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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This paper proposes a newly designed deep brain

stimulation(DBS) system which have selective

multi-channels and enable to control electrical

stimulating parameter widely for various experiments.

To realize the proposed system, neural current

stimulation chip, wireless data and power

transmitter/receiver are developed, and additional

charging circuit and memory block are composed to

total set of system. The system receives inductive

power to operate only receiver and data at 125 kb/s

from a amplitude shift keyed (ASK) 2.5 MHz carrier to

generate stimulus pulses. The current stimulation chip

has 12-bits inputs to adjust stimulus pulse parameter,

3-bits inputs for channel enable and 1-bits to control

chip operating. This chip which was fabricated using

0.35um CMOS process can generate biphasic stimulus

pulse with wide range. The prototype implant system

size without battery is 20mm x 30mm x 3mm.

서론1.

전기 자극술은 최근 파킨슨씨병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신경

병리학 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특히[1].

에 심뇌자극Subthalamic nuclei (STN) (Deep Brain

을 행하여 매우 효과적인 치료를 행한 이Stimulation; DBS)

후로 를 이용한 신경병리학 치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DBS

행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뿐만 아니라[2]. STN globus

pallidus pars interna(GPi), ventral intermediate

등 심뇌부의 여러 부분을nucleus of the thalamus (Vim)

자극했을 때의 떨림 부분적 운동마비(tremor), (akinesia),

경직 운동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rigidity), (dyskinesias)

대한 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DBS [3][4].

만 심뇌부의 다양한 부분을 동시에 자극하거나 순차적으로

자극했을 경우 그 치료 효과 및 심뇌부의 상호반응을 조사하

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경병리학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완전 이식하여 전기자극을 통해 심뇌부의 여러 부위에 동시

자극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시스템 구성2.

제안된 다채널 시스템은 데이터 수신단 내부 전류자DBS ,

극회로 메모리회로 배터리 충전회로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 , [

림 내부 전류자극회로는 공정으로 구현1]. 0.35-um CMOS

되었으며 전원은 충전식 배터리를 통해 공급된다 다채널.

시스템의 상세한 스펙은 표 에 나타내었다DBS 1 .

그림 다채널 시스템의 블록도1. DBS

표 1. Specification of DBS system

a) Data Transmitting & Receiving

체내에 이식이 가능한 다채널 시스템은 코일을 이용DBS

한 를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데이터 및 파워를RF telemetry

전송받는다 전송될 정보는[5]. pulse width modulation

형태로 코딩 된 후 의(PWM) , 2.5MHz radio frequency

캐리어 신호를 통해(RF) amplitude shifting keying

방식으로 변조되고 외부 코일과 내부 시스템에 연결(ASK)

된 내부 코일간의 커플링에 의해 전송된다 수신단의 전력은.



데이터를 수신하는 동안만 코일을 통해 전송된 파워를

를 통해 일정한 전력으로 공급하며 데이터voltage regulator

를 수신하지 않을 경우 된다off .

b) Memory & Stimulating Circuit

데이터 신호는 를 갖는 메모리 회로로 입력되어 내16-bit

부 전류자극회로를 위한 파라미터 신호를 저장한다 설정된.

파라미터는 출력 전류자극의 설정 및 사용할 자극(12-bit)

채널 수 및 내부 회로의 를 결정한다(3-bit) on/off(1-bit) .

내부 자극회로에서 출력되는 자극 파형은 전극 계면상의 전

하 축적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자극을 위하여 negative

로 생성된다 자극 레벨은first biphasic current . 5-bit

로 다양한 실amplitude, 4-bit duration, 3-bit pulse rate

험을 위하여 광범위한 범위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자

극 채널 역시 선택적으로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내.

부 자극회로는 를 이용하여 의 내부pulse generator 1-Mhz

클럭으로 동작하며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에도 메모리

에 저장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출력 자극 파형을 생성한다.

c) Charging Circuit & Battery

배터리 충전은 내부 배터리 충전회로에 의해 동작하며 모

든 입력 데이터 신호가 인 경우 의 스위치'0' charging circuit

가 되어 코일로부터 받은 파워를 충전을 위한 전력으로'on'

이용한다 사용된 충전지는 의 용량을 가진 코인형. 75-mAh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였다- .

측정 결과3.

제작된 다채널 전기자극 시스템은 그림 와 같다 전DBS 2 .

체 시스템은 의 위에 제작되었30mm x20mm PCB platform

다 출력 자극파형은 그림 과 같이. 3 negative-first

로 세 개의 채널을 모두 한 상태에서biphasic current enable

는 저항 은 로amplitude 100uA(@2k ), duration 500usΩ

설정하였을 때 측정된 파형을나타낸다 측정된 자극 파형의.

는 으로 최대 이고amplitude 20uA resolution 600uA ,

은 으로 최대 이며duration 32us resolution 480us , pulse

은 의 범위를 갖는다 배터리를 사용한 시스rate 36-250Hz .

템은 약 일 동안 연속 동작이 가능하며 배터리 충전 시 완15 ,

충까지 약 분이 소요된다90 .

그림 제작된 다채널 전기자극 시스템2. DBS

그림 3. Negative-first biphasic current

결론4.

본 연구에서는 용 임플란트가 가능한 다채널 전기자DBS

극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시스템은 무선으로 데이터와 파워.

를 전송받을 수 있으며 광범위한 자극 레벨에서 전기자극이,

가능하다 또한 데이터 수신단과 내부 자극회로의 전력을 분.

리하여 저전력 시스템을 구현하였고 충전회로를 구현하여 배

터리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저전력 및 소형으로 임플란

트가 가능하고 광범위한 자극레벨의 조절이 가능하며 다채널

을 구현하였으므로 파킨스씨병을 포함한 다양한 신경병리학

질환의 치료를 위한 실험의 도구로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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