스케어를 위한 플랫폼

하지만 대체적으로 의료

극대화 할 수 있을 뿐만

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다양한

기관 참여 동기의 미흡,

아니라 개방형 생태계를

모바일 센서의 개발 및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 정보

의료 기록 전산화(PHR)

조성할 수 있는 환경 면에서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엔진 등 점점 더 모바일

및 전송 표준화의 어려움,

애플보다 다소 유리할 수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해 한발자국 더 다가서고 있다.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하지만, 보다 정확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Fit을 발표하였다.
사실 구글이 헬스 분야에
발을 디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에

개인 의료 정보의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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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Google Fit의 에코시스템을 구축할 협력 기업들 9)

심밴드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는 모두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SAMI에
전달되며, SAMI는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및
처리를 위한 오픈 API를 제공한다.

그림5 심밴드(SimBand) 착용 모습 8)

자신의

1) http://www.kscodi.or.kr/index.php?mid=year_2014_sub
05_03_field
2) http://www.healthreformwatch.com/tag/iphone-appsfor-doctors-and-nurses/
3) http://www.epocrates.com
4) http://en.wikipedia.org/wiki/Epocrates
5) http://platum.kr/archives/22055
6) https://www.apple.com/ios/ios8/health/
7) http://doc4doc.egloos.com/1822519
8) http://www.itworld.co.kr/tags/64001/%EC%8B%AC%EB
%B0%B4%EB%93%9C/87759
9) https://developers.google.com/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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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 질병관리 및 치료

부착형 패치 제작에 상당한 요구조건이 존재한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Proteus社, 영국 Lloyd-

정두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자재료연구센터

spharmacy 社 등은 알약형 센서칩을 개발하였으며
센서칩이 내재된 알약을 복용하여 소화기 내 다양한

최근 스마트폰 및 태블릿 컴퓨터 등의 대중화에 힘입어 모바일 ICT 기반 질병관리 및 치료기술이 각광받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인체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 알약은 전기배터리 등의 외부 배터리원에 의존

1. The patient’s readings are taken, and a
diary is completed. Graphical feedback is
immediately displayed.

2. The patient’s data are sent
via a secure connection to
study server.

하지 않으며 인체 내부의 산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화학에너지를 센서의 촉매를 이용해 전기에너지의
TiO2 NM / Au NPs
RRAM

Heater /
temperature
sensor

Backside

Hydrocolloid
skin patch /
m-Silica NPs

패치이다. 인체 非부착형 센서와

형태로 변환하여 자체 에너지를 생산한다. 센서에

달리 부착형 패치의 경우 다양한

부착된 촉매는 다양한 인체 필수요소의 함량을

기술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기존에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정보를 인체 외부의 매체에

단단한 형태의 센서와 달리 피부의

전달 가능하다. 소화기 삽입형 센서칩은 그림2에서

움직임에 기계적 손상을 받지 않는

볼 수 있다.

internet

4. The health care professional views
the patient data on the secure website.
Algorithms prioritise patients based on
the received data.

3. Readings received are
analysed and stored in a
database for clinical review.

유연한 형태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Si NM strain
sensor

그림1 피부 부착형 건강모니터링 패치

I

1)

CT와 의료기술의 결합 시 매우 정확한

하므로 Stretchable electronics

본 센서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등의 기술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생체분자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인체 부작용이 없는 매우 한정된

에너지 변환기술 및 전기화학 촉매 제작기술,

건강한 사회의 구현과 건강보험료 등의 국가적

물질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패치에

다양한 바이오마커 센싱기술, 그리고 인체투과가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사용 가능성이 있는 재료 후보군의

가능한 형태의 정보전달 매개체를 이용한 정보전달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본문에서 소개한

기술 등의 기술을 망라한 다학제간 연구결과물에

인체부착/삽입형 장치는 에너지변환기술(전기화학,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인체 삽입이 가능한 재료의

재료공학), 생체분자 검출기술(생물학, 재료공학),

수가 매우 한정적이며 소형화는 필수적이다.

실시간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하므로 약물

그림3 인터넷 기반의 건강정보 전산화 방법론 3)

오남용에 의해 발생 가능한 폐해를 미연에

패치에 기록된 인체정보 및 약물 투입 이력 등은

한계 상 인체무해재료에 국한된 응용 재료후보군은

정보통신기술(전자공학, ICT공학) 등 다방면의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온 등의 생체정보를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이동식 연산장치에

기술발전의 난해함을 대변해 준다.

기술접목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융합연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으므로 건강 이상을 방지할

근거리 통신 등의 방법으로 전달이 필요하므로 피부

수 있다.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분야라 할 수 있다.
인체 부착 혹은 삽입형 건강 모니터링 장치는 비단
근거리 통신을 이용한 모바일 기기와의 정보 동기화

실시간 건강검사 방법론 중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뿐 아니라 인터넷을 매개로 병원전산망과의 정보

있는 방법은 피부 부착형 패치이다. 피부 부착형

동기화 역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정보

패치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인체정보 모니터링 할 수

데이터베이스화 연구는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며

있는 센서, 센싱한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

다양한 공유 방법론이 연구되고 있다. 그림3은

(메모리), 그리고 센서의 결과에 적절한 대응책(예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화의

들면 약물 분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1은 최근 발표된 피부 부착형 근육경련 모니터링

28

Vol.15 융합4 CASTING

방법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 미국 Proteus社가 시판 중인 소화기 삽입 센서칩

2)

1) Donghee et al.(2014), Multifunctional wearable devices
for diagnosis and therapy of movement disorders, Nature
Nanotechnology 9, 399
2) http://www.bbc.com/news/business-23620996
3) Larsen, M. E.(2011), Mobile health for drug dose
optimisation,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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