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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 논문은 kHz 역에서 교류 류의 변조를 이용해 쥐 뇌의 감각 피

질을 자극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한다.자극 형의 변조 교류 류

의 반송주 수 변화를 이용해 여러 가지 자극을 쥐 뇌에 주었고,이때 나

타나는 행동 반응을 찰하 다.

자극에 이용한 시스템은 데이터 발생기,인버터,변압기,코일을 이용했

다.데이터 발생기에서 조 신호를 인버터에 인가해주면,인버터에서 조

신호에 따라 직류 신호를 교류 신호로 변환시켜 주고,교류 신호가 변

압기를 통과하면서 고 압 류의 신호가 압 고 류의 신호로 변환

된다.변환된 신호가 코일 입력단에 약 0.8∼1.2A 정도의 류가 흐르게

해주고, 심부에서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 다.커패시터와 자극

을 해 사용한 코일의 인덕터가 역 통과 필터로 작동해 특정한 주 수

(85∼125kHz)를 가진 신호를 내보낼 수 있다.자극을 해 쥐머리에 지름

4mm의 라스틱 지지 를 부착하 고,지지 에 애나멜선을 100번 정도

감아,쥐 뇌의 감각피질에 약 1.5mT정도의 자기장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 다.자극에 사용된 자극 형은 간헐 세타 버스트 자극,지속 세

타 버스트 자극,뇌 심부 자극술 자극 로토콜을 이용했으며,반송 주

수로는 85∼125kHz의 주 수를 이용하 다.반송 주 수의 변경을 해

가변 인덕터를 자극 코일에 직렬로 달아 사용하 으며,가변 인덕터는 자

이 이터 구조를 이용하여 커패시터의 상을 180도 변환하여 인덕터로

보이게 한다.가변 인덕터의 션트 항을 가변 항으로 놓아,션트 항

값을 변화시킴에 따라 인덕턴스를 바꿀 수 있었다.자극은 쥐 뇌의 오른

쪽 감각피질을 자극한 후 쥐의 왼발과 오른발에 각각 열,압력,염증 자극

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행동 변화를 찰했다.

자극결과 세타 버스트 자극(iTBS)에서만 열,압력,염증 자극에 해서

자극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쥐가 열,압력,염증 자극에 해 반응하는 역

치 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반송 주 수에 따라 그 자극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자극 결과 반송 주 수가

89kHz미만일 때에는 간헐 세타 버스트 자극(iTBS)의 효과를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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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반송 주 수가 89kHz이상일 때에는 간헐 세타 버스트 자극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

주요어 :교류 경두개 자기 자극,인버터,변압기,가변

인덕터,간헐 세타 버스트 자극,쥐 행동 실험,반송 주 수

학 번 :2014-2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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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뇌기능회로 기반의 비약물 뇌기능조 기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뇌 질환 뇌기능회로가 상세히 규명된 킨슨씨병과 몇몇 운동성

뇌 질환의 경우에는 뇌 자극 치료법의 효과가 증명되어 그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 한,약물치료의 내성 등으로 인해 더 효과가 없는 경우 는

한 치료약물이 없는 경우 체치료법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이

러한 뇌 자극 치료법의 발 을 바탕으로 다양한 뇌 질환에 응하는 비약

물 뇌 기능 조 기술 개발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극 방법에는 크게 침습 인 방법과 비 침습 인 방법 두 가지가 있

다.침습 인 방법에는 킨슨병의 치료에 이용되는 뇌심부자극법(DBS:

DeepBrainStimulation)이 있다.효용성,휴 성,안 성 등으로 2002년에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세계 으로 매년 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시술을

받고 있다.그러나 뇌를 외과 으로 수술하여 장치를 심어야 하기 때문

에 치료 과정에 한 부담이 있다.외부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비 침습

인 방법은 거부감이 상 으로 기 때문에 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하나인 경두개자기자극술을 이용한 rTMS(repetitiveTMS)는 2008

년에 우울증 환자의 치료에 해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았다.2006

년 기 으로 약 700만 불의 시장이 형성되어있으며,FDA승인 이후 속

하게 성장할 것으로 상한다.하지만 자세한 작용기 이 불명확하며 심

부 국소자극에 기술 인 어려움이 있어 장기 이고 효과 인 치료를

한 기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경두개자기자극 시스템은[1],[2]수 kHz의 직류 펄스를 이용해

자극을 하며,펄스 반복 주 수의 조 을 이용해 자극의 변화를 수 있

다.본 연구에서는 교류 신호(약 100kHz)를 펄스 신호 안에 실어서 이용

했기 때문에,반송 주 수 펄스 주 수의 변화에 따라 쥐 뇌에서 나타

나는 행동 변화를 찰 할 수 있다는 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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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자극 시스템 자기장의 세기

1-1자극 시스템

1-1-1소동물용 머리 부착 장치 코일

소동물의 머리 에 부착할 수 있는 코일지지 를 제작하 다.코일의 감기

는 부분의 지름은 약 4mm 이며,높이는 10mm이다.소동물이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제한되어 있어 장치와 코일의 무게를 합한 무게가 2∼3g을 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한,도체일 경우 코일의 자기장이 지지 를 따라 쥐에게

달될 수 있으므로, 연체인 가벼운 라스틱 재질을 사용하 다.설계한 지

지 의 설계도면을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코일지지 뇌 고정 장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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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지지 부착 (좌) 과 코일(우)

지지 에 설치할 코일은 지름 4mm,높이는 최 10mm까지 제작할 수 있

다.에나멜 코 이 되어 있는 구리선은 첩하여 감을 수 있어 자기장의 크기

를 키우는데 유리하다.구리선의 종류는 지름이 0.3mm인 구리선을 사용했다.

0.5mm의 구리선으로 만든 코일의 경우에는 100번 정도만 감아도 무게가 4.3g

이기 때문에 무거워 사용할 수 없었고,0.1mm구리선은 무 얇아 형태를 유

지할 수 없어,0.3mm의 구리선을 코일로 만드는데 사용했다.코일에 흐르는

류가 많아지면 구리선의 항에서 생기는 열로 지지 의 라스틱이 녹을

수 있으므로 코일에 흐르는 류에 따라 코일 온도를 측정해 보았다.측정에

는 섬유로 된 온도 센서를 사용하여 자기장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 다.

지속 인 1A의 교류 류가 흐를 때 온도가 5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

인하 다.실제 자극에는 펄스 자극을 사용했으므로 온도는 크게 오르지 않았

다.제작된 코일은 0.3mm의 구리선을 113번 감아 1.9g의 무게가 나가고,약

1A정도의 교류 류를 흘려서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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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유한한 솔 노이드의 단면도와 자기장 유도 공식

그림 1-4.코일 끝단으로부터의 거리별 자기장의 세기

지름 4mm 정도로 크기가 작은 곳의 자기장을 측정하는 것은 크기 측정

장비의 부재 등의 어려움이 있어,수식 으로 자기장을 계산해보았다.수식에

서 n은 코일이 감긴 횟수,R은 코일의 반지름 l은 코일의 높이 z는 솔 노이

드로의 심으로부터의 거리,I는 류의 세기를 나타낸다.턴 수 113번,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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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4mm,높이 10mm 의 값을 입하여 0.8A흐를 때,계산상 코일의 심

에서 략 8mT정도의 자기장이 생긴다.코일 끝단에서의 거리가 멀어 짐에

따라 의 그림1-4처럼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쥐 뇌의

감각 피질은 해부학 구조상 약 코일 끝단으로부터 약 2mm 떨어진 부분에

치함으로 실제 쥐 뇌의 감각 피질에 도달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1.5mT정도

된다.

1-1-2경두개교류자기자극 시스템의 구성

그림 1-5.쥐 실험을 한 소형 경두개자기자극 시스템의 구성

그림 1-6.제작된 솔 노이드 코일

솔 노이드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뇌 자극을 유발하고자 한다.

체 시스템은 그림1-5와 같이 구성하 다.솔 노이드는 교류 류에서

인덕터 역할을 하므로 주 수가 높아질수록 임피던스가 증가하여 류가

흐르기 힘들어진다.이를 보상하기 해 솔 노이드에 커패시터를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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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한 역 통과 필터 구조의 공진 회로를 구성하여 공진주 수에서 임

피던스가 최솟값을 갖도록 하 다.본 실험에서는 0.05uF용량의 커패시

터를 직렬연결하여 사용하여 125kHz의 공진주 수를 얻을 수 있었다.코

일의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의 변경을 통해 공진주 수를 조 할 수 있

다.제작된 솔 노이드 코일을 그림1-6에서 볼 수 있다.

인버터는 직류 류를 교류 류로 변환하여 솔 노이드 코일의 공진주

수에 맞는 신호를 생성해주는 역할을 한다.인버터 출력은 고 압

류이므로 변압기(Transformer)를 이용하여 압 고 류로 바꿀 수 있

다.코일에 흐르는 류가 클수록 자기장의 크기가 커지므로 변압기를 이

용하 다.솔 노이드는 송선로에서 발생한 자기장이 첩되어 큰 자기

장을 얻기에 합한 구조이므로 113번을 감아 코일 내부의 자기장을 크게

하 다.

본 실험에서는 풀 리지 인버터를 사용하여 직류 류를 교류 류로 변

환시켰다.교류 류의 주 수는 제어 신호의 주 수에 따라 결정되며,제

어 신호의 주 수는 회로의 손실을 일 수 있는 솔 노이드 코일의 공진

주 수를 사용하 다.그림 1-7,8은 기본 인 풀 리지 인버터의 회로도

와 제작된 회로이다.

그림 1-7.인버터 회로도



-6-

그림 1-8.제작된 풀 리지 인버터

그림 1-9.인버터 제어신호(좌)변환된 출력 교류신호(우)

인버터의 제어 신호는 Tektronix사의 DTG5274를 사용하 다.그림 1-9

(좌)처럼 반송 주 수는 125kHz인 제어 신호를 인버터에 걸어주게 되면,인

버터의 출력에서는 그림 1-9(우)와 같이 펄스 폭이 10msec반송 주 수는

125kHz인 교류(AC)출력을 얻을 수 있었다.소 동물용 지지 를 뇌에 고정시

켜 제작된 코일을 체결하여 자기자극 실험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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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가변 인덕터

그림1-10.자이 이터(좌)가변 인덕터의(우)회로도

가변 인덕터의 회로도는 의 그림 1-10과 같다.시스템 으로 반송 주

수를 바꾸는 방법으로는 커패시턴스와 인덕턴스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버랙터를 이용해서 커패시턴스 값을 변화시키는 방법은,버랙터의

변화 범 가 작으므로 시스템에 사용할 수 없었고,인덕턴스를 바꾸는 방

법을 이용하 다.

아래 실험 1차 실험에서는 인덕턴스를 변화시킬 때 코일의 턴 수를

변화시켰는데,코일의 턴 수를 변화시키면 필드의 세기가 바 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자기장을 수 없었다.필드의 세기를 일정하게

하고 인덕턴스만 바꾸기 해 정확하고 연속 으로 바 는 인덕터가 필요

했고,추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해 높은 Q값을 가진 인덕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오피엠 를 이용한 가변 인덕터를 설계하 다.

동작 원리는 자이 이터 구조의 한쪽 로드에 커패시터를 달아주면 자이

이터가 커패시터를 인덕터로 변환시켜 다[3].그림 1-10의 오른쪽 그

림처럼 오피엠 1개와 항을 이용하면 자이 이터 구조를 구 할 수 있

다.여기에 커패시터를 달아 주면 그림 1-10의 왼쪽 그림처럼 자이 이터

로 동작하여 인덕터를 구 할 수 있다.사용된 오피엠 의 역폭이 넓을

수록 인덕터의 자기공진주 수가 높아지며,이득이 큰 오피엠 를 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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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인 인덕턴스 값을 가진다.구 된 인덕터의 인풋 임피던스는 그림

1-10의 오른쪽 그림과 같다.인풋 항은 에 의해 결정되며 인덕턴스

값은 값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1-11.제작된 가변 인덕터(좌) 시스템에 용(우)

표1-1.가변 인덕터의 인덕턴스 주 수 범

구 한 인덕터는 그림 1-11과 같이 인쇄회로 기 으로 구 하 으며,

두 개를 병렬로 달아 Bandpassfilter구조에서 자극 코일에 직렬로 보이게

달아주었다.두 개를 병렬로 달아 이유는,오피엠 에 걸리는 류가

두 쪽으로 나 어져,안정 으로 류를 달 할 수 있도록 하기 함이

다.표1-1처럼 가변인덕터를 실제 시스템에 용했을 때 주 수가 변하는

것을 확인했다.인덕턴스가 28.7uH이고 0.1uF인 커패시터와 94kHz의 공

진주 수가 가진 코일에 가변인덕터를 달아 주고,션트 항 R값을 증가

시켜 인덕턴스를 증가시키면서,주 수 범 를 확인할 수 있었다.확인 결

과 85kHz∼94kHz의 범 의 교류 자기장을 낼 수 있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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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자극 형 검증 실험

재 TMS의 자극 로토콜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에서도 연구에 이용한 형은 TBS(ThetaBurstStimulation)을 이용

했다.TBS자극은 iTBS,cTBS,imTBS자극을 포함한다.실험에는 iTBS,

cTBS그리고 DBS(DeepBrainStimulation)에 사용하는 자극 형을 이

용했다. 재 cTBS자극으로 사람의 뇌 운동피질을 자극할 경우 운동

유발 (MEP)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자극에 한 반응시간이 길어

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iTBS자극 형으로 뇌 운동피질을 자극할

경우 cTBS자극과는 반 로 운동유발 (MEP)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

으나,행동 실험 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다.본 연구에서는 cTBS와 반

의 효과가 있는 iTBS자극을 이용해 감각피질을 자극해 행동 실험 으로

자극에 해 역치 값의 감소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iTBS(intermittenThetaBurstStimulation)

그림2-1.iTBS자극 형

자극에 이용된 형 iTBS자극은[4]사람의 뇌의 감각피질을 자극

했을 때 외부 자극에 한 역치 값을 낮춰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기존의 논문에서는 자극에 이용된 펄스들의 폭이나 유율에 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실제 실험 할 때는 10ms의 폭 50%의 유율을

가진 신호를 이용했다. 의 그림2-1처럼 10ms 50%의 펄스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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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s)동안 들어가고 150ms동안 쉬는 것을 10번 반복하여 2 동안 펄

스 자극을 한다.그 후 8 동안 자극을 하지 않는다.이것이 자극의 한

주기가 되며 자극은 30분 동안 진행 하 다.실제 자극 시 각각의 펄스에

는 100∼120kHz의 반송 주 수를 가진 교류 류가 포함되어 있다. 한,

iTBS자극 과정에서 반송 주 수를 85kHz정도로 자극했더니 반응이 나

타나지 않아 반송 주 수를 바꾸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실험해 보았다.

2-1-1열 자극 실험

그림2-2.열자극 실험

열 자극 실험은 의 그림2-2는 에 쥐를 치시킨 다음, 에서

빛을 쥐의 발에 쏴주어 열이 쥐의 발에 가해졌을 때 쥐가 발을 떼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쥐머리에 자극 장비를 부착하게 되면 쥐가 스트

스를 받아 자극에 한 역치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 1시간 반 정도

장치를 부착해 놓고 기다려야 한다.이후 경두개자기자극을 주는 동안과

후의 오른발과 왼발에 열 자극을 주었을 때 발을 떼는 시간을 측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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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압력 자극 실험

그림2-3.압력 자극 실험 측정모듈(좌)자극용 침(우)

압력 자극 실험은 앞선 열 자극 실험과 실험 방법은 동일하다.경두개자기자극

장치를 부착하고 약 1시간 반 동안 기다려,압력 자극에 한 반응 역치 값이 일

정한 값 약(1.6N)이 되면,쥐 발 에 의 그림2-3과 같은 바늘로 자극을 주어

쥐가 발을 뗐을 때 가해진 힘의 크기를 오른발 왼발 각각 측정한다.

2-2-2염증 자극 실험

그림2-4.염증 자극 실험용 포르말린 주입 쥐

염증 자극의 자극 과정은 의 실험과 동일하고,쥐 발에 5%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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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말린 용액을 주사하여 의 그림2-4과 같이 염증반응을 일으킨다.그

후 경두개자기자극을 한 다음,자극 과 후에 쥐가 발을 핥는 횟수를 측

정하고,염증이 가라앉은 정도를 비교한다.

2-2cTBS(continuousThetaBurstStimulation)

그림2-5.cTBS자극 형

cTBS자극은[4]논문에서 사람 뇌의 운동 피질을 자극했을 때 진통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험 과정에서는 감각피질을 자극해 운동 피

질로 자기장이 들어가는지와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해 실험했

다.cTBS 자극 형은 의 그림2-5와 같다.iTBS 자극과 마찬가지로

10ms의 펄스 폭과 50%의 유율을 가진 펄스를 3번 들어가고 150ms를

쉬어 다.cTBS에서는 3개의 펄스를 20 동안 100개를 넣어 다.100개

를 넣어 다음 2분 40 동안 자극을 쉰다.이것이 자극의 한주기에 해

당하며,이 주기를 30분 동안 반복한다.iTBS자극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펄스에는 100∼120kHz의 교류 류가 실려 있다.자극 과 후에 iTBS와

마찬가지로 열,압력,염증 자극에 해 쥐의 행동 변화를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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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DBS(DeepBrainStimulation)자극 형

그림2-6.DBS자극 형

DBS자극 형은 실제 DBS에 이용하는 자극의 형을 경두개 기자극

형태로 자극하기 해 사용했다.자극 부 는 의 두 자극과 마찬가지로

감각피질을 자극하 다.DBS자극에서는 펄스 폭이 3ms 유율이 50%

인 펄스가 5개 들어가고 300ms동안 쉰다.이 과정은 120번을 하며 총

600개의 펄스가 들어간다.이후에 161 를 쉬어 총 200 가 한 주기가 된

다.이 주기를 30분 동안 반복한다.각각의 펄스에는 100∼120kHz의 교류

류가 실려 있다.자극 과 후에 iTBS와 마찬가지로 열,압력,염증 자

극에 해 쥐의 행동 변화를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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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자극 결과

3-1 iTBS,cTBS,DBS자극 결과

자극 결과 iTBS자극 시에는 압력,열,염증 반응에 해 역치 값이 낮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압력 자극의 경우 더 작은 힘을 가해도 쥐

가 발을 떼는 것이 찰되었고,열 자극은 더 낮은 양의 빛을 었을 때

발을 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염증 자극의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 동

안 쥐가 발을 핥는 횟수가 증가하여 염증이 더 빨리 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압력 자극 실험에 한 자세한 결과는 3-2에서 다룬다.

cTBS자극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cTBS는 운동 피질

을 자극했을 때 통증 감소 효과가 있는 자극인데,실험에서는 감각피질을

자극했으므로 자극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이를 바탕으로 감각피질 바

로 에 있는 운동 피질로는 자기장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추론 해

볼 수 있다.정확한 작용을 밝히기 해서는 cTBS로 운동 피질을 자극해

보는 실험이 필요하다.

DBS자극에서는 통증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열,압력,염증 자극에

해 iTBS자극과 정반 의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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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교류 반송 주 수에 따른 iTBS자극 1차 실험 결

과

그림3-1.반송 주 수 변화에 따른 iTBS자극 시 행동변화 1차

1차 실험에서는 코일의 턴 수를 변화시키며,88∼90kHz의 반송주 수

를 가진 자극 형을 이용해 자극했다.검증 방법으로는 압력 실험을 이

용해 검증했다.코일의 턴 수를 감소시킴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류를 올려서 맞추어 주었다.자극에 사용된 쥐는 DBS자극 형 자극

한 후 2일이 지난 쥐를 사용했고,주 수 하나당 한 마리의 쥐를 이용해

실험 했다.결과를 보면 DBS자극 형으로 자극했었던 쥐에 자극했기 때

문에 기 역치 값(baseline)이 일정하지 않다.88kHz에서는 iTBS자극의

역치 감소 효과를 볼 수 없었으며 89,90kHz에서는 iTBS자극의 역치 감

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DBS자극 형으로 자극 후에 자극

했기 때문에 쥐의 양발에서 모두 반응이 나타났다.반응은 자극이 가해진

30분 후 정도까지 계속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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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교류 반송 주 수에 따른 iTBS자극 2차 실험 결

과

그림3-2.반송 주 수 변화에 따른 iTBS자극 시 행동변화 2차

2차 실험에서는 1차 실험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실험을 진행

하 다.반송 주 수를 바꾸는 과정에 가변 인덕터를 달았다.가변 인덕터

를 이용할 경우 턴 수를 바꾸지 않아도 되므로 필드 세기를 일정하게 자

극할 수 있다.자극에 사용된 쥐는 1차 실험과 다르게 다른 자극을 하지

않은 쥐를 이용했고,주 수 하나당 한 마리의 쥐를 이용해 실험했다.결

과를 보면 1차 실험과는 다르게 기 역치 값(baseline)이 1.6N정도로 일

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자극 결과 85∼88kHz의 반송

주 수를 가진 자극에서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89kHz이상의 반송

주 수를 가진 자극에서는 의 그림 3-2처럼 반응이 일어났다.우뇌 감

각피질을 자극했으므로 역치 감소 효과는 쥐의 왼발에서만 나타났고,오

른발에서는 역치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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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4-1요약

라스틱으로 제작된 소 동물용 코일 지지 장치를 이용해 코일을 쥐머

리 에 치시킬 수 있었다.데이터 발생기,인버터,변압기,코일 시스템

을 이용해 쥐 뇌의 감각 피질에 교류 류로 약 1.5mT의 자기장의 크기

를 가지고 85∼120kHz의 반송 주 수로 경두개자기자극을 할 수 있었다.

코일의 에 직렬로 가변 인덕터를 달아 주 수를 바꿀 수 있었고 가변

인덕터를 이용해 연속 인 85∼94kHz의 주 수를 가진 신호를 낼 수 있

었다.

자극에 사용한 자극 형은 iTBS,cTBS,DBS자극 형을 이용했고,

각각의 자극 형으로 자극한 후 열,압력,염증 자극에 해 경두개자기

자극을 하는 과 후에 쥐에서 일어나는 행동 변화를 찰하 다.iTBS

자극에서는 자극 후 열,압력 염증 자극에 해 자극의 역치 값이 낮아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반송 주 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다.

90kHz이상의 반송 주 수에서는 자극이 효과가 있었고,88kHz이하의

주 수에서는 자극의 효과가 없었다.cTBS자극에서는 열,압력 염

증 자극에 해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DBS자극에서는 열,압

력,염증 자극에 해 통증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4-2앞으로의 계획

첫 번째로 실험 과정 cTBS에서는 자극 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cTBS는 [4]에서 사람의 뇌의 운동 피질을 자극했을 때 통증 감소 효과가

있는 자극이다.실험에서는 감각피질을 자극하 기 때문에 자극에 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감각피질 에 있는 운동 피질로 자기장이 들어가

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었지만 정확한 작용을 밝히기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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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BS를 이용해 운동 피질을 자극해 볼 필요가 있다.

한,반송주 수를 변화시켜서 자극하는 실험은 iTBS실험에서 압력

자극으로밖에 진행하지 않았다.반송주 수에 따라 정확한 자극의 변화를

찰하기 해서는 iTBS실험에서 열 자극 압력 자극에 해서 반송

주 수를 변화시키면서 진행해야 하고,cTBS,DBS자극 형에 해서

도 열,압력,염증 자극에 해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자극에 이용한 시스템은 뇌 자극용으로는 합하지 않다.실험에 사용

한 변압기는 500V 정도의 압을 견딜 수 있고,고 압의 신호를 다루는

용도이기 때문에,소형화를 해서는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인버

터,변압기,가변 인덕터를 하나의 회로로 집 하여 사용하면 시스템을

체 으로 소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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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servationofMouse
BehaviorCharacteristicsof
ACTMSCarrierFrequency,
UsingTunableInductor

SukkyuSun

Dept.ofElectricalandComputer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thesisrepresentsAC magneticfieldstimulationofmousebrain

SomatosensoryCortexwithpulseusing85-125kHzcarrierfrequency

modulation.Variousbrainstimulationprotocolandcarriermodulationis

adoptedtoobservebehaviorchangesinmouse.

AC TMS ofmouse brain system consists of Data Generator,

Inverter,TransformerandCoil.DataGeneratorgeneratescontrolsignal

toinverter,Invertertransform DC signaltoAC signalaccordingto

controlsignal,Transformertransform hightvoltagelow currentAC

signalto low voltage high currentsignal.With thissystem,Coil

generates about 0.8∼1.2A AC which stimulate mouse brain via

magneticfield.Capacitorisconnectedwith stimulationcoilinseries

which resonateatparticularAC carrierfrequency and operatesas

bandpass filter.Forstimulation we attached 4mm diameterplastic

devicetomouseheadandcoila100turnsofenamelledwire.About

1.5mT ofmagneticfieldreachedmousesomatosensorycortex.Three

kinds ofstimulation protocoliTBS,cTBS and DBS with carrier

frequencyof88-120kHzused.Forchangingcarrierfrequency,Tunable

inductorhad been used.Tunable inductoris attached serie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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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ationcoil.Tunableinductorismadeofoneop-amp,withthis

structureop-ampactasgyratorwhichcantransform capacitor’sphase

180°.So capacitorbecame an inductor.Changing value ofshunt

resistorontunableinductor,inductanceoftunableinductorchange.So

carrierfrequencymodulationisavailable.Westimulaterightsideof

mousebrain and observemousebehaviorcharacteristicwhen heat,

pressure,inflammation stimulation applied torightand leftsideof

mouseleg.

AfteriTBS,mouse’s reaction threshold value ofheat,pressure,

inflammationstimulationisdecreased.Otherstimulationprotocolhave

noeffects.Withcarrierfrequencylowerthan89kHziTBS haveno

effect,Above90kHziTBShaveaneffect.

………………………………………

keywords :AlternatingCurrent,

TranscranialMagneticStimulation(TMS),Inverter,

Transformer,TunableInductor,intermittenThetaBurst

Stimulation,Mouse,Behavior,Carrier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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