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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빈 의과대학, 거미줄로 인간의 끊어진 신경을 재건하는 수술 연구 

 오스트리아 빈 의과대학(Medical University of Vienna) 성형외과는 무당거미의 줄을 신경 재

건 수술의 신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음 

 탄자니아에 서식하는 무당거미의 일종은 매우 강도 높은 실을 토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실은 내인열성(耐引裂性)이 나일론보다 강하고 탄성은 강철의 4배 이상이며, 250도의 열에 

견디는 동시 방수성도 갖추고 있는 데다가 항균 작용까지 있다고 함 

 이런 특성 때문에 이 무당거미의 실은 신소재로 관심을 끌고 있으며, 바이오 의료의 관점에서

도 활용 가능성에 주목해 왔는데, 빈 의과대학의 연구도 그 일환임 

 인간은 신경 일부가 손실되면 그 손실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남은 신경들이 신경 섬유를 빈 부

분으로 늘려 빈틈이 없도록 재연결하게 되는데, 신경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뻗기 위해서는 가이

드라인 역할을 해 줄 ‘구조’가 필요함 

 일반적으로 사람이 말초 신경계에 상처를 입은 경우 신경을 다시 연결하기 위한 ‘구조’로 합성 

도관을 사용하지만, 합성 도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경우는 4cm의 상처가 최대치로, 종양의 절

제나 사고로 5cm 이상 말초 신경계가 손상된 

경우 합성 도관의 사용은 어렵다고 함 

 빈 의과대학의 연구팀은 이 합성 도관을 대신

해 거미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연

구하는 것인데, 끊어진 신경 사이에서 사용되

는 거미줄은 장미를 심을 때 사용하는 격자 울

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됨 

 장미 넝쿨이 울타리를 타고 위로 뻗듯이 신경 

섬유가 거미줄을 따라 다른 신경과 재접속하

도록 도와주고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

(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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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경 연결에 이용되는 무당거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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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거미의 실을 합성 도관으로 이용하는 연구는 현재 임상 실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으

나 임상 시험이 통과되면 여러 심각한 신체 손상의 치료에 응용될 것으로 예상됨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6cm 의 피해를 입은 신경을 거미줄을 이용해 복구하는 데 성

공했으며, 신경 섬유들이 약 9개월 만에 다시 연결 기능을 되찾았다고 함 

 신경의 재연결에 사용되는 많은 소재들은 신경의 성장을 억제하는 일이 있는데, 거미줄은 자연

에서 유래한 물질이기 때문에 신경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 최종적으로 인간의 

체내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함 

 연구 팀은 현재 21 마리의 거미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 거미줄을 채취하는데, 신경

에 발생한 6cm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수백 미터의 거미줄이 필요하지만 200m의 거미줄을 모

으는 데 필요한 시간은 15분 정도이며 채취 중에 거미가 해를 입는 일도 없다고 함 

 2017년 8월 현재 임상 시험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일단 임상 시험을 통과해서 실제로 거미

줄이 수술에 사용된다면, 신경의 재연결뿐만 아니라 인대나 반월판의 손상, 심한 화상의 치료 

또는 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신경 질환 치료에도 응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Medical University of Vienna, 7. 28 & Digital Trends, 7.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