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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주요 뇌신경 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 병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뇌

심부자극술이 널리 시술되고 있으나, 현재 임상에 사용 중인 뇌심부자극

기(Deep Brain Stimulator)는 배터리가 포함된 이식형 의료기기로서 

수명이 5년 정도로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식체의 크기와 무게가 

증가하고 체내 안전을 위해 티타늄 케이스의 사용이 필수적이어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배터리가 필요없는 두피 하 

구이식형 뇌심부자극기(Batteryless under-Scalp Permanently 

Implantable DBS, BuSPID)를 제안하고 필요한 세부장치를 설계 제

작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 으며, 전체 시스템에 대한 생체 내 성능평가

를 장류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두피 하에 이식된 제어장치는 임상환경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자극 강도 범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하균형을 유지한 다양한 자극파형 

생성 회로와 전극 임피던스 감시회로, 그리고 외부와의 통신기능을 제공

하는 H/W 및 firmware로 구성하 다. 무선 전력 및 정보 전송 장치

(Wireless Energy & Information Transfer Unit)는 배터리를 사

용하지 않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치로서 자기유도(inductive 

coupling)로 연결된 피부안과 밖의 코일 쌍을 기반으로 구성하 다. 특

히 전력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코일 구동 파형의 진폭변조(Amplitude 

Shift Keying)기법에 의한 단순하면서도 효율 높은 양방향 통신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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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현하 다. 성능평가에서 무선전력 전송은 최적(코일 간격 0.1cm, 

중심이탈 0mm)의 조건에서 최대 25 %의 전송효율을 확인하 으며, 

동일한 조건에서 정보전송의 에러율은 일반적인 RS232 통신의 

BER(bit error rate) 수준이었다. 전체 이식체는 생체적합성이 확인

된 재질(PEEK 및 PDMS)로 밀봉하 으며, 두피 하 이식에 적합한 크

기인 4.5cmx2.5cm, 두께 5 mm로 제작하 다. 개발된 전체 시스템의 

생체 내 성능 평가는 장류 동물모델에서 시행하 는데 장치 이식 후 

기능 작동 확인 및 4주 간의 활동성 관찰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의 성능

을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DBS 시스템이 안고 있는 제한점을 극복한 새

로운 BuSPID 시스템을 구현하고 전 임상 실험을 통한 성능평가를 실

시함으로써, 제안된 시스템이 차세대 DBS 시스템으로 임상에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하 다.   

주요어 : 무선 전력 및 정보 전송, 구이식형 뇌심부자극기, 

         신경자극 파형, 장류 동물실험

학  번 : 2009-2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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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이식형 신경 자극 장치 

   이식형 신경자극 장치란 인체에 장치를 삽입하여 전기 자극을 통한 

특정 질병의 치료와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이식형 신경

자극 장치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질병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파킨슨씨 병, 

간질 및 발작, 심박 박동 이상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질병의 대부분이 

20~30 대의 젊은 층 보다 나이가 60~70대 노인 층에서 발병률이 높

게 나타나며,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서 여러 질병 

치료를 위한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식형 신경 자극 장치는 매년 성장 추세며, 미국의 2011년 

이식형 의료기기 시장은 약 33억 달러 연간 8.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약 4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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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표적 이식형 신경 자극 장치

 ① Deep brain stimulation : 뇌심부에 전기 자극을 가해 여러 뇌 실환 치

료에 이용되며, 특히 파킨슨씨 병 질병 치료에 널리 이용됩니다. ② Gastric 

stimulation : 위 운동 신경에 전기 자극을 가하여 위장 운동 질환 치료에 이

용된다. ③ Foot drop Implants : 무릎이나 다리 근육 신경에 전기 자극을 

가하여 걸음걸이 이상 질병에 이용된다. ④ Cochlear Implants : 외부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 후 청신경을 자극하여 난청 질환에 이용된다. ⑤ 

Cardiar Defibrillators / Pacemaker : 는 심장 박동 이상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전기 자극에 의해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조절하는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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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뇌심부 자극 장치   

 1.2.1 뇌심부 자극술 

  고령화, 파킨슨/알츠하이머 등의 질환, 선천적인 장애, 사고와 같은 

후천적 장애 등에 의해 인체의 감각, 사고, 운동 기능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신경세포와 인공장치간의 결합

(Neuron Machine Interface)을 이용한 Neuromodulation 기법이 

다양한 질환과 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증상 완화를 위한 방법으

로 대두되고 있다. 뇌심부 자극 술은 Neuromodulation 기법의 대표

적 예로서의 뇌심부에 전기적 자극을 가할 수 있는 전극과 장치를 삽입 

한 후 지속적 전기 자극을 통해 뇌질환 관련 질병의 치료 및 증상 완화

에 이용되는 기법이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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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뇌심부 자극술을 이용한 파킨슨씨 병 치료

  파킨슨씨병은 60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약 1%, 65세이상의 노령 인

구의 약2%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난치성 퇴행성 뇌

질환으로 (국내환자수 추정치:약 80,000~150,000)뇌심부의 

substantia nigra (SNc)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병

이다. 질병의 원인은 밝혀졌지만 현재까지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어 현대 

사회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개인 및 가족은 물론 사회 국가

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뇌심부 자극술은 다른 치료법에 반

응하지 않는 파킨슨병 환자의 치료에 놀랄만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임상

응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만성통증이나 떨림증(tremor), 근긴

장이상(dystonia)등의 질환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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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파킨슨 씨 병의 유병률 및 발병률 

 전 세계 60세 이상 노인의 파킨슨씨 병 유병률은 1% 이며, 현재까지 근본적

인 치료 법은 확립되지 않았고 대표적 증상완화를 위한 방법은 L-Dopa등의 

약물을 이용한 방법과 뇌심부 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에 의한 방법

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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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파킨슨씨 병의 발병 원인

  파킨슨씨 병은 뇌심부의 substantia nigra (SNc)에서 분비되는 도

파민이 분비되지 않아 대뇌 피질부인 CORTEX의 운동에 관여하는 

Motor CORTEX 부위의 활동 및 억제 관련 신경신호 흐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병의 원인이다. Motor CORTEX 는 사람의 신체에서 동

작이나 움직임에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Motor CORTEX의 제어 관

련 신경신호 흐름의 이상은 신체 경직과 떨림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생활

이 힘들게 만든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유력한 일반적 가설 이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동시에 치료 효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그림 3 은 파킨슨씨 병의 발병 가설 중 대표적 발병 기전을 나타내며 

뇌 흑질의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가 점차 손상을 입어 흑질과 선상체를 

연결하는 신경 연결이 손상되는 되어 발생한다. 선상체의 도파민 감소는 

대뇌 신경절 연결 흐름의 연쇄적인 활동변화(direct / indirect 

pathway)를 야기 시키고, 그 결과 기저핵으로부터 시상까지의 억제성 

반응을 증가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뇌피질 역의 활동성을 감소시키

게 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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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파킨슨씨 병의 대표적 발병 기전

 ► Direct pathway: 선상체의 활성도가 약해져서 선상체에서 내쪽 담창구의 

억제성 신호가 약해지며,  내쪽 담창구가 활성화 되어, 시상으로의 억제성 신호

가 강해진다. 이로 인해 시상이 억제되어 대뇌피질로의 흥분성 신호가 약해진

다.

 ► Indirect pathway: 선상체에의 억제도가 약해져서 외쪽 담창구를 억제하

는 신호가 강해져 외쪽 담창구에서 선상체로 가는 억제성 신호가 약해지게 된

다. 때문에 선상체의 활성도 높아지게 되고 내쪽 담창구로 가는 흥분성 신호가 

강해진다. 이로 인해 내쪽 담창구가 활성화 되어 내쪽 담창구에서 시상으로의 

억제성 신호가 강해해져 대뇌피질로의 흥분성 신호가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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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대표적인 파킨슨씨 병 치료용 뇌심부 자극 장치

  그림 4 는 대표적인 파킨슨씨 병 치료를 위한 Medtronic 사의 윤 

시스템으로써, 뇌심부에 전극을 삽입하고 전기적 자극을 통해 파킨슨씨 

병에 의한 운동 손상 증상을 유발하는 신호를 억제하여 운동 기능을 정

상화 시킨다. 

그림 4 Medtronic사의 대표적 뇌심부 자극 장치

 DBS 시스템은 전극과 연장선, 신경 자극기로 구성 되며 전극은 전극 끝에 4

개의 전극이 있는 코일형 절연선으로 구성된다. 연장선은 전극과 신경자극기와

의 연결을 위한 것이며, 전극과 연결된 후 두부에서 두피 밑을 통과하여 목 부

위로 내려가 흉곽 상부로 이어진다. 이어진 연장선은 신경 자극기에 연결되며, 

연결된 신경 자극기는 쇄골 아래 흉곽의 피부 밑에 이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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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심장 박동 조절 장치   

  심장박동 이상 관련 질병 치료를 위해 이식형 심장 조절 장치를 삽입

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Implantable Cardiac 

Pacemaker)와 이식형 심장충격기(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가 있으며, 전자는 심장의 고유의 박동 흐름을 지속적으

로 감지하여 이상 박동 감지 시 전기 자극에 의해 심장 박동 수를 정상

으로 조절하는 장치이다. 반면 후자는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과 같은 

비 정상적으로 빠른 부정맥 치료에 이용된다. 전기 충격으로 심장 근육

을 자극하여 비정상적으로 빠른 심장 박동수를 느리게 하여 정상속도로 

회복하기 위한 장치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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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심장 박동 조절 장치 : (좌)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우) 이식형 심장 

충격기

 (좌)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는 낮은 에너지 전기 펄스를 주어 심장박동의 이

상 주기를 치료하는 반면 (우) 이식형 심장 충격기는 높은 전기 펄스(전기 충

격)으로 심실세동과 같은 빠른 심장 박동수를 정상 심박박동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현재 개발 되고 있는 대부분의 새로운 이식 형 심장 박동 

조절기는 심장 박동기와 제세 동기 모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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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공 와우 이식 장치

  인공 와우 이식 장치는 난청 환자들을 위한 이식 장치로써 외부의 음

향을 전기 신호로 전환한 후 청신경을 자극하여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

도록 하게는 장치이다. 신체 외부에 장착된 음향 처리기에 의해 외부 음

향이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고, 이를 이식된 인공와우 장치에 전달한 후 

전달 된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청신경을 자극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

게 하는 원리이다.  

그림 6 인공와우 이식장치 

 ① 음향처리기에 외부소리가 디지털 신호로 전환된다. ② 디지털 신호는 피부

아래 이식되어진 장치로 전달되며, ③ 이식 장치는 전달된 디지털 전기신호로 

청신경을 자극하고 ④ 자극된 청신경의 신경섬유는 뇌로 신호를 전달하여 외부 

소리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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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식형 신경 자극 장치의 연구 분야

  1.5.1 저 전력 시스템 설계 

  앞서 설명한  이식형 신경자극 장치는 대부분 배터리 내장형 시스템으

로써 배터리 수명에 따른 이식 주기 반복은 이식형 시스템으로써 아주 

큰 단점이다. 이러한 단점의 해결 방안으로 저 전력 시스템 설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식형 신경자극 장치는 전력

부, 전극, 자극신호 생성 및 저장 부, 신호 처리 부, 외부 통신부 등으로 

구성되며 각 세부 파트 별 전력 소모를 줄여 전체 이식 주기를 늘리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이다. [6]

그림 7 이식형 신경 자극 장치의 구성도

 이식형 신경자극 장치는 전력 부, 전극, 자극신호 생성 및 저장 부, 신호 처리

부, 외부 통신부 구성되며, 각 세부 파트들의 저 전력 구동을 위한 저 전력 소

자 개발 및 저 전력 회로 설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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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전극 개발 

  이식형 신경 자극 장치는 특정 부위에 전기 자극을 이용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삽입 되는 전극은 중요한 구성 중 하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여

러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극은 자극 용

(Stimulation)과 자극에 의해 발생한 생체 신호 저장 용(Recording)

으로 나뉘며, 하나의 전극에 자극과 저장이 동시에 가능하며 다채널 구

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생체 이식을 위한 생체 적합성 또

는 장시간 자극 시 전극 및 자극 조직의 손상 방지를 위한 연구도 활발

히 진행 되고 있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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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olyimide (PI) 를 이용한 다채널 전극

  이식형 전극 개발 연구에서 Polyimide 와 MEMS 공정을 이용한 장기 이식 

가능성, 생체 적합성, 유연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 이다. 또한 한 전극에서 

자극과 신경신호 획득이 동시에 가능한 다채널 전극 개발 및 신호 획득 시 타 

신호와의 간섭을 줄여 신호 품질개선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 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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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피드백 알고리즘 연구

   이식형 신경 자극 장치에서 전기 자극에서의 부작용을 줄이고 나아가 

실시간으로 맞춤형 자극 파라미터 조절을 위해 피드백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정 동물 모델을 구축한 후 국소 신경신호와 신경발화 신호를 측정 

기술 개발과 측정된 신호에 대한 병태생리학적 기전에 근거한 다양한 신

호처리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전기 자극에 대한 주파수 특성

과 발화율 및 발화패턴 변화 분석 등의 결과를 종합한 실시간 피드백 신

경자극 제어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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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신경 신호 특성 분석 시스템 구성도

  쥐의 국소 신경신호 및 신경 발화신호를 측정하고 기록 할 수 있는 레코딩용 

하드웨어 파트, 측정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경 할 수 있는 ADC(Analog 

to Digital Convert) 파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측정된 국소신경

신호 및 신경발화신호를 분석하여 피드백 신호를 얻고 새로운 자극 파라미터로 

변경 할 수 있는 제어파트, 변경된 자극 파라미터들을 피드백 신호로서 전달 

할 수 있는 DAC(Digital to Analog Convert) 파트, 새로운 자극 파라미터

로 백서의 뇌심부에 자극을 가할 수 있는 자극용 하드웨어 파트로 구성되어 있

다. 위 모식도를 통해 자극 전 후의 신경신호 특성 변화 정량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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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기타 연구 

  이식형 신경 자극 장치에서 전기 자극에 대한 효과 개선을 위해 이식

형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 이다. 특히 파킨슨병 치료

를 위한 구강 복용 용 약물인 도파인을 국소적으로 뇌의 특정 부위에 주

입하여 구강 복용에 의한 부작용 및 독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식형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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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Osmotic pump를 이용한 약물 전달 시스템

   상용 Osmotic pump를 동물에 이식하여 국소적 약물 전달 시스템의 효과

를 입증하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며, 동시에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기 자극 

기술과의 통합 시스템 연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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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경의 전기 자극 관련 시험 기법

   앞서 설명한 이식형 의료기기의 세부 연구 분야 (저 전력 회로설계 ,

전극개발, 피드백 알고리즘)들은 실제로 임상에서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전 임상 실험과 더불어 세포나 조직 차원에서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세포나 조직의 치료 기전 연구를 통해 보다 안전하

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 고안을 목표로 하며 알려진 대표적 가설과 치료 

기법은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표적 치료 가설은 자극 시 세

포핵(Nucleus)의 기능적 억제와 활성이 동시에 연관 되어 발생되며, 

(1) 자극에 의한 세포의 기능 억제, (2) 세포 기능 활성, (3) 병리학적 

네트워트 연결 억제 (4) 병리학적 네트워크 연결 활성 4가지 가설에 근

거하여 치료 기전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이중 (1) 세포기능 억제와 

(2) 세포기능 활성이 대표적 가설로 이용되며 아래 5종류 실험 방법에 

의해 기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1-13]

 대표적 실험 기법에는 신경의 한 결절을 전기적 회로로 모델링 하여 구

성하는 Neural modeling 과 세포나 조직의 일부를 추출하여 신경 자

극 후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Neural recording 기법, 

전기 자극 시 발생하는 극소량의 물질을 직접 뇌심부에서 추출하여 분석

하는 Micro-dialysis 기법, 자극 시 변화된 뇌의 상 이미지를 분석

하는 Neural image 기법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 임상 In-vivo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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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세포 성장 기전 관련 전기 자극 실험 

험을 통한 전기 자극 시 발생하는 행동학적 분석인 Behavior Test 기

법이 있다. [11-13]

  위 실험은 각 챔버에 세포를 키우면서 일정한 전기 자극에 의한 성장과정을 

관찰하여 전기 자극에 대한 세포 기전 변화를 연구를 목표로 한다. 다양한 세

포와 조직의 실험을 통해 전기 자극에 의한 전체 치료 기전을 파악하는 목적으

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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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식형 신경 전기 자극 장치의 한계

   앞서 설명한 이식형 신경 자극 장치의 여러 종류와 세부 구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전 임상을 비롯한 여러 실험 기법에 대해 서술하 고 대부

분의 세부 연구 분야의 목표는 이용 편의성 증대와 치료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전 임상 관련 연구 또한 확실한 치료 기전을 밝혀 전기 자극에 대

한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며 동시에 치료효과를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

다. 하지만 이러한 세부 연구 분야 (저 전력 회로 설계, 전극개발, 피드

백 알고리즘)의 발전은 결국 하나의 이식 시스템과 연계 되어 활용되기 

때문에 현재 이식형 의료기기의 최대 단점인 배터리 내장에 따른 이식 

주기 및 부피에 따른 불편함이 존재 한다면 앞선 세부 연구 분야를 통한 

성능향상 연구의 활용은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내장하지 않는 구 이식 가능한 의료 시스템 개

발이 필수적 이다. 

 그리고 제시한 구 이식 가능한 의료 시스템은 전 임상 실험을 통한 

치료 기전 연구에서도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전 임상 실험을 통한 세포

나 조직 및 행동학적 변화 관찰은 시스템의 이식 한계 때문에 단 시간적 

실험을 진행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확실한 치료기전을 밝히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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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이식형 신경자극 장치 구성 및 연구 분야

  이식형 의료기기는 일반적으로 전기 자극을 이용한 방식으로 신경이나 근육을 자극해 특정 질병이나 몸의 이상반응을 

치료한다. 치료 효과 증가를 위해 국소 약물 전달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복합 치료 시스템 개발, 생체 적합성이 높은 

전극 개발, 신경신호 분석을 통한 피드백 알고리즘 개발 등 세부 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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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구 목표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이식 가능하며 소형의 이식 장치를 통해 개체가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또한 외부에서의 통신 기능으로 이식된 장

치의 작동 상태 및 자극 환경 변화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

다. 이를 위해 장시간 ( 구적) 이식을 위한 무선 전력과 정보가 동시에 

전송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동시에 다양한 자극 환경 구현과 전극 

임피던스 감시 기능이 가능한 소형 뇌심부 자극기를 개발을 목표로 하

다. 그리고 개발 된 두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타 시스템과의 통

합 가능성과 나아가 장류에서의 전 임상 실험을 통해 시스템의 이식 

적응성 및 기능 안정성을 평가를 목표로 하 다. 

 (1) 다양한 자극 환경 구현이 가능한 소형 뇌심부 자극 시스템 개발

   : 1회의 이식으로 장시간 실험 시 다양한 자극 환경 부여 가능

 (2) 무선전력 및 정보 전송 시스템 개발

   : 구 이식형 시스템 개발을 위한 무선전력 및 정보 전송 시스템 개발

 (3) 구 이식형 뇌심부 자극 시스템 

   : 개발된 무선 전력 및 정보 시스템과 뇌심부 자극 시스템의 통합하여

     구 이식형 뇌심부 자극 시스템 개발

 (4) 장류를 이용한 전 임상 실험 

   : 구 이식형 뇌심부 자극 시스템의 이식 후 이식 적응성 및 기능 

     안정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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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구 이식형 신경 자극 장치 개발을 위한 무선 전력 및 정보 시스템 

개발 

 현재 이식형 신경 자극 장치의 최대 단점인 배터리 내장 시스템 해결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식형 의료기기에 활용 가능한 무선 전력 및 정보 전송 시스템

을 개발하 다.    



제 2 장

본 론



- 26 -

2. 본 론

  2.1  다양한 자극 환경 구현이 가능한 뇌심부 자극 시스템

   2.1.1 자극 파형 생성 일반적 기준

  신경의 전기 자극 용 파형 생성 시 자극에 따른 전극과 조직의 사이의 

이온 흐름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여(charge-balance) 전극 표면과 조

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극 파형을 음극 위

상 (cathodic phase)과 양극 위상 (Anodic phase)으로 구성하여 이

온의 분극 현상(depolarization)에 의한 전극과 조직의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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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전하 균형 파형 형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자극 파형의 형태를 나타내며 음극 위상과 양극 위상의 

자극 강도와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형태로 구성이 된다. 만약 일정하게 유

지 되지 않을 경우 장시간 자극 시 전극 표면과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극 파형 생성 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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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자극 파형 생성 회로 구성

  앞서 언급한 자극 파형 생성 기준을 기반 하여 그림 15와 같이 자극

파형 생성부를 구현하 다. Micro Controller(MCU)의 Pulse 

width modulation(PWM)에 발생한 전력을 Charge capacitor에 

충전한 후 Analog Switch 를 이용해 음극 및 양극 펄스를 생성 하는 

방식이다.  PWM 신호를 Low pass filter (LPF)를 거쳐 일정한 DC 

전압 값으로 변환한 후 이를 Primary charge capacitor 와 

Secondary charge capacitor 에 저장한다. 동시에 전압분배를 통해 

Secondary charge capacitor에 저장된 전압은 Primary charge 

capacitor에 저장된 전압 보다 낮게 저장하여 Biphasic asymmetric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도록 구현하 다. 그리고 다양한 자극 환경 구현을 

위해 진폭(voltage), 펄스폭(Pulse width), 주기(Rate), 3종류 파라

미터를 PWM 신호의 duty 비와 Analog switch의 스위칭 시간 조절

을 통해 자극 파라미터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두 charge 

capacitor 에 저장되는 전압 분배 비 또한 파라미터 변화에 따라 설정

되도록 구성하 다. 그림 16은 실제 파형 생성 구성을 나타낸다. 

 



- 29 -

 그림 15 자극 파형 생성 부 구성도

 자극 파형 생성 부 회로는 MCU에서 생성한 PWM 신호를 정류하여 DC 전

력으로 변환하고 이를 Primary discharge capacitor와 Secondary 

discharge capacitor에 저장한다. 이후 Analog switch와 PWM 주파수 및 

duty 비율 설정에 따라 다양한 자극 파라미터의 Biphasic asymmetric 파형

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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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비대칭 균형 파형 (음극 위상 파형 : Vcathod, 양극 위상 파형 : 

Vanode )

 Biphasic asymmetric 자극 파형 생성을 위해 Vcathod 파형과 Vanode 파

형을 생성하고 Ground의 교차 연결을 통해 실제 Vstim의 파형이 생성되도록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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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파라미터 설정

  자극 파라미터 범위는 표 1 와 같이 설정하 다. 설정 된 범위는 실

제 임상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파라미터 범위로써 구성된 범위에

서 낮거나 높은 파라미터 값들은 실제 임상에서 잘 이용되지 않고 설정 

값 구현을 위해 시스템 구성의 복잡성이 높아져 전력 효율 및 사이즈 증

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일반적 파라미터

를 기준하여 범위를 설정하여 구성하 다. 진폭 (Amplitude) : 30 

steps, 펄스 폭(Pulse width) : 5 steps, 주기(Rate) : 7 steps 으

로 파라미터들의 조합으로 1050 steps의 다양한 자극 환경이 구현 가

능하도록 구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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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tude(V) Pulse width(us) Rate(Hz) Combination

0.1 60 60

~ 90 130

3.0 120 135

180 145

210 160

170

185

30 step 5 step 7 step 1050 steps

 표 1 개발된 시스템의 파라미터 설정 범위

 료 출처 : 울대학교 병원 파킨슨 터 (http://www.snumdc.org/)

 서울대학교 병원의 파킨슨 센터로의 자문으로 일반적을 뇌심부 자극 시술 시 

가장 널리 쓰이는 범위를 표5와 같이 설정하 으며 실제 시스템 개발에서 이를 

참고하여 진폭 30단계, 펄스폭 5단계, 주기 7단계로 설정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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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 파형의 파라미터 변화는 오직 PWM 주기와 duty 비율, 두 가지 

변화로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그림 17과 같이 MCU에서 생성된 

PWM 신호의 한 주기를 기준으로 음극파형 (Cathode)과 양극파형 

(Anode) 신호 자극 주기를 일정하게 조절하도록 설정하 다. 그리고 C

두 가지 파형 펄스의 고정된 전압 분배는 일정 펄스 폭에서 일정 이상의 

파형 주기 생성이 불 가능하여 펄스 폭에 따라 전압 분배를 달리하여 적

용하 다.

 그림 17 PWM 신호의 한 주기를 기준으로 활용한 자극 파형 모식도  

  MCU에서 생성된 PWM 신호의 주기를 기준으로 양극 파형과 음극 파형의 

자극시간이 일정하게 유지 되도록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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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펄스폭 60us 기준 모든 주기 설정을 위해 1/80의 전압 분배 비 

  펄스 폭이 60us 일 경우 최고 주기인 185Hz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90Tic

의 펄스 폭이 필요하며 이 주기 이내에서 Asymmetric 한 파형 형성을 위해 

전압 분배비를 1/80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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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펄스폭 90us 기준 모든 주기 설정을 위해 1/50의 전압 분배 비 

  펄스 폭이 90us 일 경우 최고 주기인 185Hz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60Tic

의 펄스 폭이 필요하며 이 주기 이내에서 Asymmetric 한 파형 형성을 위해 

전압 분배비를 1/50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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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펄스폭 120us 기준 모든 주기 설정을 위해 1/40의 전압 분배 비 

  펄스 폭이 120us 일 경우 최고 주기인 185Hz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45Tic

의 펄스 폭이 필요하며 이 주기 이내에서 Asymmetric 한 파형 형성을 위해 

전압 분배비를 1/40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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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펄스폭 180us 기준 모든 주기 설정을 위해 1/20의 전압 분배 비 

  펄스 폭이 180us 일 경우 최고 주기인 185Hz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30Tic

의 펄스 폭이 필요하며 이 주기 이내에서 Asymmetric 한 파형 형성을 위해 

전압 분배비를 1/20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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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펄스폭 210us 기준 모든 주기 설정을 위해 1/20의 전압 분배 비 

  펄스 폭이 210us 일 경우 최고 주기인 185Hz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25Tic

의 펄스 폭이 필요하며 이 주기 이내에서 Asymmetric 한 파형 형성을 위해 

전압 분배비를 1/20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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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다채널 선택 환경 구현

  뇌심부 자극술에서 이용되는 전극은 뇌심부에 삽입되는 다 채널로 구

성된 자극 전극 (stimulation electrodes)과 뇌심부가 아닌 피하 등

에 삽입되는 단 채널로 구성된 기준 전극(Reference electrode)으로 

나뉜다. 그리고 자극 전극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양극성 방식

(Bipolar)과 하나의 기준 전극과 자극 전극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

극성 방식 (Unipolar)으로 나뉜다. 채널과 극성 선택을 위한 회로 구성

은 그림 23, 24에 나타내었다.

 본 시스템에서는 4채널의 자극 전극과 1채널의 기준전극의 조합으로

12가지의 양극성 방식과 4가지의 단극성 방식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

다. 다채널 구현 기능은 한 번의 장치 이식 후 장시간 실험 시 여러 자

극 환경 적용이 가능하고 나아가 실제 임상 적용 시 뇌심부 전극 삽입 

위치 오류에 따른 효과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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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극성 및 채널 선택 기능 구성도

  

 위 구성은 앞서 제시한 다채널 환경 구현을 위한 회로 구성을 나타낸다. 

MUX_3 ,MUX_4, MUX_5를을 이용하여 극성과 채널을 선택하고 MUX_1, 

MUX_2를 이용하여 선택된 각각의 채널에 음극 파형 또는 양극 파형을 출력하

도록 설계 하 다.



- 41 -

그림 24 binpolar, CH1 & CH2 채널 선택

 위 구성의 bipolar 극성과 CH1 전극과 CH2 전극을 선택하 을 시 파형 출력을 나타낸다. MUX_5를 이용하여 Ref. 

전극을 오픈상태로 설정하고 MUX_3 과 MUX_4를 이용하여 채널을 선택하는 구성이다. (1)은 CH1 전극의 음극파형

(Cathode) 출력을 (2)는 CH2 전극의 양극파형(Anode) 출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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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unipolar, CH1 & Ref. 채널 선택

 위 구성의 unipolar 극성과 CH1 전극과 Ref. 전극을 선택하 을 시 파형 출력을 나타낸다. MUX_3를 비활성 상태로

설정하고 MUX_4 과 MUX_5를 이용하여 채널을 선택하는 구성이다. (1)은 Ref. 전극의 음극파형(Cathode) 출력을, 

(2)는 CH1 전극의 양극파형(Anode) 출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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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electrode

Stimulation

electrodes

Bipolar

Combination

Unipolar

Combination

Ref. ch 1ch 1ch - 2ch 1ch - Ref. ch

2ch 2ch - 1ch 2ch - Ref. ch

3ch 1ch - 3ch 3ch - Ref. ch

4ch 3ch - 1ch 4ch - Ref. ch

1ch - 4ch

4ch - 1ch

2ch - 3ch

3ch - 2ch

2ch - 4ch

4ch - 2ch

3ch - 4ch

4ch - 3ch

12 steps 4steps

표 2 다 채널 및 다 극성 선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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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전극 임피던스 감시 기능 구현

 전극의 임피던스 감시 기능은 삽입된 전극의 단선 유무와 급격한 임피

던스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현하 다. 뇌심부 자극기의 장시

간 이식 환경 구현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다양한 자극 환경 구현과 더

불어 이식된 시스템의 안정적 구동 또한 주기적으로 확인 되어야 한다. 

환자 또는 동물의 움직임에 의한 전극선 또는 전극과 자극기의 연결부의 

단선 여부와 지속적 자극에 의한 조직 괴사 여부를 체외에서 확인하여 

장시간 이식이 가능한 시스템 구현을 위한 필수 기능이다. 

 MCU 의 PWM 출력과 LPF를 이용한 Sine wave를 생성과 이를 조

직에 흘려 변화된 위상과 진폭으로 임피던스를 추정하는 방식을 이용하

다. 그림 26은 회로 구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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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전극 임피던스 감시 회로 구성

 위 MCU의 PWM 출력과 LPF를 이용한 Sine wave 출력과 이를 조직에 흘려 파형의 위상과 진폭 변화로 임피던스를 

추정하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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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무선 전력 및 정보 전송 시스템

  전 임상 및 임상용 이식형 의료기기의 구적 이식 기능 구현이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대부분의 기존 장치는 피부를 관통하여 외부 선을 이

용해 전력을 공급 하거나 또는 배터리 이식형 장치 및 전력 소모 개선에  

목적을 둔 연구들이다. 이는 구 이식이 아닌 단순히 이식형 장치의 구

동 시간을 늘리는 연구에 국한되며 감염 또는 배터리 교체 주기로 인하

여 효과적인 개선 방법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걸 맞

는 완전 이식이 가능한 소형 무선 전력 및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현 목

표로 하 다. [15-16]

  본 시스템 구현 및 이식 장치와의 통합을 통해 이식 장치의 배터리 부

재에 따른 부피 감소 효과로 이식 후 실험체가 느끼는 물리적 부담 적어

지고, 외부에서 전력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구 이식형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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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무선 전력 기술이란 전기 에너지를 전력원에서 원하는 기기로 전달하

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이미 1800년대에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한 

전기모터나 변압기가 형태로 이용되기 시작했고 에너지의 종류, 전송방

법, 전송거리등을 기준을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분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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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유도

(비접촉식 전송)

자기공명

(근거리 전송)

전자기파

(원거리 전송)

원 리
변압기 1-2차 코일간

유도현상이용

송수신 안테나간

공명 현상 

안테나를 통해 

직접 송수신

주파수 수십 또는 수백 KHz 10MHz 이내 수 GHz

전송 거리 수 mm 이내 수m ~ 10m 내 외 수km ~ 수십km

전송전력 수W 수십 mW N/A( 고출력)

효율 매우 높음 양 호 낮 음

표준화 WPC 표준 제정 추진 중 N/A

응용 휴대폰, 노트북 가전기기 전원 위성, 비행체

단점 전송거리 짧음 안테나(코일) 크기 인체 유해성

  표 3  대표적 무선전력 전송 방법

 료 출처 : 무 전력 전  기술 동향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6&ved=0CEAQFjAF&

url=http%3A%2F%2Fwww.tta.or.kr%2Fdata%2FreportDown.jsp%3Fnews_num%3D3109&ei

=8qCjVNz3B5SRuATqtIDgCQ&usg=AFQjCNFZbKX_o1Enoi_SNWYP3oDR5PHhcw&bvm=bv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무선전력 전송 방법은 자기 유도, 자기 공명, 전자기

파 방식이 있으며 위 3가지 방식 중 근거리 용 무선전력 전송에 적합한 방식은 

자기 유도 방식이며 수 mm 내외로 인접한 두 개의 코일에 유도 전류를 일으

켜 전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소형장치 또는 이식형 장치에 널리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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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시스템 구성 조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무선 전력 전달 시스템은 소형 이식형 장치에 

적용 가능하며 전송거리는 일반적 피하 두께인 2~7mm 로 내에서 최대 

전력 전달이 가능도록 구성하 다. 앞서 설명한 일반적 3가지 방식 중 

전송거리는 짧지만 전력 효율이 높은 자기 유도 방식과 그리고 코일에서

의 유도 전류 형성을 위해 Class-D Amplifier 방식을 이용하여 구성

하 다.

시스템 요구 조건 설정 범위

전송거리 2~7mm

적용 시스템 구동 전압 3V 구동 전압 시스템

소형화 및 저 전력 소모 

위한 회로 구성
Class-D Amplifier

전송 방식 자기 유도 방식

 표 4 시스템 요구 조건에 대한 설정 범위

  일반적으로 동물의 피하 최대 두께는  5mm 정도이며, 장기 실험에 따른 제

모 여부, 피부상태에 따른 두께 변화는 1~2 mm 정도로 예상되어 전송 거리

를 최대 7mm 로 설정하 고, 통합될 이식형 장치의 구동전압은 3V, 그리고 

2 종류의 Passive 소자로 구성 가능한 Class-D Amplifier 방식으로 모듈 

의 소형화와 저 전력 소모 회로 구성이 가능케 하 다. 전송 방식은 동물의 피

하 두께 (2~7mm)를 전달해야 함으로 표 3의 전송거리가 짧은 대신 전송 효

율이 높은 자기 유도 방식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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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체외에서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기 위한 송신부와 전달

된 전력의 수신을 위한 수신부로 나뉜다. 전송 부는 공급되는 DC 전력

의 AC 전력으로의 전환을 위한 Class-D Amplifier 회로와 전환된 

AC 전력에 의해 자장 형성을 위한 Primary coil (L1) 과 

Capacitor (C1)로 구성된다. 그리고 수신부 는 체외에서 유도된 자장

에 의한 유도 전류 형성을 위한 Secondary coil (L2)와  

Capacitor(C1), 유도된 AC 전력을 DC 전력으로 변환하는 정류회로

(Rectifier)로 구성된다. 그림 27은 Class-D Amplifier를 이용한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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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Class-D Amplifier를 이용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구성도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은 전력 송신부와 수신부로 구성되며 공급되는 DC 전

력을 Class-D Aplifier 의 스위칭 동작에 의해 AC 전력으로 변환하고 이는 

Primary coil(L1)에 의해 자장이 유도 된다. 유도 된 자장은 Secondary 

coil에서 유도 전류를 형성하고 이를 Rectifier로 정류하여 내부 장치에 전력

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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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3 시스템 동작

  Class-D Amplifier를 이용한 Injection State 와 Free 

oscillation State 두 단계 동작으로 Primary coil(L1)에 AC 전류

를 유도한다. Injection State 동작 시  두 스위치 중 상단 스위치만 

연결되어 DC 전력을 LC tank 에 공급되며, 이후 Free oscillation 

State 는 반대로 하단 스위치가 연결되어 LC tank에 공급된 전력을 

소비 LC 공진에 의해 소비하게 된다. 상단 및 하단 스위치의 스위칭 주

기는 스위칭에 따른 전력 손실을 최소로 하기 위해 Primary coil 

(L1)과 Capacitor (C1)의 공진 주파수를 이용하 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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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시스템 동작

Injection state : 상단측 스위치가 연결되며 하단측 스위치는 끊어지는 상태

로 DC power가 Resonance tank에 공급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Free oscillation state : Injection state와 반대로, 하단측 스위치가 연결

되며 상단측 스위치는 끊어지는 상태로 Injection state 시 Resonance 

tank에 충전 되었던 DC 전력을 Primary coil(L1) 과 Capacitor(C1)의 

공진에 의해 AC 전력으로 소모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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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회로 구성

  앞서 설명한 Class-D Amplifier와, Rectifier, 한 쌍의 코일과 커

패시터를 이용하여 실제 시스템을 그림 28과 같이 구성하 다. 

Class-D Amplifier는 TC4420 (Microchip Technology Inc.)를 

이용하 고, Rectifier는 Schottky Diode 1N5819 (Fairchild 

Semiconductor Corporation)를 4개를 이용하여 full bridge 

Rectifier로 구성하 다. 표 5는 Passive 소자의 값가 작동 주파수 값

을 나타낸다. 무선 전력 전송 코일은 공진점 30kHz 를 기준하여 수신 

부 Secondary 1Set과 송신 부 Primary 7 Set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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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시스템 세부 구성

 Microchip Technology 사의 TC4420 chip를 이용하여 Class-D 

Amplifier를 구성하 고 Fairchild Semiconductor Corporation 사의 

Schottky Diode 1N5819 4개를 이용하여 Full-bridge Rectifier를 구성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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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0 Primary 1 Primary 2 Primary 3
L1 C1 L1 C1 L1 C1 L1 C1

Value 621uH 45nF 2.2uH 12.7uF 5.1uH 4.77uF 2.6uH 10.8uF
Operating Frequency 30kHz 30kHz 30kHz 30kHz

Size(mm)

Outer diameter : 19 Outer diameter : 20 Outer diameter : 20 Outer diameter : 20

Inner diameter : 11 Inner diameter : 13 Inner diameter : 7.5 Inner diameter : 13

width : 2 PCB Coil PCB Coil PCB Coil

Shape Circle Square Square Octagon

Resistance (Ω) 6.2 

Primary 4 Primary 5 Primary 6 Secondary
L1 C1 L1 C1 L1 C1 L2 C2

Value 5.9uH 5.5uF 2.12uH 13.2uF 4.9uH 5.7uF 621uH 45nF
Operating Frequency 30kHz 30kHz 30kHz 30kHz

Size(mm)

Outer diameter : 20 Outer diameter : 20 Outer diameter : 20 Outer diameter : 19

Inner diameter : 7.5 Inner diameter : 13 Inner diameter : 7.5 Inner diameter : 11

PCB Coil PCB Coil PCB Coil width : 2

Shape Octagon Hexadecagon Hexadecagon Circle

Resistance (Ω) 6.2 

표 5 무선 전력 전송 부 및 수신 부 구성 소자 값

  무선 전력 전송 코일은 공진점 30kHz 를 기준하여 수신 부 Secondary 1Set과 송신 부 Primary 7 Set으로 구성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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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성능 평가 시스템

  본 시스템의 구성 요건은 소형 생체 이식형 장치에 적합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구현이다. 최소한의 소자 구성으로 시스템의 사이즈 및 불

필요한 전력소모를 줄이는 동시에 이식 장치가 구동 가능할 정도의 전력

이 충분이 공급 되어야 한다. 외부에서 피하를 통해 전력을 무선으로 전

달하기 때문에 실험체의 피부 두께 또는 제모 여부에 따른 코일 사이의 

거리가 변화에 일정 이상의 전송효율 및 안정적 전력 이루어져야 한다. 

[19]

  표 4에 제시한 시스템 요구 조건에 대해 만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

여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성능평가 시스템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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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성능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성도

 거리와 전력 전송용 코일의 각도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및 이식 시스템

의 구동 범위 확인을 위해 두 코일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변화할 수 있는 성

능 평가 시스템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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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무선 정보 전송 시스템

 2.2.2.1  시스템 구성 조건

   본 연구의 목적은 소형 이식형 장치에 적합하며 최소한의 소자 구성

으로 무선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별도

의 무선모듈을 이용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아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에서의 최소한의 소자 추가로 기능을 구현을 목표로 하 다.

 2.2.2.2  진폭 편이 변조를 이용한 정보 전송 

  본 시스템은 최소한의 소자 구성으로 단거리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한

다. 따라서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

보 전송 기능을 추가 방식으로 기능을 구현 하 다.  

 먼저 진폭 편이 변조(Amplitude Shift keying) 방식, 즉 데이터 전

송 시 0 과 1일 때 전송되는 진폭을 달리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과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스위칭에 의한 작동 주파수와 변동 주파수에 

선택에 의해 전달되는 진폭변화를 이용하여 양방향 데이터 통신 기능을 

구현 하 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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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무선 전력 및 정보 전송 시스템 기본 구성

 ① 은 무선 전력 전송 용 시스템 구성도이며 ② 는 무선으로 전력과 정보를 

동시에 전송 가능한 구성도를 나타낸다. SW2를 Off한 상태에서 SW1의 스위

칭을 통해 전송 효율을 변경하여 Point B 에 전달되는 전력 진폭의 변화를 유

발하고 이는 정보를 전달 기능으로써 이용 된다. 반대로 SW1를 Off한 상태에

서 SW2를 스위칭하여 반대 방향으로의 정보를 전달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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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작동 주파수와 변동 주파수

 Freq. 는 L1와 C1 그리고 L2와 C2 의 공진 주파수로서 전력전달의 최대 

효율을 위해 작동 주파수로 이용되며,  ⃤ Freq. 는 전력 전달의 진폭 변화를 유

도하기 위한 변동 주파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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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무선 정보 전송 시 전력 전송 효율 변화 모식도 

 그림 30 의 시스템 구성도를 이용한 전력 전송 효율 변화 모식도를 나타낸다. 

① 은 SW2를 Off 한 상태에서 SW1의 스위칭을 통해 Point B 에서의 전송 

효율 변화를 ② 는 SW1를 Off 한 상태에서 SW2의 스위칭을 통해 Point A 

에서의 전송 효율 변화를 나타낸다. 이때 변화된   ⃤ Amp. 값의 변화 클수록 

정보 전달 오류는 감소하지만 일정 이상의 값 변화는 전력 전달 효율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 전달 오류와 전력 전송 효율 범위를 고려하여 변동 주파수

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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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성은 그림 34과 같다. 기존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에서의 

작동 주파수를 변경하여 상대 측 코일에 전달되는 전압을 변경 시키고 

이를 정류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외부 장치에서 내부 장치로 

정보를 전송할 시 SW1 스위치를 MCU(Micro Controller Unit)의 

UART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r) 기능을 

이용하여 스위칭하고 이때 변경된 작동 주파수에 따라 Secondary 

coil에 전달되는 전력량이 달라진다. 변경된 전력량은 Secondary coil

에 유기되는 미세한 전압 값 변화로 나타내며 이를 Data rectifier를 

통해 정류하여 이식 장치의 MCU가 정보를 읽어 들이는 형태이다. 이식

된 내부 장치에서 외부 장치로의 정보 전송 시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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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무선 전력 및 정보 동시 전송을 위한 시스템 세부 구성

 기존 전력 전송 시스템 전력 전송 효율 변화를 유도하여 정보 전송 기능을 구

현하 다. SW1과 SW2의 스위치를 통해 작동 주파수를 강제적으로 변경 주파

수로 설정하여 전력 전송 효율 감쇠를 유도하고 이는 상대 측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전압 변화를 Data Rectifier를 통해 정류

하여 정보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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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0 Primary 1 Primary 2 Primary 3
L1 C1 L1 C1 L1 C1 L1 C1

Value 621uH 45nF 2.2uH 12.7uF 5.1uH 4.77uF 2.6uH 10.8uF
Operating Frequency 30kHz 30kHz 30kHz 30kHz

Mismatched 
Frequency 22 ~ 40kHz 22 ~ 40kHz 22 ~ 40kHz 22 ~ 40kHz

Size(mm)

Outer diameter : 19 Outer diameter : 20 Outer diameter : 20 Outer diameter : 20

Inner diameter : 11 Inner diameter : 13 Inner diameter : 7.5 Inner diameter : 13

width : 2 PCB Coil PCB Coil PCB Coil

Shape Circle Square Square Octagon

Resistance (Ω) 6.2 

Primary 4 Primary 5 Primary 6 Secondary
L1 C1 L1 C1 L1 C1 L2 C2

Value 5.9uH 5.5uF 2.12uH 13.2uF 4.9uH 5.7uF 621uH 45nF
Operating Frequency 30kHz 30kHz 30kHz 30kHz

Mismatched 
Frequency 22 ~ 40kHz 22 ~ 40kHz 22 ~ 40kHz 22 ~ 40kHz

Size(mm)

Outer diameter : 20 Outer diameter : 20 Outer diameter : 20 Outer diameter : 19

Inner diameter : 7.5 Inner diameter : 13 Inner diameter : 7.5 Inner diameter : 11

PCB Coil PCB Coil PCB Coil width : 2

Shape Octagon Hexadecagon Hexadecagon Circle

Resistance (Ω) 6.2 

표 6 무선 전력 및 정보 전송부 와 수신부 구성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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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성능평가 시스템

 

 본 시스템의 구성 요건은 소형 생체 이식형 장치에 적합한 무선 전력 

및 정보 전송 시스템 구현이다. 최소한의 소자 구성으로 시스템의 사이

즈 및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이는 동시에 이식 장치가 구동 가능할 정

도의 전력과 충분이 공급 되어져야 하며 정보 전송 안전성도 유지되어야 

한다. 외부에서 피하를 통해 전력을 무선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실험체의 

피부 두께 또는 제모 여부에 따른 코일 사이의 거리와 각도 변화에 일정 

이상의 전송 효율 및 안정적 전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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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무선 전력 및 정보 전송 성능 평가 시스템

 그림 29의 무선 전력 전송 성능 평가 시스템에 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하여 거

리와 Primary Set의 코일 각도 변화에 따른 전력 및 정보 전송 효율과 이식 

시스템의 구동 범위 확인을 위해 두 코일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변화할 수 있

는 성능 평가 시스템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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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합 시스템

  2.3.1 시스템 구성

 시스템의 세부 구성은 아래 그림 36과 같다. Skin barrier 하단  부

는 이식 시스템, 상단 부 는 외부 시스템의 상세 구조를 나타낸다. 이식 

시스템은 외부에서 전달 된 전력과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코일과 이를 

정류할 수 있는 전력 및 정보 정류 부(Wireless Energy Receiving 

Circuit, Data Communication Circuit)와 제어 모듈(Micro 

Controller), 파형 생성 부 (Stimulation Pulse Generation 

Circuit), 채널 및 극성 선태 부(Channel & polarity Selection 

circuit) 로 구성 된다. 외부 시스템은 시스템 구동을 위한 배터리와 전

력 및 정보 정류 부(Wireless Energy Transfer Circuit, Data 

Communication Circuit)와 제어 모듈(Micro Controller), 그리고 

외부 데이터 통신을 위한 PC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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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통합 시스템 구성  

 앞서 개발한 다양한 자극 환경 구현이 가능한 뇌심부 자극 시스템 무선 전력 

및 정보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합 시스템을 구성하 다. 무선 전력 수신부

와 데이터 송 수신부, 자극 파형 생성 회로, 채널 및 극성 선태 부, 전극으로 

이루어진 이식 시스템과 무선 전력 송신부 와 데이터 송 수신부로 구성되어진 

외부 시스템으로 나뉘며 전력 효율 증가와 데이터 전송 오류 방지 위해 두 코

일을 자석으로 부탁하는 형태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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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류 전 임상 실험을 위한 이식환경 구현

  2.4.1 MTPT를 이용한 장류 파킨슨씨 모델 확립

 통합 시스템의 안전성 및 이식 적응성 평가를 위해 서울대학교 신경외

과 연구실과 한국생명과학연구소의 국가 장류 센터 (Korea 

National Primate Research Center)와 협력하여 장류 파킨슨씨 

모델을 확립 하 다. 모델 확립 과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이후 

장류에서의 시스템 이식을 통해 성능 안전성 및 적응성 평가 절차를 확

립하 다. 

일반적인 파킨슨씨 병 원인과 같이 뇌의 뇌의 흑질 (substantia 

nigra)의 도파민 뉴런의 손상을 유도하기 위해 

1-m ethy l-4-phen yl-1 ,2 , 3 , 6-te tr ahydr opyr id ine 

hydrochloride(Sigma-Aldrich, MO, USA)를 복강 내로 주입한다. 

원숭이는 5일 동안 매일 0.45 mg/kg씩 총 2.25mg/kg 용량의 약물

을 투여 받는다. 이후 아래 제시한 행동학적 분석 과정을 통해 모델 확

립 여부를 판별한다.

행동학적 분석은 일정한 시간 관찰자의 가시적 관찰과 그에 따른 신경학

적 점수로 기준하게 된다. 신경학적 점수는 3명의 관찰자에 의해 Blind 

test 로 진행되며, 점수는 주요한 파킨슨증상인 떨림,운동성(휴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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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대한 반응), 균형감, 자세, 걷기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점수를 0(정

상)에서 3(최고불능)점까지로 한다. 그리고 경보(alertness), 머리의 

움직임 (head checking movement), 눈의 움직임을 0(정상)에서 2

(최고불능)점까지 측정 모두 합하여 최대 24점까지로 점수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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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점 수

0 1 2 3

머리움직임 잘 움직임 때때로 움직임 움직임 없음 ·

눈 움직임
정상적 깜빡임과

 눈 움직임

느려진 깜빡임과 

눈 움직임
눈 감음 ·

자세 서 있음 5초 이상 서있음 5초 미만 서 있음 누워 있음

균형감 정상 때때로 비틀거림 비틀거림, 꼬꾸라짐 서있거나 걸을 수 없음

운동성

(휴식기)
매우 잘 움직임 덜 잘 움직임 때때로 잘 움직임 거의 움직임 없음

운동성

(자극)
자극에 대해 빠르게 반응 자극과 동시에 반응 자극 후에 반응 자극하지만 반응 없음

걷기 항상 걸음 때때로 걸음 드물게 걸음 걷지 못함

떨림 떨림 없음 때때로 떨음 항상떨음
항상 그리고 

심각하게떨음

 표 7 MTPT 약물을 이용한 파킨슨씨 질병 모델 확립을 위한 행동학적 분석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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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이식 적응성 테스트 

 이식 적응성 테스트를 위해 3종류 실험을 진행하 다. 먼저 이식 장치

의 생체 내 삽입 및 지속 가능성 판단을 위해 내부회로를 제외하고 

PDMS로 몰딩한 이식 외형을 삽입하여 활동성을 확인하 다. 동시에 

외부 코일 고정용 자석의 강도를 테스트하여 피부 조직 괴사가 일어나지 

않고 외부코일이 고정될 수 있는 자석 강도를 테스트 하 다. 또한 외부 

장치 고정을 위해 제작한 조끼에 대한 착용 가능함을 확인 하 다.

그림 37 피하 삽입 가능 및 지속 가능성 확인을 위한 

제작된 이식 외형

 통합 장치 이식 전 장치 외형을 삽입하여 부작용 및 활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장치 외형을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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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이식 절차 및 구성 확립 

  동물 모델 확립과 더불어 통합 시스템의 안전성 및 이식 적응성 평가

를 위해 장류의 수술 환경 및 수술 절차를 확립하 다. 대 동물 전 임

상 실험에서 널리 쓰이는 정위 수술 프레임(KOPF 1530, KOPF 

INSTRUMENTS, Inc)을 이용하여 원숭이 고정 및 수술 절차를 아래 

와 같이 확립하 다. 

1) 실험 개체의 자기공명 상 이미지 (MRI)를 대 동물용 정위 수술 프

레임에 고정될 형태로 촬 한다.

2) 촬 된 상을 활용하여 목표로 하는 시상하핵(Subthalamic 

nucleus)의 위치를 이어 바 기준으로 X Y Z축 방향의 위치를 구한다. 

3) 정위 수술 프레임을 사용하여 실험용 개체를 고정한다. 

4) 시상하핵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미세전극기록(Micro Electrode 

Recording)을 시행한다. 

5) 미세전극기록(Micro Electrode Recording)을 위한 Micro 

Drive를 KOPF 프레임에 고정한 후 이를 상에서 확인한 X Y축 좌

표로 이동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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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세전극이 삽입될 위치를 확인한 후 구멍을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전극을 거치하여 Z축 방향에서 5mm 전부터 미세전극 기록을 시작한

다. 

7) 미세전극기록 신호를 확인하며 시상하핵에서 나오는 신호를 분석하

여 시상하핵의 위치를 확인하고, 시상하핵 하부에 위치한 흑질

(Substansia Nigra)의 신호를 확인하여 시상하핵 아래 부분의 위치 

정한다. 

8) 확인된 위치에 자극용 전극을 삽입하고 고정한다.

9) 이후 개발한 신경자극기의 이식모듈을 목덜미의 피하에 공간을 만들

어 이식한다. 

10) 이식된 신경자극기와 자극용 전극을 연결한 후 수술을 마무리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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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국가 영  터 ( http://www.kribb.re.kr/sub05/sub05_07_05.jsp )

그림 38 장류 고정용 수술 정위 프레임 (KOPF 1530, KOPF 

INSTRUMENTS, Inc)

 

 장류 전 임상 실험에 널리 이용되는 KOPF INSTRUMENTS 사의 수술 

정위 프레임으로써 장류의 뇌심부 전극 삽입 시 정확한 위치 조정을 위해 이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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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시스템 구성은 그림 40과 같다. 시스템은 이식 시스템

(Implantable system)과 외부 시스템(Wireless Energy and 

Information(WEIT) System)로 구성되며, 이식 시스템은 전극과 이

식 장치를 뇌심부와 등 피하에 각각 삽입하고 목 피하를 통해 전극과 이

식 장치를 연결하는 형태로 구성하 다. 이후 외부 장치를 자석과 동물

실험용 조끼를 통해 고정하여 외부에서 전력을 전송 가능한 형태로 구성

하 고, 외부 통신 기능 이용 시 외부 PC를 이용하여 양방향 정보 전송

이 가능하도록 구현 하 다.    

그림 39 통합 시스템 이식 구성도

  통합 시스템 전극과 내부 장치를 뇌심부와 등에 각각 삽입한 후 외부 장치를 

조끼와 자석에 의해 고정하여 장류에서의 전 임상 실험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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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시스템 체외 성능 평가

 앞서 개발된 뇌심부 자극기 와 무선 전력 및 정보 전송 시스템 그리고 

통합 시스템에 대한 체외 성능 평가를 진행하 다

  2.5.1 뇌심부 자극 시스템 성능 평가

    2.5.1.1 자극 파형 생성

  그림 40과 그림 41는 1000ohm 부하 기준 실제 생성된 파형 데이

터를 나타낸다. 고정 파라미터 ; 진폭(Voltage) : 1.0V, 펄스폭

(Pulse width) : 60us, 주기(Rate) : 135Hz) 기준 파형을 생성하

고, Asymmetric 파형 생성을 위해 양극 위상(Vanode)의 진폭을 음극 

위상 (Vcathode) 1/80로 설정하 고, 반면 탈분극에 의한 전극 표면과 

조직 손상을 막기 위해 펄스 폭을 80배로 설정하여 구성하 다. 그림 

48의 (1)의 초기 파형 구성과 같은 형태로 실제 파형이 생성됨을 확인 

하 고, 그림 42과 그림 43은 실제 피부조직을 이용하여 24시간 동안 

자극을 가한 후의 파형을 나타낸다. 일반 저항 1000ohm 비교하 을 

시 파형 왜곡을 확인할 수 없어 생성 파형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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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실제 자극 생성 파형 ((1):파형 구성, (2) 실제 파형) 

 1000ohm 부하 기준 실제 생성된 파형 데이터를 나타낸다. 고정 파라미터 ; 진폭(Voltage) : 1.0V, 펄스폭(Pulse 

width) : 60us, 주기(Rate) : 135Hz) 기준 파형 생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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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실제 자극 파형 ((1) : 음극 위상 파형, (2) : 양극 위상 파형)  

 1000ohm 부하 기준 실제 생성된 파형 데이터를 나타낸다. 고정 파라미터 ; 진폭(Voltage) : 1.0V, 펄스폭(Pulse 

width) : 60us, 주기(Rate) : 135Hz) 기준 파형 생성에서의 음극 위상 파형과 양극 위상 파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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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실제 자극 생성 파형 ((1):파형 구성, (2) 실제 파형)  

 실제 피부 조직 부하 기준 생성된 파형 데이터를 나타낸다. 고정 파라미터 ; 진폭(Voltage) : 1.0V, 펄스폭(Pulse 

width) : 60us, 주기(Rate) : 135Hz) 기준 파형 생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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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실제 자극 생성 파형 ((1):파형 구성, (2) 실제 파형)   

  실제 피부 조직 부하 기준 생성된 파형 데이터를 나타낸다. 고정 파라미터 ; 진폭(Voltage) : 1.0V, 펄스폭(Pulse 

width) : 60us, 주기(Rate) : 135Hz) 기준 파형 생성에서의 음극 위상 파형과 양극 위상 파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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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2 다양한 자극 파라미터 설정 기능 

  파라미터 설정 기능을 의 성능평가를 위해 표 1의 파라미터 설정 범

위 중 각각의 펄스 폭 (60us, 90us, 120us, 180us, 210us)에 대한 

최대 및 최소 주파수 (60Hz, 185Hz) 설정 시 파형을 그림 45부터 그

림 53를 통해 나타내었다. 자극 파형 생성 시 자극에 따른 전극과 조직

의 사이의 이온 흐름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여(charge-balance) 전극 

표면과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를 목표로 설계 하 고, 아래 그래프를 통

해 실제 파형 생성 시 음극 파형과 양극 파형 면적이 동일함을 확인하여 

초기 설계 목표대로 파형이 생성됨을 확인하 다. 또한 각 극성과 채널 

선택 시 동일한 파형이 출력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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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자극 파형 : 펄스 폭 60us, 진폭 1.0V, 주기 : 185Hz  

그림 45 자극 파형 : 펄스 폭 60us, 진폭 1.0V, 주기 : 18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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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자극 파형 : 펄스 폭 90us, 진폭 1.0V, 주기 : 60Hz  

그림 47 자극 파형 : 펄스 폭 90us, 진폭 1.0V, 주기 : 18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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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자극 파형 : 펄스 폭 120us, 진폭 1.0V, 주기 : 60Hz  

그림 49 자극 파형 : 펄스 폭 120us, 진폭 1.0V, 주기 : 18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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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자극 파형 : 펄스 폭 180us, 진폭 1.0V, 주기 : 60Hz 

그림 51 자극 파형 : 펄스 폭 180us, 진폭 1.0V, 주기 : 18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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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자극 파형 : 펄스 폭 210us, 진폭 1.0V, 주기 : 60Hz   

그림 53 자극 파형 : 펄스 폭 210us, 진폭 1.0V, 주기 :185Hz   



- 89 -

    2.5.1.3 전극 임피던스 감시 기능

  전극 임피던스 감시 기능을 성능 검증을 그림 54 ~  56에서의 출력 

파형을 통해 나타내었다. 전극 임피던스 기능의 목적은 이식된 전극선의 

단선 또는 장시간 자극으로 인한 조직 괴사 등에 의해서 급격한 내부 조

직 상태 변화를 외부에서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MCU에서 생성된 

PWM 출력 파형의 생성 주기와 Analog to Digital Conversion 

(ADC) 주기를 비교하여 ADC 데이터 정보 분석하여 단선 또는 임피던

스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그림 54 는 1Kohm 부하 통과 시 출력 파형을 나타내며 그림 55는 

실제 피부조직 부하  통화 시 출력 파형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림 56은  

전극의 단선 상태를 가정한 오픈 상태에서의 출력파형을 나타낸다. 위 

결과를 통해 일반 저항과 피부 조직, 그리고 오픈상태에서의 출력 파형

의 진폭변화를 ADC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분 가능함을 확인하 다. 

 MCU의 ADC 기능은 10bit, 내부 레퍼런스 2.5V를 기준 2.4mV의 

분해능과 샘플링 주파수는 50kHz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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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1Kohm 부하 기준 임피던스 감시 회로 출력 파형

 일반 저항 1 Kohm 기준 출력된 파형을 나타낸다. 저항을 통과한 파형 60mV 오프셋과 진폭 180mV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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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실제 피부 조직 부하 기준 임피던스 감시 회로 출력 파형

실제 피부 조직 기준 출력된 파형을 나타낸다. 저항을 통과한 파형 0V 오프셋과 진폭 180mV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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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전극선 단선 상태에서의 임피던스 감시 회로 출력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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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실제 개발된 모듈 

 실제 제작된 자극 파형 생성 모듈을 나타낸다. 자극 파형 생성부, 파라미터 설

정 부 다 채널 설정 부로 나뉘며 MCU의 PWM 신호의 주기와 duty에 따라 

다양한 파라미터 설정이 가능하며 총 5개의 전극으로 다극성 및 다채널 설정이 

가능한 자극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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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성능 평가

  표 6에서 전력 전송용 코일 7 Set 와 수신용 코일 1 Set에 대해 두 

코일 사이의 거리와 각도를 각각 0~10mm, 0°~ 70°로 설정하여 전

송 효율 및 작동 범위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하 다. 실제 제작된 코일

은 그림 58 과 같다. 그림 60부터 그림 68은 각각의 코일 쌍에 의한 

거리별 전송 효율 및 작동 전압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그림 69부

터 그림 77은 코일의 각도변화에 따른 전송 효율 및 작동 전압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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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제작된 전력 전송 및 수신용 코일

  표 5와 같이 전력 전송용 Primary 7 Set 와 전력 수신용 Secondary 1 

Set 제작하 다. (1) : Primary_1, (2) : Primary_2, (3) : Primary_3, 

(4) : Primary_4, (5) : Primary_5, (6) : Primary_6, (7) : 

Primary_0, (8) :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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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코일간 거리 및 각도 변화 용 기구 제작

 그림 29에서의 거리와 각도 변화에 대한 전력 전송 효율 변화 측정을 위하여 

기구를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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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Primary_0 와 Secondary 의 거리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그림 58 에서 제작된 코일 중 Primary_0 와 Secondary 의 거리 별 전송 

효율을 측정한 결과 이다. 최대 전송 거리를 7mm 로 설정하 고 이때 변화된 

전송 효율은 최대 25% (거리 : 0mm), 최소 12.3% (거리 : 7mm)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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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Primary_1 와 Secondary 의 거리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그림 58 에서 제작된 코일 중 Primary_1 와 Secondary 의 거리 별 전송 

효율을 측정한 결과 이다. 최대 전송 거리를 7mm 로 설정하 고 이때 변화된 

전송 효율은 최대 8.9% (거리 : 0mm), 최소 7.7% (거리 : 7mm)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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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Primary_2 와 Secondary 의 거리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그림 58 에서 제작된 코일 중 Primary_2 와 Secondary 의 거리 별 전송 

효율을 측정한 결과 이다. 최대 전송 거리를 7mm 로 설정하 고 이때 변화된 

전송 효율은 최대 13.4% (거리 : 0mm), 최소 10% (거리 : 7mm)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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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Primary_3 와 Secondary 의 거리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그림 58 에서 제작된 코일 중 Primary_3 와 Secondary 의 거리 별 전송 

효율을 측정한 결과 이다. 최대 전송 거리를 7mm 로 설정하 고 이때 변화된 

전송 효율은 최대 10% (거리 : 0mm), 최소 9.83% (거리 : 7mm)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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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Primary_4 와 Secondary 의 거리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그림 58 에서 제작된 코일 중 Primary_4 와 Secondary 의 거리 별 전송 

효율을 측정한 결과 이다. 최대 전송 거리를 7mm 로 설정하 고 이때 변화된 

전송 효율은 최대 14% (거리 : 0mm), 최소 10.1% (거리 : 7mm)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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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Primary_5 와 Secondary 의 거리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그림 58 에서 제작된 코일 중 Primary_5 와 Secondary 의 거리 별 전송 

효율을 측정한 결과 이다. 최대 전송 거리를 7mm 로 설정하 고 이때 변화된 

전송 효율은 최대 9.5% (거리 : 0mm), 최소 9.33% (거리 : 7mm)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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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Primary_6 와 Secondary 의 거리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그림 58 에서 제작된 코일 중 Primary_6 와 Secondary 의 거리 별 전송 

효율을 측정한 결과 이다. 최대 전송 거리를 7mm 로 설정하 고 이때 변화된 

전송 효율은 최대 13.9% (거리 : 0mm), 최소 10.1% (거리 : 7mm)로 측

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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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Primary 7 Set 와 Secondary 1 Set의 거리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동시 비교 결과 

 앞서 제시간 코일 별 전송 효율 결과를 동시에 비교한 결과이다. 최대 전송 거리를 7mm 로 설정 하 을 시 

Primary_0 가 최대 25% 최소 12.3%로 타 코일 (Primary_1 ~ 6) 보다 최대 16.1 % 최소 7.6%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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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Primary 7 Set 와 Secondary 1 Set의 거리 변화에 따른 출력 전압 동시 비교 결과  

 코일 별 거리에 대하여 전력 수신부에서의 작동 전압을 비교한 결과이다.(부하 : 1Kohm) 최대 전송 거리를 7mm 로 

설정 하 을 시 Primary_0은 가 최대 6.5V 최소 5.8V, Primary_1 ~ 6은 최대 3.3V 최소 2.3V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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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Primary_0 와 Secondary 의 각도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그림 58 에서 제작된 코일 중 Primary_0 와 Secondary 의 최대 전송 거

리를 7mm 기준하여 0°~ 70°까지 각도 변화에 대한 전력 전송 효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때 변화된 전송 효율은 최대 12.3% (각도 : 0°), 최소 1.9% 

( 각도 : 70°)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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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Primary_1 와 Secondary 의 각도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그림 58 에서 제작된 코일 중 Primary_1 와 Secondary 의 최대 전송 거

리를 7mm 기준하여 0°~ 70°까지 각도 변화에 대한 전력 전송 효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때 변화된 전송 효율은 최대 7.7% (각도 : 0°), 최소 3.2% ( 

각도 : 70°)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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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Primary_2 와 Secondary 의 각도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그림 58 에서 제작된 코일 중 Primary_2 와 Secondary 의 최대 전송 거

리를 7mm 기준하여 0°~ 70°까지 각도 변화에 대한 전력 전송 효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때 변화된 전송 효율은 최대 10.0% (각도 : 0°), 최소 4.0% 

( 각도 : 70°)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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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Primary_3 와 Secondary 의 각도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그림 58 에서 제작된 코일 중 Primary_3 와 Secondary 의 최대 전송 거

리를 7mm 기준하여 0°~ 70°까지 각도 변화에 대한 전력 전송 효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때 변화된 전송 효율은 최대 9.82% (각도 : 0°), 최소 5.1% 

( 각도 : 70°)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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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Primary_4 와 Secondary 의 각도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그림 58 에서 제작된 코일 중 Primary_4 와 Secondary 의 최대 전송 거

리를 7mm 기준하여 0°~ 70°까지 각도 변화에 대한 전력 전송 효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때 변화된 전송 효율은 최대 9.9% (각도 : 0°), 최소 5.2% ( 

각도 : 70°)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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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Primary_5 와 Secondary 의 각도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그림 58 에서 제작된 코일 중 Primary_5 와 Secondary 의 최대 전송 거

리를 7mm 기준하여 0°~ 70°까지 각도 변화에 대한 전력 전송 효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때 변화된 전송 효율은 최대 9.32% (각도 : 0°), 최소 3.9% 

( 각도 : 70°)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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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Primary_6 와 Secondary 의 각도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그림 58 에서 제작된 코일 중 Primary_6 와 Secondary 의 최대 전송 거리

를 7mm 기준하여 0°~ 70°까지 각도 변화에 대한 전력 전송 효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때 변화된 전송 효율은 최대 9.95% (각도 : 0°), 최소 5.1% 

( 각도 : 70°)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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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Primary 7 Set 와 Secondary 1 Set의 각도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동시 비교 결과 

 앞서 제시간 코일 별 각도 변화에 따른 전송 효율 결과를 동시에 비교한 결과이다. Primary_1 ~ 6 코일은 각도 변화

가 40°까지 전송 효율이 일정하게 유지 되다가 40°일 때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고, 반면 Primary_0 는 각

도 증가 시 일정한 효율 감소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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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Primary 7 Set 와 Secondary 1 Set의 각도 변화에 따른 출력 전압 동시 비교 결과  

 앞서 제시간 코일 별 각도 변화에 따른 작동 전압 결과를 동시에 비교한 결과이다. Primary_1 ~ 6 코일은 각도 변화

가 40°까지 출력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최대 : 2.7V, 최소 : 2.04V) 되다가 40°일 때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 고, 반면 Primary_0 는 각도 증가 시 일정한 효율 감소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0°: 5.3V, 70°: 0.8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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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된 코일 각각의 거리와 각도 변화에 따른 전송 효율 과 작동 전압

을 분석한 결과 내부 부하 1Kohm 기준하고 이식형 뇌심부 시스템을 

3V 시스템을 가정하 을 시 Primary_0 코일이 앞서 제시한 전력 전송 

조건에 부합함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거리 변화에 따른 작동 범위의 

최대 거리를 7mm로 설정하 고 실제 두 코일 사이의 거리 8mm 일 

경우 까지 작동 전압 값이 3V 이상으로 유지 되는 것을 확인하 고 전

송 효율은 거리 가 멀어짐에 따라  25%에서 12.3%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실험을 통해 개발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이 전 임상 실험에서의 

일반적 피부 두께를 최대 7mm 가정하고 또한 접목될 이식형 시스템이 

3V 시스템(내부 부하 1kohm) 이라 가정하 을 때 전력 전송 효율이 

25%에서 13%로 떨어지지만 내부 시스템 동작을 위한 충분한 전력 공

급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또한 각도 변화에 대해서 최대 30°까지 출

력 전압이 유지 되는 것을 확인하 다. 

 Primary_1 ~ 6 Set은 거리 변화 (0 ~ 7mm) 시 전력 효율이 최대 

14.0 % 최소 7.7 %로 측정되었고 작동전압은 최대 3.3V 최소 2.7V

로 측정 되었다. 또한 각도 변화 (0 ~ 40°) 시 전력 전송효율은 최대 

9.95% 최소 7.6 % 로 측정 되었고 작동전압은 최대 2.5V 최소 2.3V 

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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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무선 전력 및 전송 시스템 성능평가

  앞서 실시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성능 평가를 기반으로 

Primary_0 와 Secondary를 코일 쌍을 이용하여 전력 및 정보 전송 

시스템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진행하 다. 그림 78은 거리 변화에 따른 

작동 주파수와 변동 주파수 적용 시 Secondary coil 에 유기되는 전

압을 나타낸다. 앞서 의도한 대로 스위치 연결에 따른 주파수 변동에 따

른 전력 전송 효율 변화를 의미하여 동시에 전압 차로 인한 데이터 전송 

기능으로 확인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림 80에서는 그림 34의 

LDO 단 이후 1kohm 의 부하에 걸리는 전압 값을 나타낸다. 스위칭에 

의한 전송효율의 변화가 존재함에도 작동 범위는 최대 8mm 인 것을 

확인하여 최대 전력 전송 거리인 7mm 이내에서 전력과 정보를 동시 

전송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81은 실제 MCU의 UART 기능을 적용하여 거리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변화 및 작동 가능 범위를 나타낸다. 거리 변화에 따라 

전력만 단독으로 보낼 시와 전력과 정보를 동시에 보낼 시 전력 효율은 

2~3%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하지만 기존 설정한 7mm 까지 작동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전력과 정보를 동시에 전송할 시에도 내부에 

이식된 장치 구동을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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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8 코일간 거리 7mm 기준 변경 주파수 설정 시 Secondary coil에 

유기되는 전압 값 그래프

  전력 전송 효율 변화를 통한 정보 전송 기능 구현을 위해 LC 공진점에 의한 

작동 주파수 30kHz 기준하여 주파수 변화를 통한 전송효율 변화 그래프이다.

 30kHz 전 후 24kHz와 36kHz 까지 전력 전송이 가능함을 확인하 고 시

스템의 안정적 구동을 위해 변동 주파수를 26kH로 설정 시 1.8V의 전압 차

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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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9 코일 간 거리 변화에 따른 작동 주파수와 변경 주파수 설정 시

Secondary coil에 유기되는 전압 값 그래프

 스위치 연결에 따른 작동 주파수와 변동 주파수에 따라 전력 전송 효율 변화

가 존재함을 확인하 고, 이는 스위칭에 따른 전압 변화를 데이터 전송 기능으

로 활용 가능성함을 나타낸다. (Point of C는 그림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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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0 코일 간 거리 변화에 따른 작동 주파수와 변경 주파수 설정 시 구동

전압 값 그래프

  스위칭에 의한 전송효율의 변화가 존재함에도 작동 범위는 최대 8mm 인 것

을 확인하여 최대 전력 전송 거리인 7mm 이내에서 전력과 정보를 동시 전송 

가능성을 확인하 다. (Point of E는 그림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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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1 내부 MCU의 UART 기능을 이용한 전력 및 정보 전송 시 전력 전

송 효율 및 작동 범위 확인

  MCU의 UART 기능을 적용하여 거리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변화 

및 작동 가능 범위를 나타낸다. 거리 변화에 따라 전력만 단독으로 보낼 시와 

전력과 정보를 동시에 보낼 시 전력 효율은 2~3% 감소하지만 초기 설정한 

7mm 까지 작동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전력과 정보를 동시에 전송할 시에

도 내부에 이식된 장치 구동을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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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2, 83은 코일간의 거리를 6mm 로 고정 후 실제 전력 및 정

보 전송 신호를 나타낸다. (UART 전송 속도 : 9600bps)  그림 82의 

(A)는 MCU에서 UART에서 출력된 신호를 나타내며 (B)는 Primary 

coil에서의 전압값 신호를 나타낸다. ((A1)과 (B1)은 (A)와 (B)의 확

대 신호를 나타낸다.) 그림 83의 (C) 그래프는 Secondary coil에 유

기되는 전압 값을 나타내며 (D)는 (C) 신호를 Power rectifier를 거

친 후의 신호를, 그리고 (E)는 LDO를 거친 작동 전압을 나타낸다. 마

지막으로 (F)는 전송부의 MCU UART 정보 신호로써 SW1 스위칭에 

의한 전력 변화 (D) 신호를 Data rectifier를 통해 복조한 신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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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2 그림 34에서의 실제 데이터_0 (코일간 거리 6mm에

서의 전력 및 정보 전송 시 ) 



- 123 -

 그림 83 그림 34에서의 실제 데이터_1 (코일간 거리 6mm에

서의 전력 및 정보 전송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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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실제 구성된 무선 전력 및 정보 전송 시스템 ((1) : 무선 전력 전송 

부 ,(2) 무선 전력 수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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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통합시스템 성능 평가

 앞서 설명한 뇌심부 자극 시스템과 무선 전력 및 정보 전송 시스템을 

결합하여 통합 시스템을 83과 같이 제작하 다. 세부 구성은 앞서 설명

한 그림 35와 같다. 체내에 삽입 되 내부 시스템과 체외에 장착되어 전

력과 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할 외부 시스템으로 구성하 다. 내부 시스템

은 자극 파형 생성 부, 전력 수신부, 정보 송수신부로 구성되며 체내 이

식을 위해 생체적합용 실리콘인 PDMS로 코팅 하 다. 외부 시스템은 

전력 송신부와 정보 송수신부로 구성되며 체외에서 자석과 자켓으로 고

정되는 형태로 구성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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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5  통합 시스템 ((a) : 내부 시스템, (B) : 

외부 시스템, (C) 내/외부 장치 동작 모습)

 뇌심부 자극 시스템과 무선 전력 및 정보 전송 시스템을 결합하여 통합 시스

템을 제작하 다. (a)는 체내에 삽입되어 자극 파형 생성과 전력 수신 및 정보 

송수신 부로 구성되며 (b)는 체외에 조끼와 자석으로 장착되어 전력 송시부와 

정보 송수신 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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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된 통합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무선 전력 및 정보 전송 효

율 및 범위 테스트를 진행하 다. 또한 정해진 부하가 아닌 자극 파라미

터의 변화에 따른 효율 및 작동 범위를 테스트하여 전체적인 구동 안정

성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 다. 그림 89는 자극 파라미터 설정은 펄스 

폭 : 60us, 진폭 : 1.0V, 주기 : 135Hz 기준하여 거리에 변화에 따른 

효율 변화를 나타낸다. 앞서 무선전력 전송 성능 분석과 마찬가지로 거

리 증가 시 전송 효율은 감소하지만 작동 범위는 최대 8mm 까지 임을 

확인하여 통합 시스템 또한 초기 구성 조건인 7mm 까지 안정적으로 

구동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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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거리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변화 그래프

  자극 파라미터 설정은 펄스 폭 : 60us, 진폭 : 1.0V, 주기 : 135Hz 기준

하여 거리에 변화에 따른 효율 변화를 나타낸다. 무선 전력 및 정보 전송 시스

템의 성능 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거리 증가 시 전송 효율 감소를 보이지만 

작동 범위는 8mm까지 안정적으로 구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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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거리 변화에 따른 전력 전송 효율 변화 비교 그래프

 기존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에서의 고정부하 (1000ohm)와 실제 통합 시스

템에서의 거리 변화에 따른 효율 변화를 나타낸다. 두 시스템 모두 효율 감소 

양상이 거의 일치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2%의 차이는 측정 오차 및 구

성 소자 오차로 해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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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거리 변화에 따른 작동 범위 변화 비교 그래프

 기존 무선 전력 및 정보 전송 시스템에서의 고정부하 (1000ohm)와 실제 통

합 시스에서의 거리 변화에 따른 작동 범위를 나타낸다. 작동 전압 3V 시스템 

기준 두 시스템 모두 최대 8mm 까지 구동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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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9 거리 변화에 따른 전력 및 정보 동시 전송 시 전송 효율 및 작동 범

위 그래프 

 위 그래프는 통합 시스템의 전력 및 정보 전송 시 효율 변화와 작동 범위를 

동시에 나타낸다. 기존 무선 전력 및 정보 전송 시스템과 동일하게 정보 전송 

시 전송 효율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작동 범위는 최대 8mm이내 까

지 안정적으로 구동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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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0 통합 시스템을 이용한 자극 파형 생성_1 ((1) : 전체파형, (2) : 음극 위상 파형, (3) : 양극 위상 파형)

 1000ohm 부하 기준 실제 생성된 파형 데이터를 나타낸다. 고정 파라미터 ; 진폭(Voltage) : 3.0V, 펄스폭(Pulse 

width) : 210us, 주기(Rate) : 185Hz) 기준 파형 생성을 나타낸다. 통합 시스템의 안정적 구동 확인을 위하여 최고 

부하 상태에서 코일간 거리 변화를 0~8mm 변화 시키며 생성된 파형을 확인 하 다. 확인 결과 전력 공급 부족에 의한 

파형 왜곡 현상은 발생하지 않아 코일간 거리 0~7mm 까지 안정적 구동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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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통합 시스템을 이용한 자극 파형 생성_2 ((1) : 전체파형, (2) : 음극 위상 파형, (3) : 양극 위상 파형)

  Ex-vivo 를 통한 실제 피부 조직 부하에 48시간 동안 자극 후 생성된 파형 데이터를 나타낸다. 고정 파라미터 ; 진폭

(Voltage) : 3.0V, 펄스폭(Pulse width) : 210us, 주기(Rate) : 185Hz) 기준 파형 생성을 나타낸다. 

 실제 피부 조직에서의 48시간 동안 최고 부하 상태에서의 자극 후에도 자극 파형의 어떠한 왜곡현상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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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통합 시스템을 이용한 전극 임피던스 감시 기능 확인

 Ex-vivo 를 통한 실제 피부 조직 부하를 이용하여 임피던스 감시 기능을 확인한 결과이다. 뇌심부 자극기 성능 평가 

결과 비교하 을 시 동일한 진폭 변화를 확인하 고 내부 ADC 기능을 통해 임피던스 감시 기능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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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스템 체내 성능 평가

 2.6.1 장류 PD 모델 확립

  앞서 MTPT를 이용한 장류 파킨슨씨 모델 확립 절차와 표 7에서 

제시간 PD모델 판별 기준을 통해 그림 93와 같은 장류 PD 모델을 

제작하 다. 

사진 출처 : 국가 영  터

( http://www.kribb.re.kr/sub05/sub05_07_05.jsp )

그림 93 장류 정상 모델

사진 출처 : 국가 영  터 

( http://www.kribb.re.kr/sub05/sub05_07_05.jsp )

그림 94 장류 PD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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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이식체 삽입 안전성 평가

  이식 외형에는 1800G를 자석을 삽입하 고, 외부 코일을 고정하는 

자석 강도는 1200G, 1600G, 2000G, 2500G, 3000G, 5가지 나누

어 실험을 진행하 다. 각 자석마다 이틀씩 고정하는 실험을 조끼를 착

용 실험과 함께 진행하 다. 1500G 는 강도가 약해 코일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2500G, 3000G 에서는 코일 고정은 가능 하나 강

한 강도로 인해 피부 괴사 조짐이 보여 적합하지 않았다. 1600G, 

2000G 모두 조직 괴사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코일이 안정적으로 고정되

는 것을 하여 내부 이식 장치에 삽입될 자석의 강도는 1800G, 외부 장

치용 자석 강도는 1600G 또는 2000G을 설정하 다. 

 이후 8주간의 이식체 삽입을 통해 이식체 삽입 및 괴사에 대한 안전성

과 설정한 자석 강도로 외부 코일이 고정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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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이식 외형 삽입 테스트 과정 

그림 96 이식체 삽입 8주 장류 상태 및 외부 코일 부착 강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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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이식 절차 안전성 및 통합 시스템 기능 안정성 평가

    2.6.2.1 통합 시스템 장류 이식

  앞서 설명한 이식 과정 및 절차에 따라 제작된 통합 시스템을 장류

를 이용한 전 임상 실험을 진행하 다. 이식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전극 삽입을 위한 STN(Subthalamic Nucleus) 위치 확인

 (2) MRI 상을 이용한 전극 위치 확인 

 (3) 전극 연결 및 내부 장치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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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전극 삽입을 위한 STN(Subthalamic 

Nucleus) 위치 확인

  수술 전 프레임에서 기준한 이어 바 부분이 고정될 형태로 정렬하고 촬 된 

MRI를 이용하여 목표점으로 정한 STN(Subthalamic Nucleus)부분을 상

에서 확인한 후 귀 구멍과 STN의 위치를 3차원 좌표로 계산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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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8 MRI 상을 이용한 전극 위치 확인 

 원숭이를 수술정위 프레임(KOPF 1530)에 고정하고 계산된 좌표로 이동 후 

머리 위쪽에서 접근하여 두피 절개 및 구멍 뚫을 위치를 정하고 드릴로 전극 

삽입을 위한 구멍을 뚫는다. 이후 Micro Electrode Recording을 위한 

Micro driver를 설치하고 전극을 목표 지점으로 부터 5mm 위에서 0.5mm 

씩 삽입하면서 신경 신호를 기록한다. 이 후 관찰되는 신경신호와 일반적으로 

알려진 STN 역에서 관찰되는 특정 패턴의 신경신호와의 비교를 통해 STN 

역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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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9 전극 연결 및 내부 장치 삽입 과정

  이후 삽입된 전극과 개발된 통합 시스템과의 연결 및 삽입을 위해 수술 정위 

프레임(KOPF 1530)에 의한 고정을 해제하고 수술부위를 노출 시킨다. 목덜

미 부분 피부를 절개하여 피하에 통합 시스탬 삽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

식한 전극을 두피에서 목덜미까지 피하로 통과시켜 통합 시스템과 연결한 후 

이를 원숭이의 등 피하에 이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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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2 통합 시스템 기능 안정성 평가

 장류에서의 통합 시스템 2회 이식을 통해 이식 후 기능 작동 확인 

및 4주간의 활동성 관찰을 통하여 감염 또는 이상 반응이 발생하지 않

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이식 4주 후 이식 장치 및 전극이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과 활동성에 제약이 없음을 확인하 다. 

그림 100 이식 후 내부 장치 작동 상태 확인

 이식 후 장치 기능의 안정적 작동이 가능함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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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1차 이식 4주 후 전극 및 이식 장치 상태 확인

 1차 이식 4주 후 이식 장치 및 전극이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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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2차 이식 4주 후 전극 및 이식 장치 상태 확인

 2차 이식 4주 후 이식 장치 및 전극이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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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이식 4주 후 활동 상태 확인  

  이식 4주 후 이식된 장치와 전극에 의한 활동성 제약이 없음을 확인

하 다.



제 3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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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3.1 토 의

 본 논문은 연구는 기존의 이식형 신경 자극 시스템이 안고 있는 제한점 

극복을 위해 이후 완전 이식 가능한 뇌심부 자극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 다.

 무선 전력 및 정보 시스템 개발의 목적은 이식 형 시스템에 통합이 가

능하며 최소한의 소자 구성으로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이고 전력과 정

보를 동시에 전달을 목표로 하 고 실제 최소한의 소자 구성과 타 무선 

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한 쌍의 코일로 전력 및 정보 전송이 가능

한 소형 무선 전력 및 정보 동시 시스템을 개발하 다. 임상환경에서 보

편적으로 사용되는 자극강도와 자극 파라미터 범위 조절이 가능하며 이

식 후 전극 임피던스 감시를 기능을 통해 구적으로 이식 가능한 소형 

뇌심부 자극 시스템을 개발하 다. 그리고 개발된 두 시스템을 종합한 

통합 시스템 즉 구 이식형 뇌심부 자극 시스템을 개발하 다. 

 개발된 무선 전력 및 정보 시스템과 소형 뇌심부 자극 시스템의 체외 

성능 평가를 통해 거리 또는 각도에 따는 전력 전송 효율 및 작동 전압

의 안정 범위를 확인하 고, 소형 뇌심부 자극시스템의 파라미터 변화 

기능과 전하균형을 유지한 자극 파형 생성을 확인하여 개별 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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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의 시스템 성능의 안정성을 확인하 다. 통합 시스템의 체외 앞서 개

발된 시스템의 타 시스템과의 접목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인하 고, 장

류 PD 모델을 이용한 2회의 체내 이식 후 시스템 작동 및 4 주간의 활

동성 관찰을 통해 개발된 통합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향후 연구와 개선점으로는 전극 간 임피던스 정

밀 측정 기능 추가를 통해 전극 또는 자극 조직의 미세한 변화 감지로 

장식 시 보다 안정적 자극 환경 구현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 전력 전달 

부재 시 내부 시스템의 구동을 위한 비상 전력원 추가와 자극신호 획득 

및 분석 통한 자극 파라미터 자동 조정 알고리듬 기능을 개발과 본 연구

에서 개발된 시스템과의 접목을 통해 차세대 뇌심부 자극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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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이식형 신경 자극 시스템이 안고 있는 제한점 극복

을 위해 이후 완전 이식 가능한 뇌심부 자극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첫째 

구적 이식을 위한 무선 전력 및 정보 동시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

발하 고 둘째 다양한 자극 환경 구현이 가능한 소형 뇌심부 자극기를 

개발하 다. 셋째로 개발 된 시스템을 통합하여 타 시스템과의 통합 가

능성과 장류에서의 전 임상 실험을 통해 시스템의 이식 적응성 및 기

능 안정성을 평가하여 전 임상 및 임상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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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in-vivo evaluation 

of permanently implantable 

deep brain stimulation system 

with wireless energy and information 

transfer technology 

ManseungHeo

InterdisciplinaryProgram forBio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Deep brain stimulation (DBS)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odern treatment methods for Parkinson’s disease. 

However, the currently available devices for DBS depend 

on batteries for power and titanium coating for 

biocompatibility, which not only add weight and size, but 

also limit the device lifetime. In this stud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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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less, under-scalp permanently implantable DBS 

(BuSPID) is proposed. The system was developed and 

tested on bench, and then pre-clinical testing was done in 

a primate animal model for validation and biocompatibility 

verification.

 The device was developed to be implantable under the 

scalp with functionalities to control the stimulation within 

the clinically verified range. The system includes three 

major components; an electrical stimulation provider 

circuit, an impedance monitor circuit, and hardware for 

wireless charging and data transmission. The wireless 

energy and information transfer unit doesn’t require any 

external batteries and is composed of a pair of inductively 

coupled coils, one of which lies under the scalp. These 

coils used the Amplitude Shift Keying (ASK) method for 

data and power transfer, which was effective yet simple to 

implement. When tested under optimal conditions 

(separation distance 1mm and 0mm line-up error), these 

coils provided 25% power transfer efficiency with data 

transfer error rate similar to those of RS232 bit-error rate 

(BER). The entire system was designed to be small enough 

for implantation at 4.5mm x 25mm x 5 mm, and was 

enclosed in biocompatible case composed of PEEK and 

PDMS. The developed system was observed in a pr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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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for 4 weeks following implantation to verify its 

functionality. 

 The proposed study on BuSPID system has overcome some 

common limitations of the currently available DBS 

systems, and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system in a 

primate model, its potential as the next generation DBS 

system wa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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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ea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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