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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쥐의 뇌 자극 실험에 필요한 회로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 하였다. 제작된 회로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마이크로파 신호를 쥐의 

뇌에 전달하여 자극을 준 후 신경 세포 활성도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뇌 

자극의 효과 및 영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뇌 자극을 위한 마이크로파 신호의 반송 주파수(Carrier 

Frequency)는 6.5 GHz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 마이크로파 신호의 

출력을 주기적으로 On/Off 하여 Hz 단위의 펄스에 6.5 GHz 마이크로파 

신호가 들어가있는 형태로 뇌 자극 실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뇌 자극 회로 시스템은 전압 제어 발진기, 

스위치, 차등 전력 증폭기 그리고 전력 결합 변압기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회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6.5 GHz 마이크로파 신호를 

출력하기 위해서 전압 제어 발진기(VCO, voltage-controlled 

oscillator)를 설계하였다. 반송 주파수를 6.5 GHz로 선정하였지만 추후 

실험 과정에서 반송 주파수를 바꿔 실험을 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단일 

주파수 발진기가 아닌 전압 제어 발진기로 설계하였다. 전압 제어 

발진기의 중심 주파수는 반송 주파수인 6.5 GHz 부근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발진기의 구조는 널리 쓰이는 교차결합(cross-coupled) 

발진기 구조를 이용하였다. 또한 발진기의 출력 신호를 증폭 시키고 

부하 임피던스에 의한 공진 주파수 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발진기와 

전력 증폭기 사이에 완충기(buffer)가 설계 되었다. 또한 이 완충기에는 

증폭기의 부하 임피던스 값을 조절하는 가변 부하가 설계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출력 전력을 제어하는 기능까지 구현하였다. 

6.5 GHz 마이크로파 신호를 주기적으로 On/Off 하여 펄스 형태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발진기와 전력 증폭기 사이에 접지단으로 연결되는 

병렬 스위치를 삽입하였다. 스위치가 On 상태가 되면 발진기에서 

나오는 신호가 접지단으로 연결되어 회로 출력단에서 신호가 나오지 

않게되고 스위치가 Off 상태가 되면 발진기에서 나오는 신호가 전력 

증폭기로 전달되어 출력 신호가 나오게 된다.  

발진기에서 나오는 출력 신호의 크기는 미약하기 때문에 이를 

증폭하기 위해 전력 증폭기가 설계되었다. 반송 주파수가 6.5 GHz이기 

때문에 회로 내부에서 원치 않는 기생 효과(parasitic effect)가 발생할 

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최소화 하기에 적합한 차등 증폭기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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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였다. 또한 전력 이득을 키우기 위해 2단 증폭기 구조를 

채택하였고 CMOS의 단점인 낮은 항복 전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캐스코드(cascade) 구조를 채택하여 항복 전압 문제를 해결하였다.  

전력 증폭기가 차등 구조인데 반해 출력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프루브(probe)는 단일 종단 구조이기 때문에 차등 구조를 단일 종단 

구조로 변환하는 전력 결합 변압기가 필요하다. 전력 결합 변압기를 

CMOS 칩에 집적할 수도 있겠지만 CMOS공정의 실리콘 기판 특성상 

좋은 전력 결합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판 두께가 두껍고 손실이 적은 7-layer PCB에 전력 

결합 변압기를 설계하여 전력 손실을 최소화 하였다. 

제작된 뇌 자극 시스템을 이용하여 쥐 뇌 자극 실험을 진행하였다. 

뇌의 자극 부위는 해마를 선택했는데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로써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외상 후 장애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 자극 실험 결과 신경 

세포 활성도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여 마이크로파 신호를 이용한 뇌 

자극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뇌 자극, 발진기, 전력 증폭기, 전력 결합 변압기, 마이크로파 
학   번 : 2015-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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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일부 뇌 질환의 경우에 있어서 비 약물적 치료 방법인 뇌 자극 

치료법의 효과가 증명되어 뇌 자극 치료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달리 뇌 자극 치료법의 경우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약물 치료의 대체 치료법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뇌 자극 방법에는 크게 침습적인 방법과 비 침습적인 방법 두 

가지가 방법이 있다 [1]~[3]. 침습적인 방법의 경우 효용성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받아 널리 시술이 되고 있지만 외과적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 단점이다. 이에 반해 비 침습적 방법은 외과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비침습형 뇌 자극 방법인 tDCS는 직류 전류를 사용하며 

TMS는 충전/방전 회로를 사용하여 펄스 전류를 사용한다. TMS는 매우 

낮은 주파수의 전류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사용하여 뇌 자극을 

유발하므로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광범위한 분포 형태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코일의 자기장을 국소 부위로 제한하려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아직은 특정 뇌 기능 영역만을 자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뇌 

기능 회로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하다. tDCS의 경우 직류 전류가 두 개 

이상의 전극 사이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뇌 내부의 전류 흐름을 알 

수 없어 뇌 내부의 신경 자극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으며, 양극 

전극에서의 활성과 음극 전극에서의 억제 효과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초고주파 대역의 전자기장은 짧은 skin depth로 인해 

생체 조직으로의 침투 길이가 짧다. 따라서 초고주파를 뇌 자극에 

이용할 경우 광범위한 자극이 일어나지 않아 국소 부위로의 신호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초고주파를 이용한 

뇌 자극 실험에서 특정 신호가 뇌 신경 활동 촉진 및 억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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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초고주파 뇌 

자극용 회로 시스템을 설계하여 실험을 통해 뇌 자극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제작된 뇌 자극용 회로 시스템은 시스템 내부에서 마이크로파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펄스 형태로 출력을 할 수 있어 뇌 자극 실험에 

필요한 신호를 제공해준다. 제작된 회로 시스템을 이용한 뇌 자극 

실험을 통해 뇌 신경 활동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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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뇌 자극용 회로 시스템 구성 
 
 
2.1 서론 
 

1장에서 제시되었듯이 본 연구에서는 10 Hz 또는 50 Hz의 펄스 

신호에 6.5 GHz의 마이크로 신호가 반송 주파수 형태로 들어있는 

신호를 이용하여 뇌 자극을 하게 된다. 따라서 뇌 자극 회로 시스템은 

이러한 동작을 모두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동작 외에도 

반송 주파수 조절 기능과 출력 전력 조절 기능까지 구현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뇌 자극 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회로 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그림 2.1은 제작된 뇌 자극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먼저 마이크로파 신호를 생성해 내는 전압 제어 발진기를 설계하여 

SOI(silicon-on-insulator) CMOS 공정으로 집적하였다[4]. 6.5 

GHz의 반송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실험 할 것이므로 6.5 GHz를 

발진기의 중심 주파수로 선정하여 발진기를 설계하였다. 또한 

발진기에는  완충기(buffer)가 설계되어 있다. 이 완충기는 전력 

증폭기의 입력 임피던스가 발진기의 공진 주파수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 2.1 뇌 자극 시스템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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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주어 발진 주파수가 변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그 외에도 

부하의 임피던스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 부하를 통해 출력 전력을 

제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전압 제어 발진기와 전력 증폭기 사이에는 접지단과 병렬로 연결된 

스위치를 설계하여 SOI CMOS 공정으로 집적하였다. 따라서 스위치가 

켜질 경우에는 발진기의 신호가 모두 접지단으로 빠져나가고 스위치가 

꺼진 경우에는 발진기의 신호가 전력 증폭기에 그대로 전달되어 출력 

신호가 나오게 된다. 스위치를 원하는 주파수로 조절함으로써 

마이크로파 반송 주파수를 원하는 주파수의 펄스 형태에 실어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진기에서 출력하는 마이크로파 신호는 출력 전력이 뇌 

자극하기에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증폭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력 증폭기가 설계되었다[5]. 전력 증폭기 역시 SOI CMOS 

공정으로 집적되었다. 전력 증폭기는 충분한 전력 이득을 얻기 위해서 

2단 구조로 설계 되었으며 CMOS의 낮은 항복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캐스코드(cascade) 구조를 채택하였다[6]. 또한 동작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원치 않는 기생 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해 

차등 구조로 설계 하였다[7]. 

회로 시스템의 마지막 구성 요소로써 전력 결합 변압기를 

설계하였다. 전력 결합 변압기는 전압 증폭기에서 차등 구조로 나오는 

신호를 단일 종단 구조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앞선 회로 구성 

요소들과는 달리 전력 결합 변압기는 SOI CMOS 공정으로 집적하는 

것이 아닌 7-layer PCB에 구현하였다[8]. 이는 CMOS공정의 실리콘 

기판에 비해 7-layer PCB가 기판 및 메탈 두께가 두껍고 전도 

손실(conduction loss)이 낮아서 좋은 전력 결합 효율 특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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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압 제어 발진기 (voltage-controlled-oscillator, VCO) 
 

 

뇌 자극 회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 소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5 GHz의 마이크로파 반송 신호를 회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부의 신호 발생기를 

통해 마이크로파 반송 신호를 전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고 또한 완전한 자극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뇌 자극 회로 시스템의 첫번째 

구성요소로써 전압 제어 발진기(VCO)를 설계하였다. 그림 2.2는 

설계된 전압 제어 발진기의 스키메틱으로써 모든 구성 요소는 0.28-

μm SOI CMOS 공정으로 집적하였다. 

 
발진기의 구조는 전압 제어 발진기에서 널리 이용되는 

교차결합(cross-coupled) 구조를 채택하였다. LC공진기에 사용되는 

인덕터는 약 1.15 nH의 인덕턴스를 가지며 버랙터의 커패시턴스 범위는 

약 440 fF ~ 860 fF이다. Vcont전압 값을 조절하면 버랙터의 

커패시턴스가 바뀌고 이를 통해 LC 공진기의 공진 주파수를 변화시켜 

발진기의 출력 주파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림 2.1의 중앙 하단에 

위치한 n형 트랜지스터는 전류원 역할을 한다. 차등 구조에 전류원이 

존재함으로써 발진기의 위상 잡음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 

발진기의 양쪽에는 완충기(buffer)가 위치하고 있다. 완충기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써 1) 발진기 뒷단에 달리는 스위치와 전력 

 
그림 2.2 전압 제어 발진기 스키메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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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기의 임피던스에 의해 발진기의 공진 주파수가 달라지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2) 가변 부하를 통하여 회로 시스템의 출력 전압을 

제어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가변 부하를 통한 출력 전압 제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VLoad 값에 따른 가변 부하의 동작을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트랜지스터 M1은 스위치로 동작을 하게 된다. 스위치의 게이트 

전압 VLoad가 Vdd값인 3.6V에 근접하면 스위치가 On 상태가 되고 M1의  

온저항(on-resistance)값이 매우 작아져서 근사적으로 그림 2.3 (a)와 

같은 회로가 된다. 이 경우 트랜지스터 M1에서 R1과 R2쪽을 바라본 

부하 임피던스는 ZL ≈ R1//R2 ≈ 33.8 Ω이 된다. 반면 스위치 M1의 

게이트 전압 VLoad가 0 V에 가까워지면 스위치는 Off 상태가 되어 R1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림 2.3 (c)와 같은 회로가 되어 부하 임피던스는 ZL 

≈ R2 ≈ 220 Ω이 된다. 그리고 스위치 M1의 게이트 전압 VLoad가 0 V와 

3.6 V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다면 스위치 M1의 온저항이 증가하여 

R1쪽으로는 R1과 스위치의 온저항이 보이므로 부하 임피던스는 ZL ≈ 
(R1+Ron)//R2 Ω가 된다. 그리하여 이 값은 33.8 Ω과 220 Ω의 중간값을 

가지게 된다(그림 2.3 (b)). 그림 2.4는 VLoad 값에 따른 시뮬레이션 

상의 시스템 출력 파워를 나타낸 것으로써 VLoad가 3.5 V 일때 최대 

출력 파워인 24.9 dBm을 얻고 0.5 V일 때 6.0 dBm의 출력 파워를 

얻었다. 출력 파워의 조절 범위가 18.9 dB까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어 

설계된 가변 부하의 효용을 확인하였다. 

 
(a)              (b)              (c) 

 
그림 2.3 Vload 값에 따른 가변 부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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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Vload 값에 따른 출력 파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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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위치 
 

 
6.5 GHz의 반송 신호를 펄스 형태로 출력하기 위해서 그림 2.5와 

같이 접지단으로 연결되는 병렬 스위치를 설계 하였다. 스위치는 

발진기와 전력 증폭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0.28-μm SOI CMOS 

공정을 이용해 집적하였고 트랜지스터의 크기는 0.5 mm이다. 

스위치는 외부의 펄스 신호를 이용해 On/Off를 제어한다. 인가하는 

펄스 신호는 +1 V (On)와 0 V (Off)의 크기를 갖는다. 스위치가 On 

상태와 Off 상태가 되었을 때의 동작을 그림 2.6에 나타내었다.  

 
스위치가 On 상태가 되면 발진기의 신호가 스위치를 통해 

접지단으로 빠져나가 전력 증폭기에는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다. 반면 

스위치가 Off 상태가 되면 발진기의 출력 신호가 전력 증폭기로 

전달되어 증폭 과정을 거쳐 뇌 자극을 위한 반송 신호가 출력된다.  

CMOS는 낮은 항복 전압 문제 때문에 스위치로 사용할 경우 큰 

파워를 견디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계된 

스위치의 경우 발진기에서 나오는 출력 전압 스윙이 크지 않고 스위치의 

드레인 노드가 전력 증폭기의 게이트 노드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DC 

바이어스 포인트가 낮아서 항복 전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스위치 드레인 노드에서의 전압 스윙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그림 2.7) 

 
 

그림 2.6 스위치 동작 

 
 

그림 2.5 스위치 블록도 



 

 

 9

 
본 연구의 경우 뇌 자극 회로에 사용된 SOI CMOS 공정의 항복 

전압이 약 4 V 이다. 그러나 그림 2.6에서 확인할 수 있듯 스위치의 

드레인 노드의 전압 스윙은 4 V 보다 훨씬 작은 0.8 V 이하로써 

CMOS의 낮은 항복 전압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림 2.7 스위치 드레인 노드에서의 전압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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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차등 전력 증폭기 
 

 

전압 제어 발진기에서 생성하는 마이크로파 신호는 전력이 작아서 

뇌 자극을 하기 위해서는 증폭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 6.5 

GHz를 동작 주파수로 가지는 전력 증폭기를 설계하였다. 그림 2.8은 

설계된 전력 증폭기의 스키메틱이다. 

 
전력 증폭기 역시 0.28-μm SOI CMOS 공정으로 집적 하였다. 

드라이버단의 트랜지스터 크기는 0.5 mm 이고 메인단의 트랜지스터 

크기는 2 mm이다. 뇌 자극 회로 시스템의 최대 출력 파워를 20 dBm 

(0.1 W)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설계 목표인 반면 전압 제어 

발진기에서 나오는 신호의 크기는 0 dBm (1 mW) 정도이므로 전력 

증폭기의 전력 이득은 20 dB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 dB 이상의 전력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전력 증폭기는 2단 구조로 설계하였다. 또한 CMOS 

공정에는 back-via과정이 없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외부 

접지단을 와이어 본딩으로 연결한다. 이 경우 와이어 본딩의 인덕턴스로 

인하여 트랜지스터 소스가 완전한 접지가 되지 못하면서 전력 증폭기의 

성능이 저하되게 된다. 특히 동작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기생 

효과로 인한 성능 저하가 커지는데 뇌 자극 회로의 반송 주파수가 6.5 

GHz 이므로 기생 효과에 의한 성능 저하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력 증폭기를 차등 증폭기 구조로 설계 하였다. 차등 

 
 

그림 2.8 전력 증폭기 스키메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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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기 구조의 경우 대칭으로 배열된 트랜지스터가 서로 180도의 위상 

차이를 가지므로 소스 노드의 전압 스윙을 상쇄시켜 가상 접지 구조를 

구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CMOS는 낮은 항복 전압으로 인하여 전력 증폭기에서 CMOS 

공정을 이용할 경우 적층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회로에 

사용된 SOI CMOS 공정의 경우 약 4 V의 항복 전압을 가지고 있다. 

한편 회로의 공급 전압은 3.6 V 이므로 본 회로는 트랜지스터 두개를 

쌓아 올리는 캐스코드 구조를 드라이버단과 메인단에 적용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캐스코드 구조를 사용할 경우 윗쪽에 있는 

트랜지스터에 대부분의 전압 스윙이 걸리게 되어 전압 파괴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전력 증폭기에서 적층 구조를 채택할 

때에는 각 트랜지스터에 전압 스윙을 균등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게이트 

노드에 외부 커패시터를 달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의 전력 

증폭기에서는 메인단의 윗쪽 트랜지스터 게이트단에 각각 10 pF의 

커패시터를 달아주었다.  

 
그림 2.9는 전력 증폭기 메인 단에서 각 노드의 전압 스윙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트랜지스터 별로 전압 

스윙을 균등하게 나눠주기 위해 게이트와 접지단 사이에 커패시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력 증폭기의 전압 스윙은 약 6.8 V에 이르는데 이것이 3.5 V 와 3.3 

V 씩 각 트랜지스터에 비교적 균일하게 나누어 걸리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본 회로에서 사용된 공정에서 제시하는 4 V의 

항복 전압보다 낮은 수치이므로 CMOS 공정의 낮은 항복 전압 문제를 

 
 

그림 2.9 전력 증폭기 메인단의 전압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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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면서 원하는 출력 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설계된 전력 증폭기의 

최대 출력 전력은 시뮬레이션 상에서 24.9 dBm으로써 시스템 목표로 

정하였던 20 dBm보다 4.9 dB가 높은 수치이며 실제 측정 결과가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0 dBm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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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력 결합 변압기 
 

 

앞서 설계한 전력 증폭기의 출력 신호는 180도 위상 차이를 가지는 

두 개의 차등 신호로 나오기 때문에 이를 한 개의 신호로 결합해서 뇌 

자극에 사용되는 단일 종단 구조의 프루브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전력 

결합 변압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력 결합 변압기를 다른 회로 구성 

요소와 함께 SOI CMOS 공정으로 집적할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 얇은 

구리 두께로 인한 전도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출력 전력 감소와 

시스템 효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MOS 

칩 외부에 별도의 전력 결합 변압기를 설계 하여 출력 전력과 결합 

효율을 끌어올리고자 하였다. 변압기 제작에 사용된 공정은 7-layer 

PCB이며 각 레이어에 대한 정보는 아래 그림 2.10에 나타내었다. 

 
변압기로 사용된 레이어는 그림에서 lay2, lay3으로 표시된 

레이어이며 금박 두께는 15 μm 이다. 이는 SOI CMOS 공정에서 

제공하는 최대 금박 두께인 2.81 μm 보다 5.34배 크다. 최상단 금박의 

두께는 20 μm 로써 가장 낮은 전도 손실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 회로 

성분들과의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그 보다 아래층에 있는 lay2와 

lay3을 변압기의 금박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7-layer PCB의 경우 전체 

기판 두께가 415 μm 인데 이는 SOI CMOS 공정의 두께인 210 μm 

에 비해 약 2배의 두께를 가진다. 7-layer PCB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림 2.10 7-layer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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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의 전력 결합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림 2.11은 설계된 전력 결합 변압기의 제작된 PCB 사진과 

레이아웃이다. CMOS에 집적되어 있는 전력 증폭기에서부터 출력된 

전력이 In+와 In-노드를 통해 변압기에 입력된다. 입력 노드와 

전압기의 코어 사이에는 매칭을 위한 외부 커패시터가 달리게 된다. 

오른쪽 그림에서 Bias 글자 밑에 위치한 둥근 레이어가 결합 변압기의 

코어에 해당하며 이로부터 결합된 출력 전력이 Out 노드를 통해 나오게 

된다. 

 
 

그림 2.11 전력 결합 변압기의 제작된 사진 (좌) 과 레이아웃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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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측정 결과 
 

 

설계한 뇌 자극용 회로 시스템을 실제로 제작하여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림 2.12는 제작된 모듈의 자세한 사진이다. 

 
모듈의 메인보드는 2단 적층 FR4 PCB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메인보드의 크기는 30 mm * 30 mm로써 소형화를 달성하였다. 메인 

보드와 CMOS 칩, 전력 결합 변압기 간의 연결은 와이어 본딩을 통해 

구현되었다.  

제작된 모듈로 실험을 진행하여 전압 제어 발진기의 주파수 튜닝 

범위를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예상된 주파수 튜닝 범위는 5.88 

GHz ~ 7.44 GHz 로써 23.6 % 의 튜닝 범위를 나타내었다. 실제 

실험에서 확인된 주파수 튜닝 범위는 5.7 GHz ~ 7.12 GHz 로써 

22.3 % 였다. 시뮬레이션에 비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동작 

주파수가 높음을 감안할 때 이정도 차이는 불가피한 것이며 당초 

목표했던 6.5 GHz 대역에서도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가변 부하를 제어 할 때 출력 전력의 변화를 실험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예상된 출력 전력 튜닝 범위는 6.0 dBm ~ 24.9 dBm 

이었다. (6.5 GHz 기준) 실험을 통해 확인된 출력 전력 튜닝 범위는 

3.2 dBm ~ 22.4 dBm 으로써 최대 출력 전력이 약간 감소했으나 설계 

목표였던 20 dBm은 충분히 확보하였다. 또한 최대 출력 전력과 최소 

출력 전력의 비율이 시뮬레이션에선 18.9 dB 인데 실험 결과는 19.2 

dB로써 가변 부하가 출력 전력 제어를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파수 튜닝 범위와 출력 전력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13과 같다. 

 
 

그림 2.12 제작된 모듈 사진(좌), CMOS 칩과 전력 결합 변압기(중),  
CMOS 칩의 확대 사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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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튜닝 범위 그래프의 경우 가로축은 전압 제어 발진기에서 

버랙터의 커패시턴스 값을 조절하는 전압 입력 값이다. 가변 부하에 

따른 출력 전력 변화 그래프의 가로축은 가변 부하의 스위치 게이트 

노드 전압 값이다. 

     
 

그림 2.13 전력 제어 발진기의 주파수 튜닝 범위 (좌), 가변 부하에 따른 출력 
전력 변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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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프루브 (Probe) 
 

 

뇌 자극 회로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신호를 쥐의 뇌에 전달하기 

위해서 프루브를 제작하였다. 프루브는 PCB 2장을 겹쳐서 만드는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기판은 고주파 대역에 적합한 Rogers 5880 

기판을 이용하였다. 그림 2.14는 프루브 단면도와 제작된 프루브의 s-

parameter 측정 결과이다. 이때 6.5 GHz에서 약 -6.1 dB의 S11값이 

측정되었다. 

 

            
그림 2.14 프루브 단면도 (좌), S11 측정 결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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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뇌 자극 실험 
 
 
3.1 실험 구성  

 

뇌 자극 회로의 검증을 위하여 쥐를 이용한 뇌 자극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진행을 위한 구성은 그림 3.1과 같다. 

 
뇌 자극에 사용되는 신호의 전력 크기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파워 

미터를 이용한다. 방향성 커플러를 달아주었기 때문에 파워 센서 

A에서는 뇌 자극 회로에서 나오는 신호의 크기를 읽고 파워 센서 

B에서는 프루브에서 반사되어 나온 신호의 크기를 읽게 된다. 따라서 

파워 센서 A가 읽은 값에서 파워 센서 B가 읽은 값을 빼면 뇌 자극에 

사용된 신호의 크기를 알 수 있다.  

그림 3.2는 뇌 자극에 실험된 쥐와 자극 부위 확대 사진이다. 

두피를 벗긴 상태로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움직임을 막기 위해 고정대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신경 세포 활성도를 측정하기 

   
 

그림 3.1 뇌 자극 실험 구성도 (좌), 실제 실험 구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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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두개골에 구멍을 낸 뒤 전극을 직접 삽입하여 신경 세포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그렇지만 이는 전적으로 뇌 자극에 의한 신경 

세포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본 연구에서 목표로 삼는 뇌 

자극만을 위해서는 두개골에 구멍을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후에 신경 

회로 기반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뇌 자극 

방법에 대한 이론 정립이 이루어지면 완전한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뇌 

자극이 가능할 것이다. 

 
뇌 자극 부위는 해마(hippocampus)를 선택했다. 해마를 자극한 

이유는 본 연구의 최종 목표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뇌에서 장/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자극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2 뇌 자극 실험에 사용되는 쥐 (좌), 확대 사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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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극 실험 진행 및 측정 결과 
 

 

그림 3.3은 자극 실험에 쓰인 3가지 형태의 자극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200 msec의 폭을 갖는 펄스를 1분 간격으로 7번 

자극하였다. 그리고 50 Hz의 주파수에 50%의 듀티율(=10 msec)을 

갖는 펄스 형태와 1 Hz의 주파수에 1%의 듀티율(=10 msec)을 갖는 

펄스 형태 신호를 이용하여 자극을 진행하였다. 편의상 각각의 실험을 

순서대로 실험 A(200 msec의 폭을 갖는 펄스를 1분 간격으로 7번 

자극), 실험 B(50 Hz의 주파수에 50%의 듀티율(=10 msec)을 갖는 

펄스 형태), 실험 C(1 Hz의 주파수에 1%의 듀티율(=10 msec)을 갖는 

펄스 형태)로 명명하여 각 실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실험 A에서 자극 신호의 크기는 뇌 자극 회로에서 4 dBm 

(2.51 mW)의 출력 신호가 나올 때 반사되어 들어온 신호의 크기는 -

0.5 dBm (0.89 mW)였다. 따라서 뇌에 전달된 자극 신호의 크기는 

1.62 mW 이다. 이때 신경 세포의 샘플수는 6개가 측정이 되어서 6개 

cell에 대한 단단위 세포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활성도 측정은 자극 

전 5분에 대해 활성도를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아 자극 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관찰하였다. 그림 3.4는 시간에 따른 세포 활성도 

값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 A,                   실험 B,              실험 C 

 
그림 3.3 뇌 자극 실험에 사용된 3가지 형태의 자극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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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극에 따른 효과를 관찰하기 쉽도록 

Normalize를 진행하였다. Normalize는 자극 전 Firing Rate을 

기준점으로 삼아 자극 중, 자극 후의 Firing Rate과 비교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Normalize = (A-B) / (A+B) 

(A: 측정 순간의 Firing Rate, B: 자극 전 세포의 기본 활성도) 

 

0을 기준으로 Normalize 값이 양수라면 자극에 의해 신경 세포 

활성도가 증가, 음수라면 신경 세포 활성도가 감소,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자극에 의한 신경 세포 활성도 변화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3.5는 Cell별로 신경세포 활성도 변화를 Normalize한 값을 

보여준다. 

 

 
그림 3.4 실험 A의 세포 활성도 측정 결과 (절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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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1~3, #6에 대해 신경세포 활성도 Normalize값이 꾸준히 

양의 값을 가졌고 Cell #4,5에 대해서는 양의 값과 음의 값을 

지속적으로 왔다갔다 하였다. 따라서 주어진 뇌 자극에 의해 신경세포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B와 실험 C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뇌의 활성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다만 실험 A와는 다르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극을 

인가하는 동안에는 신경 세포 활성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지 못해서 

자극 전 5분과 자극 후 5분의 값을 측정하여 마찬가지로 Normalize를 

통해 활성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때 자극 신호의 크기는 입력 신호 

4.2 dBm (2.63 mW), 반사 신호 -3.6 dBm (0.43 mW)으로써 뇌에 

전달된 파워의 크기는 2.2 mW 었고 이를 5분간 자극했다. 그림 3.6은 

실험 B, C의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 실험 A의 세포 활성도 측정 결과 (Norm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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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B의 경우 7개의 신경 세포 신호가 측정 되었고 이중 5개는 

비활성화(Deactivation), 1개는 변화가 없었고 나머지 1개는 

활성화(Activation)되어 실험 B의 경우 자극에 의해 신경 세포가 

비활성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실험 C의 경우 6개의 신경 

세포 신호중에 4개는 활성화, 1개는 변화 없음, 나머지 1개는 비활성화 

되어 자극에 의해 신경 세포가 활성화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Cell # Normalized Value 자극 결과 

1 0.12 Activation 

2 -0.21 Deactivation 

3 -0.19 Deactivation 

4 -1 Deactivation 

5 -0.1 Deactivation 

6 0.02 - 

7 -0.1 Deactivation 

실험 B 
 

Cell # Normalized Value 자극 결과 

1 0.06 Activation 

2 -0.08 Deactivation 

3 0.35 Activation 

4 0 - 

5 0.3 Activation 

6 0.04 Activation 

실험 C 
 

표 3-1 실험 B, C의 세포 활성도 측정 결과 (Norm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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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 침습적 방법을 이용한 뇌 자극 실험을 위한 회로 

시스템을 설계 하여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제작 된 뇌 

자극 회로 시스템은 출력 신호의 주파수와 전력을 제어할 수 있어서 뇌 

자극 실험에 요구되는 다양한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펄스 신호를 

인가하여 반송 주파수를 원하는 펄스 형태로 출력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로 자극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뇌 자극 회로는 CMOS 

IC를 이용해 설계하여 소형화를 달성하였고 외부 소스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7-layer PCB를 이용하여 전력 결합 

변압기를 설계하여 시스템 출력과 효율을 끌어올렸다.  

제작된 뇌 자극 회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뇌 자극 실험을 진행하였다. 

반송 주파수는 6.5 GHz가 사용되었으며 펄스 신호는 크게 3가지 

형태로 자극을 진행하였는데 200 msec의 폭을 갖는 펄스를 1분 

간격으로 6회 자극한 것과 50 Hz와 1 Hz 두 가지 주파수를 사용하여 

자극하였다. 뇌 자극 부위로 해마를 선택한 이유는 해마가 장/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측정 결과 200 msec의 폭을 갖는 펄스를 1분 간격으로 자극한 경우와 

1 Hz 펄스로 자극을 한 경우 신경 세포 활성도가 활성화 되었고 반대로 

50 Hz 펄스로 자극을 한 경우 신경 세포 활성도가 비활성화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경 세포 활성도의 측정은 대뇌 피질에서 신호를 측정하여 

해마의 활성도를 예측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해마에 직접 전극을 

삽입하여 단 단위 세포의 활성도를 측정 및 비교하여 뇌 자극 신호의 

영향을 매우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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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 동안 시도되지 않은 마이크로파 신호를 이용한 비 

침습적 뇌 자극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신경 세포 활성도 촉진 및 

억제의 효과를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단순히 자극에 따라 

신경 세포가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라 자극 신호를 어떤 형태의 펄스에 

담아 자극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신경 세포가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점 역시 본 연구의 의의를 드높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후속 연구로써 자극 펄스의 

형태와 신경 세포 활성도 변화간의 상호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남겨두고 

있으며 또한 효과적인 반송 주파수 선택에 관한 연구와 뇌 자극을 

유도하는 기전과 신경 회로 기반의 자극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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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Brain stimulation 
system using microwave signal 

 

 

Inhyun Kim 

Dep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developed and designed the brain stimulation 

system for mouse experiment. By measuring and comparing the cell 

activity, we have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the brain stimulation. 

For stimulation signal, 6.5 GHz carrier signal was employed. 

Also we have shaped this carrier signal in forms of square pulse so 

as to stimulate the brain. In order to generate this proposed 

stimulation signal, brain stimulation system consists of Voltage-

Controlled-Oscillator(VCO), Switch, Power Amplifier (PA), and 

transformer. 

In order to generate 6.5 GHz signal within the circuit, VCO is 

designed. Although we have selected 6.5 GHz carrier frequency at 

this point, considering that this frequency could be changed 

depending on the experiment requirements we have designed VCO 

whose frequency is variable. Center frequency of the designed VCO 

was 6.5 GHz and cross-coupled structure was employed. Between 

VCO and PA, buffer is inserted to isolate VCO from unknown load 

impedance and amplify VCO output signal. By designing the variable 

load in the buffer, controlling output signal power was possible.  

Shunt switch between the signal line and the ground is designed 

to shaping output signal in the shape of square pulse. When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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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on, there is no output signal. Similarly if switch is turned off, 

output signal flows out from the stimulation system.  

Because signal power from the VCO is insufficient, PA was 

designed. Differential structure was employed so as to reduce the 

undesirable parasitic effect. Also 2-stage cascade structure was 

selected for high power gain (> 20dB) and low breakdown voltage 

problem.  

Combining Transformer converts differential structure to 

single-ended structure. Since transformer on CMOS SOI usually 

shows low combining efficiency, we have designed transformer on 

7-layer PCB. In this way, combining loss could be minimized. 

 

Keywords : Brain stimulation, Oscillator, Power amplifier, Power 

combining transformer, Micro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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