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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설치류에서의 대뇌 혈류변화 연구

신경과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근적외선 분광법은 상대적으로 새롭고, 비

침습적이며, 비전리 적으로 뇌의 활성화에 따른 대뇌 혈류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1) 쥐에서 다양한 수염자극에 따른 혈류변화의 패턴, (2) 쥐의 일차-, 이차

체감각 피질영역, 운동 피질영역에서 혈류변화 신호의 기능적 연결성 분석, (3) 생쥐에서 근

적외선 분광법과 뇌전도의 동시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인위적 발작 유발에 따른 혈류변화 패

턴 분석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 활성화에 따른 대뇌 혈류변화를 성공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으

며, 향후 근적외선 분광법은 유전자 조작된 동물에서 신경-혈관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핵심되는 말 : 근적외선 분광법, 뇌전도, 쥐, 생쥐, 대뇌 혈류변화, 일차 체감각 피질영역, 이

차 체감각 피질영역, 운동 피질영역, 발작, 신경혈관 연결, 수염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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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신경과학 분야에서 유전자 조작된 낙인 마우스 (Knock-in, 특정 유전자 삽입 마우스), 낙아

웃 마우스 (Knock-out, 특정 유전자 결손 마우스)와 같은 설치류 (Rat 또는 Mouse 등)는

뇌졸중 (Stroke), 간질 (Epilepsy), 뇌손상 (Brain Trauma), 알츠하이머 (Alzheimer’s

Disease)등과 같이 다양한 신경학적 질병의 모델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분자 또는 세포수준

에서 질병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 [1, 2]. 게다가 최근 신경과학 분야에

서 이와 같은 질병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신경영상 (Neuroimage) 분야의 발전이 급속

도로 가속화 되고 있다 [3].

대표적인 신경영상 장치로 이광자 형광 현미경 (Two-Photon Fluorescence Microscope)

[4], 공초점 현미경 (Confocal Microscope) [5],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장치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6, 7], 양전자 방출단층촬영 장치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8], 뇌전도 측정 장치 (Electroencephalogram) [9], 근적외선 분광법

(Near-Infrared Spectroscopy) [10, 11] 등을 들 수 있다. 이광자 형광 현미경은 근적외선 대

역의 파장을 이용하여 특정 세포에 부착된 형광 물질 (Fluorophore)을 여기 (Excitation)시

켜, 방출 (Emission)되는 빛의 양을 감지하여 영상화 하는 장치로 고해상도 (High Spatial

Resolution)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나, 공초점 현미경과 같이 투과 깊이의 한계가 단점으

로 작용하고 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장치는 대뇌 신경원이 활성화 될 때 국소적으로 유

발되는 혈액 내 헤모글로빈 (Hemoglobin)의 농도 변화를 측정 하는 방법으로 뇌의 깊은 지

역 신호까지 측정할 수 있으나, 시간 분해능 (Temporal resolution)및 설치류의 뇌가 작기

때문에 BOLD (Blood-Oxygen Level Dependent) 신호의 신호대잡음비 (Signal to Noise

Ratio, SNR)가 작다 [12-14]. 신호대잡음비의 향상을 위해서 망간 (Manganese)을 사용하고

있지만 [15], 다른 여타 장비에 비해 고가인 점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전자 방출단층

촬영 장치는 18FDG (2-deoxy-2[18F] fluoro deoxyglucose)와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

(Radio-Isotope)를 체내에 주사하여 포도당 대사 (Glucose Metabolism)에 대응하여 방출되

는 방사성 물질의 세기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다른 장치에 비해 매우 비싸며 낮은 시-공간

분해능 (Spatiotemporal Resolution), 매우 긴 영상복원 (Image Reconstruction) 시간이 단점

으로 작용하고 있다. 뇌전도 측정 장치는 활동전위 (Action Potential) 발생 후, 후기 시냅스

뉴런 (Postsynaptic Neuron)에서 동기적으로 발화 (Firing)된 뉴런의 활성도 (Neuronal

Activity)가 합쳐져 전위차를 측정하게 되는 원리로 신경활동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

만, 공간 분해능 (Spatial Resolution)이 작고 대뇌 깊은 곳에서의 활동을 측정하기 어렵다.

이런 신경영상 장치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학 이미징 방법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16].

근적외선 분광법은 인체에 무해한 빛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인체 조직을 영상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최근 의료영역에서 그 응용 범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17-28]. 근적외선 분광

법은 인체 조직에 존재하는 산화 헤모글로빈 (Oxy-Hemoglobin, HbO2), 환원 헤모글로빈

(Deoxy-hemoglobin, Hbr), 미오글로빈 (Myoglobin), 시토크롬 산화효소 (Cytochrome

Oxidase), 물 (Water), 지방 (Lipid), 단백질 (Protein)등과 같은 흡수물질 (Chromophore)의

농도변화 및 광학계수 (산란-, 흡수계수)를 비침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29].

1977년 Jobsis 에 의해 생체조직에서의 산소포화도 (Tissue Oxygenation) 측정에 성공한 이

후 [10], 이 연구를 기반으로 신경과학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18, 19, 23, 26, 27, 30-48]. 특

히, 600~900 ㎚ 대역의 근적외선은 인체 조직 내에서 산란 및 흡수가 다른 대역에 비해 상



- 2 -

대적으로 작게 일어나기 때문에 빛이 깊이 도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인체 내 수 ㎝

깊이까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10, 11, 19, 47-50]. 인체 내 존재하는 흡수물질은 크게 산

소에 의존적인 (Oxygen Dependent) 물질과 비의존적인 (Oxygen Independent) 물질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산소에 의존적인 물질은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 씨토크롬 산화

효소가 있으며, 이런 흡수물질의 농도변화는 인체 내 대사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를 정량,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농도변화는

혈관 속을 흐르는 혈류변화반응 (Hemodynamic Response)에 기인한 것으로 인체 대사활동

(Biological Metabolism)이 왕성해질 때, 주변 조직으로 확산되는 산화 헤모글로빈의 양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6, 7, 10, 11, 16, 19, 29-32, 34, 37, 38, 40, 42, 44-56]. 미오

글로빈은 근육 내에서 산소대사와 관련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57]. 또한 씨토크롬 산화

효소는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효소로 조직의 에너지 대사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10, 11,

47-50, 58]. 대표적 흡수물질인 헤모글로빈과 씨토크롬 산화효소의 파장 대역에 따른 흡수도

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인체 조직 내부의 이와 같은 생리학적 계수 (Physiological

Properties,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 씨토크롬 산화효소 등)를 정량적으로 근적

외선을 이용하여 측정하기 위해, 인체조직 내 빛의 확산현상 (그림 2) 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일반적으로, 빛이 인체 조직에 입사하게 되면 흡수 및 산란현상에 기인하여 확산되기 시

작하며, 확산된 빛의 이동 경로는 확산 근사 (Diffuse approximation) 방정식 등에 의해 표

현될 수 있다. 현재 신경과학 분야에서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신

경혈관연결 (Neurovascular Coupling)이라 불리는 뉴런이 활성화 될 때 야기되는 혈류변화

반응신호와의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연구이다.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런의

활성도 와 혈류변화반응의 관계성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실험조건 및 자극

파라미터 (Stimulation Parameter)에 따라서 선형성 (Linear) [59, 60] 을 가지거나 비선형적

(Nonlinear) [53, 61-65] 인 현상을 나타낸다.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신경영상

장치들과의 동시 측정이 필요하다 [55].

본 논문에서는 3가지 다른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향후 설치류

에서 뇌전도 와 근적외선 분광법을 동시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광학 프로브를 이용하여 쥐

(Rat) 의 수염 자극 시 활성화되는 혈류변화를 검출하고, 산화헤모글로빈의 농도 첨두치와

기울기를 정의하여 자극 파라미터를 다르게 할 때 나타나는 혈류변화 신호의 정도를 분석하

였다. 두 번째, 생쥐 (Mouse)에 GBL (γ-butyrolactone), 4-AP (4-aminopyridine) 약물을 이

용하여 인위적 발작 (Seizure) 유발 시 대뇌 혈류변화 및 뇌전도를 동시 측정하고 분석하였

다. 세 번째, 쥐의 수염 자극 시 (Whisker Stimulation) 활성화 되는 대뇌 1차- (Primary

Somatosensory Cortex, S1), 2차 체감각 피질영역 (Secondary Somatosensory Cortex, S2),

1차 운동 피질영역 (Primary Motor Cortex, M1)에서 혈류변화 반응의 기능적 연결성을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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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위)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 (아래) 시토크롬 산화효소의 파장대역에 따른 흡수도 [50]

그림 2. 빛의 확산에 의한 생체내 광 이동경로 모식도 및 뇌에서의 광 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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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및 분석 방법

2.1 측정 방법에 따른 근적외선 분광 시스템의 종류

근적외선 분광법은 측정 방법에 따라 시간영역 (Time-Domain), 주파수 영역

(Frequency-Domain), 연속광파 (Continuous-Wave) 방법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간

영역 방법은 매우 짧은 펄스의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여 인체 조직에 입사시킨 후, 인체조직

을 통과하면서 펄스의 첨두치까지 시간, 감쇠기울기, 시간변이에 따른 광자의 세기분포를 측

정하여 광학계수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그림 3). 광자의 시간적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시간분해 장치 (Time to Digital Converter, TDC)가 필요하며 다른 방법에 비해

시스템의 부피가 커지고 값이 비싸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체조직에 깊이

도달할 수 있으며 매우 정확하게 인체조직의 흡수 및 산란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 [47].

그림 3. 측정방법에 따른 근적외선 분광법의 종류 (좌) 연속광파, (중) 주파수 영역, (우) 시간영역

방법 [22]

주파수 영역 방법은 광원을 수백 ㎒로 변조시킨 후, 인체조직을 통과하면서 감소되는 광원

의 세기 정보 및 위상천이 (Phase Shift)를 이용하여 광학계수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연속광

파 방법에 비해 비교적 정확하게 광학계수를 도출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구성이 연속광파

방법에 비해 값이 비싸지만 시간 영역 방법에 비해 저렴하다. 연속광파 방법은 광원을 수

㎑로 변조시킨 후, 인체조직을 통과하면서 감소되는 광원의 세기 정보를 이용하여 광학계수

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광원세기의 감소만 측정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두 방법과 같이 산

란 및 흡수계수를 정확하게 분리할 수 없지만, 시스템의 구성이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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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광학계수 영상 복원 알고리즘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광학계수를 복원하는 방법으로는 몬테카를로 법 (Monte Carlo

Method) [66] 등의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적분구 (Integrating Sphere)를 이용하여 광

량의 흡수, 산란 정도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 [67] 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근적외선의 체내

확산을 모델링한 확산 근사 편미분 방정식과 이에 기반을 두어 이 방정식의 계수로 나타나

는 흡수-, 산란계수를 영상화하는 최적화 기법 (비선형 해법), 최적화 함수의 선형근사기법

(선형 해법)과 균일 매질에서의 상수로 주어지는 광학계수를 확산 근사 방정식의 분석 해

(Analytic Solution)를 이용하여 구하는 영상 복원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생체 내에서 빛의

흡수, 산란은 볼츠만 방정식 (Boltzmann Equation)의 확산 근사인 타원형 편미분 방정식의

경계치 문제로 기술된다.

 ∇ · ∇         ∈
(1)

  
 

  ∈

: 광밀도 함수,  
  

′ 


: 확산계수,  : 흡수계수, 

′ : 감쇠 산란계수,  : 관심 영역,

 : 광원의 각 변조 주파수, : 빛의 속도, : 경계 의 반사에 관련된 계수

시간영역에서 위 방정식 (수식 1)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 

(2)
 


  ∈ × 

   ∈ × 

이때 흡수-, 산란계수는 다음과 같은 최적화 문제의 해로 나타난다.

   ′ 
arg

  ′ 
  

 


  

 

  ′      (3)

 : 광원의 개수,  : 광 검출기의 개수, : 번째 광원에 대한 번째 광 검출기로 검출한

광밀도 함수 값,   ′  : 광학 계수 
 ′에 대한 번째 광원에 대한 번째 광 검출기

의 광밀도

(수식 3)과 같이 기술된 최적화 문제의 해인 광학 계수는 직 해법 (Forward Solver)과 역

해법 (Inverse Solver), 두 가지의 상호 의존적이고 연속된 단계로 구해진다. 직 해법에서는

역 해법에서 근사 된 
 ′로부터 광밀도   ′   를 구하는 해법이며, 역 해법에서는 직

해법에서 근사한 광밀도   ′  로부터 광학 계수를    ′  ′로 개선해 나가는

해법이다. 직 해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유한요소 해법 (Finite Element Method, FEM)이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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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를 유한요소 기저의 개수라 하고     ⋯   

를 유한요소 기저라 할 때, 확산 근사

방정식 (수식 1)에 관한 유한요소 해법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 · ∇    


   

(4)
   



  
  





역 해법으로 광학 계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식 3)의 목적 함수의 미분 값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코비안 (Jacobian) 행렬이 필요하다. 를 유한요소의 개수라 할 때, 자코비안

행렬은  ×   행렬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i f  ≤  ≤  

(5) 
   

 

  i f    ≤  ≤  

   

∇ · ∇    



 

 : 번째 유한 요소, : 번째 광원에 대한 번째 검출기의 로빈함수 (Robin

Function) 값

따라서 역 해법의 일차 근사식은 다음과 같은 선형 문제가 된다.

  


   
    (6)

역 해법은 크게 선형 해법과 비선형 해법으로 나뉘는데, 선형 해법은 목적함수의 일차 근사

식인 (수식 6) 행렬식을 풀어서 광학계수  
′ 를 구하는 방법으로 선형 근사로 인해 적

절한 초기 근사 해를 알 때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초기 해에 많이 의존하는 방법이

다. 선형 해법으로 연구되는 방법으로는 SIRT (Simultaneous Iterative Reconstruction

Technique), ART (Algebraic Reconstruction Technique), TSVD (Truncate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해법과 티코노프 정규화 해법 (Tikhonov Regularization Technique)

등이 있다. 한편 비선형 해법은 반복적으로 목적함수의 일차, 혹은 이차 근사를 적용하는 방

법으로 초기 해에 대해서는 선형 해법보다는 비교적 독립적이나, 선형 해법보다 시간이 많

이 드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비선형 해법에 대해서는 시간을 단축하면서 정밀도가 높은 광

학계수 영상을 얻는 영역 분할법 (Domain Decomposition Method), 적응 해법 (Adaptive

Method)등이 연구되고 있다.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광학 계수 영상복원 소프트웨어로는

TOAST (Time-Resolved Optical Absorption and Scattering tomography)와 PMI (Photon

Migration Imaging) toolbox 가 있다. TOAST

(http://www.medphys.ucl.ac.uk/~martins/toast/index.html)는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비선형

해법 알고리즘으로 구조적, 비구조적 격자와 삼각, 사각, 큐빅 등 여러 종류의 유한 요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행렬 해법으로는 direct Cholesky, LU, PCG (Preconditioned Conjugate

Gradient), BiCG (Bi-Conjugate Gradient), BiCGSTAB (STABilized Bi-Conju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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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ent)와 GMRES (Generalized Minimum RESidual) 해법이 사용되고 있다. 역 해법으로

는 비선형 공액 기울기 강하법 (Nonlinear Conjugate Gradient Method), 뉴톤법 (Newton

Method)이 사용되고 있다. 격자 생성을 위한 선처리 및 후처리 해법, 복원된 영상을 형상화

하는 뷰어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PMI toolbox

(http://www.nmr.mgh.harvard.edu/DOT/resources/toolbox.htm)는 슬랩 (Slab) 형태의 매질

에 들어있는 광학 계수가 다른 두 개의 구 형태 물질의 광학 계수 및 모양을 복원하는 선형

해법의 소프트웨어이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선형 해법으로는 다양한 변조 주파수를 가지

는 SIRT, ART, TSVD, 티코노프 정규화 해법 이 있으며, 매틀랩 스크립트의 형태로 프로

그램 되어있다.

2.3 다중거리 측정법을 통한 균질 매질에서 광학계수 도출

앞 절의 영상 복원법이 주로 확산 광 영상법 (Diffuse Optical Tomography, DOT)에서 쓰

이는 것이라며 근적외선 분광법에서는 균일한 매질에서 광학 계수를 실시간으로 구하는 방

법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다중거리 측정법 (Multi-Distance Method)이 많이 쓰이고 있

다. 다중거리 측정법은 주파수 영역 방법으로 얻어 낸 광원의 세기 감소 정보와 위상 천이

정보를 이용한다. 이 측정법은 인체 조직이 여러 개의 반무한 균일 층 (Semi-Infinite

Homogeneous Layer)으로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 (수식 1) 의 분석 해를 구한다 [68]. 이

분석 해의 특성으로 광원과 검출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광원의 세기는 지수적으로 감소하

고, 위상 천이 정보는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광원의 세기에 로그 (Logarithm)를 취하

여 광원 세기와 위상 천이 정보의 광원 과 광 검출기 사이의 거리에 따른 변화율에 대한 정

보를 이용하여 광학 계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 4).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산란-, 흡수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68].

그림 9. 균질 매질에서 광원과 검출기 사이 거리에 따른 광원의 세기와 위상 천이정보 [22]

흡수계수:   
 


 

  감쇠 산란계수: 
′  


  



 

(7)

광원 세기 변화율:  ∆

∆ ln   
 위상 천이 변화율:  ∆

∆


: 광원의 세기,  : 매질 내에서 빛의 속도,  : 변조 주파수,  : 광원의 위상 천이정보,

 :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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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농도계산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농도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변형된 비어-램버트 법칙 (Modified

Beer-Lambert law)을 사용 한다 [69]. 비어-램버트 법칙에 따르면 매질의 두께와 매질의 광

학계수에 따라 광원의 세기는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비어-램버트 법칙에서 산란 현

상을 인체 조직에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런 산란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변형된 비어-램버

트 법칙이 기술되었다. 변형된 비어-램버트 법칙은 산란 정도를 나타내는 유효 광 경로 차

이 값 (Differential Pathlength Factor, DPF)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유효 광 경로 차이 값

이 6 이라면, 산란되지 않고 인체 조직을 통과하는 광자보다 산란되는 광자가 약 6배 정도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유효 광 경로 차이 값은 오직 시간영역 방법으로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사화 시켜 사용한다.

  

 










′ 









   

′ 
  

 


 (8)

연속 광파 영역 방법에서는 흡수 및 산란계수 정보를 정확하게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영역 방법으로 측정된 문헌에 공개되어 있는 각 인체 조직의 유효 광 경로 차이 값을 사용

한다. 헤모글로빈 농도를 구하기 위해 두 개 파장에 대한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변형된 비어

-램버트 법칙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ln


   

 ∆    
 ∆      (9)

: 초기 광원의 세기 (통상적으로 Baseline Recording이라고 하며, 본 논문에서는 5 분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사용 하였다.), : 시간 변화에 따른 광원의 세기 변화,  : 주어진 파

장 (본 논문에서는 690, 830 nm 파장을 사용 하였다.)에 대한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흡

광계수 (Extinction Coefficient),   : 주어진 파장에 대한 유효 광 경로 차이값

비어-램버트 법칙은 광원의 세기가 매질을 통과 하면서 매질의 두께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

소한다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정의 된다. 또한 근적외선 파장 대역에서 생체 내 가장 두드

러진 흡수 물질은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으로 가정하며, 그밖에 흡수 물질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정의한다. 수식 9를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 농도변화에 대해서 690, 830

㎚ 파장에 대해서 연립 방정식을 전개 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  

   

 


  

∆  



(10)

∆    
    

    
    

 

 
 


  

∆  

  
 


  

∆  

또한 전체 헤모글로빈 (Total Hemoglobin) 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 : 전체 헤모글로빈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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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이 광원의 세기만을 이용하는 연속 광파 방법으로는 상대적인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농도만을 구할 수 있다. 정확하게 산란-, 흡수계수를 구할 수 있는 주파수영

역, 시간영역 방법을 이용하면 정량적으로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인체 조직에서의 산소 포화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11)

2.5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상대적 위상 차이 정보 분석

약물에 의한 발작 유발 시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상대적 위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매

틀랩의 힐버트 변환 (Hilbert Transform) 함수를 사용하였다 [70]. 힐버트 변환은 다음과 같

이 정의 할 수 있다.

     
  
  


    tan 




 (12)

  
: 힐버트 변환을 통해 얻어진 산화 헤모글로빈의 위상값,   : 힐버트 변환을 통해 얻

어진 환원 헤모글로빈의 위상값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상대적 위상 차이는   
에서  을 뺀 값으로 정의 할 수 있

다.

2.6 NIRS 채널 간 산화 헤모글로빈의 상호 상관성 분석

약물에 의한 발작 유발 시 생쥐 뇌에서 채널 간 산화 헤모글로빈의 공간적 상호 상관성

(Spatial Cross Correlation) 분석을 위해서 매틀랩의 “xcorr”함수를 사용하였다. 상호 상관성

(Cross Correlation)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13)

  : NIRS 신호의 번째 및 번째 채널,  : 번째 및 번째 채널의 시간 지연

에 대한 상호 상관성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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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혈류변화 신호의 기능적 연결성 분석

일차-, 이차 체감각 피질영역, 운동피질 영역에서 혈류변화 신호의 기능적 연결성 분석을

위해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분석 (Granger Causality)을 하였다 [71, 72]. 그랜저 인과관계 검

정분석법은 AR-모델 (Auto-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  신호의 미래 값을 계산하

는 선형예측 (Linear-Prediction) 모델이다.  시점에서 의 값을 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

이 2개의 다른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

    
  



     (14)

    
  



    
  



      (15)

  : AR-Matrix, : 모델의 차수,  : 평균이 0 인 랜덤 노이즈 신호,  : 다변수 신호

(Multivariate Signal)의 평균이 0 인 랜덤 신호,  : 최대 차수

이때 모델 차수는 Akaike information 기준에 의해 결정 된다 [73]. 따라서 그랜저 인과관계

는 다음 식에 의해 평가 될 수 있다 [74].

 ≡    

   
 (16)

  
  




   

  




 (17)

 : 관찰자의 수, 가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 되는 귀무가설 (Null

Hypothesis)을 만족한다. 따라서 가 충분히 크다면, 는 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적인 의미 부여를 위해 값은 0.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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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시스템 및 실험

3.1 주파수 영역 근적외선 분광 시스템

본 실험에 사용된 근적외선 분광 시스템 Imagent (ISS, IL, USA)은 16 채널 레이저 광원

(690, 830 ㎚)을 110 ㎒로 변조 (Modulation) 시키고, 광 검출기인 PMT (Photomultiplier

Tube)는 110.005 ㎒로 변조된 후, 데이터 획득 시 5 ㎑의 주파수 성분을 검출하는 방식의

헤테로다인 검출 (Heterodyne Detection) 방법을 사용 한다 (그림 5). 각 레이저 광원의 평

균 파워는 약 10 ㎽이며 측정된 신호는 컴퓨터로 전송되어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되게 된

다.

그림 5. 주파수 영역 방식의 근적외선 분광 시스템 (http://www.iss.com/products/im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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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쥐에서 수염자극 시 대뇌 혈류변화 측정

모든 실험동물 (Adult Female Sprague-Dawley Rats, n=3, 몸무게 300-350 g)은 한림대학

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의 실험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다. 모든 쥐는 urethane (1.25 g/㎏

body weight) 마취 후, 뇌정위수술장치 (Stereotaxic Frame)에 머리가 고정되었다. 히팅 패

드 (Heating Pad, LSI Inc., Letica, HB 101/2)를 이용하여 37 ℃로 쥐의 체온을 유지하였다.

모든 쥐의 두피 (Scalp)를 절개하여 좌측 수염 자극 시 활성화되는 우측 대뇌수염피질 영역

을 중심으로 본 연구실에서 디자인한 광학 프로브를 위치시켰다 (그림 6).

그림 6. (좌) 쥐에서 광학 프로브의 배치, (우) 광학 프로브 [32]

또한 광학 프로브와 쥐의 두개골 사이의 경계조건을 안정시키기 위해 치아용 시멘트

(Dental Cement)를 사용하여 광학 프로브의 각 부위에 도포하였다. 대뇌 수염피질의 위치는

Bregma Point를 기준으로 뒤쪽 방향 (Posterior Direction)으로 2 ㎜, 오른쪽 측면 방향

(Medial to Lateral Direction)으로 5 ㎜ 위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수염 자극을 위한 생체 자

극기 (Bio-stimulator, Palmer Bioscience Inc., Stimulator 100)의 전극은 각각 좌측 수염의

B4와 E1지역에 삽입하였다 [75]. 수염 자극 시 전기신호의 펄스 폭 (Pulse Width)을 20 ㎳

로 유지하였고, 자극 시간은 6 sec, 자극 전압은 각각 2, 5, 10 V, 자극 주파수는 각각 1, 3,

5 Hz 로 수염을 자극하였다. 모든 실험은 최초 5 min 간 Baseline 데이터를 측정 하였으

며, 자극 후 3 min의 회복시간 (Recovery Time)을 주었으며, 자극 파라미터 별로 각각 3번

의 동일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7).

Baseline recording

Stimulation 1 Stimulation 2 Stimulation 3

Recovery Recovery Recovery

5 Minute 3 Minute 3 Minute 3 Minute

6S 6S 6S

Baseline recording

Stimulation 1 Stimulation 2 Stimulation 3

Recovery Recovery Recovery

5 Minute 3 Minute 3 Minute 3 Minute

6S 6S 6S
그림 7. 전기자극 실험방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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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획득은 약 20 Hz로 하였으며 획득된 광원의 세기 차이를 이용하는 변형된 비어-램

버트 법칙을 적용하여 (수식 10)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계산 하였다. 측정된 데

이터로부터 혈류변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산화 헤모글로빈의 농도 첨두치와 기울기를 그

림 8과 같이 정의하였다. 최소제곱이차선형함수 (Linear Fitting)를 사용하여 산화 헤모글로

빈의 농도 기울기를 정의하였다. 모든 산화 헤모글로빈의 농도 첨두치와 기울기는 각 파라

미터 별로 평균을 취하였다.

Amplitude

Slope

Amplitude

Slope

그림 8. 산화 헤모글로빈의 기울기 및 첨두치 정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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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생쥐에 발작 유발 시 근적외선 분광법 과 뇌전도의 동시 측정

모든 생쥐는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실

험동물 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다. 12 마리 생쥐 (Adult Female ICR Mice, 몸무게 31.2 ±

3.53 g, Orientbio Inc., South Korea)는 2 % 에버틴 (Avertin, 20㎕/g body weight) 마취

후, 뇌정위수술장치 (David Kopf Instruments, Model 902, USA)에 고정 되었다. 약 1인치

두피 절개 후, 마이크로 클램프 (Micro Clamp)를 이용하여 두개골을 노출 시켰다. 뇌전도

장치 측정을 위해, 2 개의 스크류 전극 (Screw Electrode, 임피던스 20 ㏀, 직경 1/32")을 생

쥐 두개골에 위치 (Bregma Point 로부터 Anterior-Posterior: + 2.0 ㎜, Lateral: ±2.5 ㎜) 시

켰다 (그림 9).

그림 9. (좌) 광학 프로브와 뇌전도 측정장치 배열, (우) 실험모습 [44]

광학 프로브와 두개골 사이의 경계조건을 안정시키기 위해 치과용 시멘트 (Ketac Cem

Easymix, 3M Inc.)를 사용하였다. 발작을 유발시키기 위해 GBL (γ-butyrolactone, 500㎎/㎏

body weight, Sigma, USA), 4-AP (4-aminopyridine, 10㎎/㎏ body weight, Sigma, USA)

를 각각 6마리의 생쥐에 주사하였다. GBL 과 4-AP 는 각각 결여발작 (Absence Seizure)과

긴장-간대발작 (Tonic-Clonic Seizure)을 유발 시킨다. GBL 과 4-AP의 투여양은 이전 실험

에 사용된 투여 양을 참고했으며 [76, 77], 본 실험에서는 강렬한 발작을 유발시키기 위해

GBL을 최대로 투여했으며, 4-AP는 통상적인 양을 투여하였다 [77]. 광학 프로브는 생쥐 두

개골에 원형으로 위치시켰으며 중심에 검출기를 위치하였다. 검출기와 광원의 거리는 약 0.5

㎝로 유지하였다 (그림 9). 뇌전도 측정 장치의 구성으로 1 채널 양 극성 (bipolar) 전극을

사용했으며, 측정된 뇌전도 신호는 전치 증폭기 (Preamplifier, Model QP511, Grass

Technologies, USA)에서 약 10,000 배 증폭 되고 1 ㎑의 샘플링으로 데이터 획득 보드

(Digidata 1440A, Axon Instruments Inc., USA)로 전송된다. 모든 뇌전도 데이터는 10 차

Zero-Phase Butterworth 대역 통과 필터 (Band Pass Filter) 되었으며 밴드 대역은 약

0.1-50 Hz 이다. 발작성 파 (Epileptiform Discharges)는 참고 문헌에 따라 분류 했으며 [78]

GBL, 4-AP 에 의해 유발된 가장 두드러진 파형은 극서파 복합체 (Spike-and-Wave

Discharge Complexes, SWDs), 스파이크 트레인 (Spike Train)등으로 알려져 있다 [79]. 본

실험에서는 발작성 파형으로 주로 다형상 스파이크 파형 (Polyspike), 다형상 극서파 복합체

(Polyspike-and-Slow-Wave Complexes)등의 파형이 검출 되었다. 근적외선 분광법으로 측

정된 데이터는 수식 10 에 기반을 두어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 농도를 계산했으며, 수식

12, 13 을 이용하여 각각 힐버트 변환, 상호상관성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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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쥐에서 혈류변화 신호의 기능적 연결성 측정

모든 실험동물 (Adult Female Sprague-Dawley Rats, n=3, 몸무게 350 ± 10 g)은 연세대학

교의 실험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다. 모든 쥐는 urethane (1.25g/㎏ body weight) 마취 후, 뇌

정위수술장치에 머리를 고정하였다. 쥐의 두피를 절개하여 좌측 수염 자극 시 활성화되는

일차-, 이차 체감각 피질, 일차 운동피질 영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실에서 디자인한 광학 프

로브를 위치시켰다 (그림 10). 또한 광학 프로브와 쥐의 두개골 사이의 경계조건을 안정시키

기 위해 치아용 시멘트를 사용하여 광학 프로브의 각 부위에 도포하였다. 일차 운동피질 영

역의 위치는 Bregma Point를 기준으로 앞쪽 방향 (Anterior Direction)으로 2 ㎜, 오른쪽 측

면 방향 (Medial to Lateral Direction)으로 4 ㎜ 위치, 일차 체감각 피질영역은 뒤쪽 방향으

로 2 ㎜, 오른쪽 측면 방향으로 3 ㎜ 위치, 이차 체감각 피질영역은 뒤쪽 방향으로 1 ㎜, 오

른쪽 측면 방향으로 6 ㎜에 위치한다 [80, 81]. 수염 자극을 위한 생체 자극기

(Bio-stimulator, Palmer Bioscience Inc., Stimulator 100) 전극은 각각 좌측 수염의 B4와

E1지역에 삽입하였다 [75]. 수염 자극은 10 sec 간 1 Hz로, 10 V의 전기 자극을 인가하였고

90 sec의 회복기간을 주었다. 각 쥐마다 약 38-60 번의 반복 실험을 수행하였다. 신호 분석

은 일차-, 이차 체감각 피질영역, 일차 운동피질영역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일차 체감각

피질영역 은 1번 검출기의 4-5 번 광원 및 2번 검출기의 5-6번 광원이며, 이차 체감각 피질

영역 은 1번 검출기의 3번 광원 및 2번 검출기의 3-4번 광원이며, 일차 운동피질영역 은

1-2 번 검출기의 1 번 광원을 기준 삼았다. 각 영역의 기능적 연결성 분석을 위하여 수식

10 을 이용하여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 농도변화를 계산하였고, 계산된 결과는 수식 16, 17

에 기반을 두어 매틀랩을 이용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시행하였다.

그림 10. 광학 프로브 배치 (흰색) 광원, (검정)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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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과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쥐에서 수염 자극 시 대뇌 혈류변화 측정 [32], 두 번째, 생쥐에 인

위적 발작 유발 시 근적외선 분광법 과 뇌전도의 동시 측정 [44], 세 번째, 쥐에서 혈류변화

신호의 기능적 연결성 측정 분석 [72] 의 3가지 독립적인 결과를 보고한다.

4.1 쥐에서 수염자극 시 대뇌 혈류변화 측정

그림 11은 수염 자극 실험에 앞서, 스틱을 이용하여 쥐의 좌측 수염전체 부위를 자극한 결

과이다. 수염자극은 약 10 sec 간 5번 반복 했고 수염자극 후 약 3 min 이상의 회복시간을

주었다. 수염부위를 자극 후 약 1-1.5 sec 이내에 산화 헤모글로빈의 농도 첨두치가 증가했

고, 약 6-8 sec 이내에 첨두치까지 도달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환원 헤모글로빈은 산화 헤모

글로빈의 약 60 % 수준에서 농도변화가 일어났다.

그림 11. 수염자극 시 산화-, 환원-, 전체 헤모글로빈의 농도변화 (빨강: 산화 헤모글로빈, 파랑:

환원 헤모글로빈, 녹색: 전체 헤모글로빈, 검정: 자극 시점) [32]

그림 12는 좌측 수염 자극에만 혈류변화 신호가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결과이다.

첫 번째 오른쪽 앞발 자극 (Right Forepaw Stimulation)을 했을 때 혈류변화 신호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두 번째 좌측 수염 자극 시 혈류변화가 나타났으며, 세 번째 우측 수염 자극

시 혈류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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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다양한 체감각 부위에서의 혈류변화 테스트 [32]

그림 13은 자극 파라미터를 각각 1, 3, 5 Hz, 2, 5, 10 V로 자극할 때 산화 헤모글로빈의 첨

두치 결과를 보여준다. 모든 데이터는 3 번의 동일 실험, 3 가지 자극 주파수의 변화, 3가지

자극 전압의 변화를 포함한 총 81 개 데이터의 평균값이다. 전체적으로 자극 주파수 및 전

압이 높아질수록 산화 헤모글로빈의 첨두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자극 전압이

2 V인 경우 혈류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혈류변화 신호는 특정 자극 전압 이

상에서만 반응하며, 자극 전압에 자극 주파수보다 더 의존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3. 자극 파라미터에 따른 산화 헤모글로빈의 첨두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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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는 그림 13과 같이 자극 파라미터를 다르게 할 때 산화 헤모글로빈의 기울기를 나타

낸 결과이며, 이전과 동일한 81 개 데이터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13의 결과와 비슷하

게 자극 전압 및 자극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산화 헤모글로빈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4. 자극 파라미터에 따른 산화 헤모글로빈의 기울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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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생쥐에 발작 유발 시 근적외선 분광법 과 뇌전도의 동시 측정

4.2.1. 발작 동안의 뇌전도 신호 분석

In vivo 상태의 생쥐 뇌에서 뇌전도 측정을 위해 스크류 전극을 사용했으며 동시에 근적외

선 분광법을 측정하였다. 파워 스펙트럼 분석 방법 (Power Spectrum Analysis) 적용 결과,

GBL을 투여한 그룹은 Baseline과 비교하여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파워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5). 반면 4-AP를 투여한 그룹은 Baseline 과 비교하여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파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6).

그림 15. GBL 투여 그룹에서 파워 스펙트럼의 히스토그램 결과 [44]
에러바 (Error Bar)는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를 나타낸다. 모든 주파수 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

을 나타낸다. (**, p < 0.01; *, p < 0.05, Kruskal-Wallis nonparametric one-way ANOVA test), 모든 데이터

는 정규화 (Normalized) 되었으며 baseline 동안의 0.1-250 Hz 주파수 영역이 정규화 인자 (Normalize Factor)

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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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4-AP 투여 그룹에서 파워 스펙트럼의 히스토그램 결과 [44]
Gamma 대역을 제외한 주파수 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보인다. (*, p < 0.05, Kruskal-Wallis

nonparametric one-way ANOVA test), 모든 데이터는 정규화 (Normalized) 되었으며 baseline 동안의 0.1-250

Hz 주파수 영역이 정규화 인자 (Normalize Factor)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GBL, 4-AP 약물은 명백하게 발작의 유발 기전이 다르며 이에 따라 뇌전도 결과에

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 GBL 투여 그룹에서 6 마리 중 5마리, 4-AP 투여 그룹에서 6

마리 중 4 마리의 생쥐에서 발작 파형이 관찰 되었다. 특히 GBL 투여 그룹에서 다양한 발

작 파형이 관찰 되었다 (그림 17). 발작의 시점 (Ictal Onset)과 종료 (Ictal Termination)는

뇌전도 신호의 baseline 과 비교하여 갑작스런 큰 변화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발작 파형은 스파이크 (Spike), 샤프 웨이브 (Sharp Wave)의 복합적인 형태로 관찰 되었다.

발작 파형은 GBL 투여 후 약 2-4 min 이내에 불규칙 적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데이터는 표

1에 요약 하였다. 발작 파형의 형상 및 주파수는 각 생쥐 개체 별로 다양하게 관찰 되었다.

발작 동안 파형의 발작 시점 과 종료 사이의 지속 시간은 약 2.5 ± 0.9 sec, 파형의 양진폭

(Peak to Peak Amplitude)은 2-5 배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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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GBL 투여 그룹에서 관찰된 발작 파형 [44]

표 1. GBL 투여 그룹에서의 뇌전도 측정 결과 [44]

Seizure onset

(sec)

Number of

ictal events

Total duration

of ictal events

(sec)

A p p a r e n t

epileptic form

mouse 1 (GBL) - - - -

mouse 2 (GBL) 149 66 140

sharp wave,

polyspike

complex

mouse 3 (GBL) 134 92 104

sharp wave,

spike-and-wave

complexes,

polyspike-and-

wave complex

mouse 4 (GBL) 248 86 113

sharp wave,

polyspike

complex

mouse 5 (GBL) 210 201 121

sharp wave,

polyspike

somplex

mouse 6 (GBL) 118 56 142

sharp wave,

spike-and-wave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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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L 투여 그룹과 비교하여 4-AP 투여 그룹의 뇌전도 측정 결과는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스파이크 파형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진폭이 커짐을 관찰하였다 (그림

18). 6 마리 중 3마리의 생쥐에서 약물 투여 후 3분 이내 경련성 발작 파형 (Convulsive

Epileptiform Discharge)을 보였으며, 특이하게 1 마리에서는 30 min 간 지속 되었다. 스파

이크 파형의 반복률 (Repetition Rate of Spike)은 약 1-2 Hz 로 관찰 되었으며,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돌발성 발작파 (Paroxysmal Discharge)로 인하여 발작 간 기간 (Inter-ictal

Period)을 정의 할 수 없었다. 발작 동안 발작파의 양진폭은 평균 baseline 에 비하여 약

13-25 배 증가하였다 (표 2). 때로는 강하게 동기화되어 진폭이 50 배 이상 커짐을 관찰하

였다.

그림 18. 4-AP 투여 그룹에서 관찰된 발작 파형, (좌) baseline, (우) 발작 파형 [44]

표 2. 4-AP 투여 그룹에서의 뇌전도 측정 결과 [44]

Seizure onset

(sec)

Frequency of

spike (Hz)

Total duration

of ictal events

(sec)

Average of

peak- to-peak

level (Max)

mouse 7 (4-AP) - - - -

mouse 8 (4-AP) 60 0.6~0.9 740 21.3 (78.2)

mouse 9 (4-AP) 103 0.5~0.9 719 16.7 (54.6)

mouse 10 (4-AP) 181 0.5~1.0 1151 13.3 (18.8)

mouse 11 (4-AP) 2007 0.6~0.8 24 24.6 (54.2)

mouse 12 (4-A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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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발작에 의한 생리학적 혈류변화 분석

그림 19는 GBL 투여 그룹의 생리학적 혈류변화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 신호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약물에 대한 혈류변화의 반응은 다르게 관찰 되었다. GBL 투여 그룹에서 산화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서서히 증가하지만, 농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그림 19). 반

면 4-AP 투여 그룹은 생리학적 혈류변화 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발작이 일

어나는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혈류의 유입 (Blood Inflow)이 관찰 되었다 (그림 20).

그림 19. GBL 투여 그룹의 생리학적 혈류변화 신호 [44]
수직선은 약물의 복강 주사 (Intraperitoneally Injection) 시간, y축 스케일은 100μM을 나타낸다. 모든 데이터는

8개 채널의 평균값이다.

그림 20. 4-AP 투여 그룹의 생리학적 혈류변화 신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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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발작 동안 혈류변화의 공간적 상관성 분석

생쥐 두개골, 각 채널에서 획득된 혈류변화 신호는 상호 상관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분석

되었다 (수식 13). 발작 동안 상호 상관성 정도는 baseline 과 비교하여 분석 하였으며, 각

채널에서 획득된 산화 헤모글로빈 농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매 1 min 동안 8 개 채널에

서 획득된 혈류변화 신호의 상호 상관 계수 (Cross Correlation Coefficient), 총 28 쌍 (8C2)

이 계산 되었다. GBL, 4-AP에 의한 발작 발생의 시간에 따른 공간적 상호 상관성의 평균,

표준편차는 각각 그림 21, 22 에 표현 되었다. GBL 그룹의 경우 시간에 따른 공간적 상호

상관성 값은 발작과 관련성이 없었다. 반면 4-AP 그룹은 전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란

상호 상관성 값이 증가하였으며, 생쥐 7 (paired t-test, p-value < 0.05)을 제외하고 통계적

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21. GBL 투여 그룹에서 산화 헤모글로빈의 공간적 상호 상관성 [44]
상호 상관성 분석을 하기 위해 생리학적 혈류변화 신호는 제거 되었다. 검은 점선: 산화 헤모글로빈의 표준편

차, 검은 실선: 산화 헤모글로빈의 평균값, 붉은 점선: 시간에 따른 발작의 빈도

그림 22. 4-AP 투여 그룹에서 산화 헤모글로빈의 공간적 상호 상관성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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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GBL에 의한 발작 시 혈류변화 분석

GBL에 의한 발작 파형 발생 시 혈류변화 신호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발작 파형 발생 시 나

타날 수 있는 혈류변화는 다음의 5 가지 다른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 ‘no response’,

‘wash-out’ (∆  ↑&∆ ↓), ‘joint-decrease’ (∆  ↓&∆ ↓),

‘joint-increase(∆  ↑&∆ ↑), and ‘de-activation’ (∆  ↓&∆ ↑), 그

림 23의 점선 박스에 표현 되었다.

그림 23. GBL 투여 그룹에서 발작에 따른 혈류변화 패턴 [44]
발작 신호에 따른 혈류변화 신호의 이벤트 개수는 매 1 min 동안 계산 되었다. 발작 초기에는 주로 ‘no

response', 'joint-decrease'와 같은 패턴이 관찰 되었으며, 'wash-out' 현상은 약물 주사 후 약 8-15 min 에

나타났다. ’de-activation'은 약물 주사 후 약 12 min 에 나타났으며, 20 min 후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

을 보였다.

발작 신호에 따른 혈류변화 신호 패턴 분석을 위해 10 차 Zero-Phase Butterworth 고역 통

과 필터 (High Pass Filter) 되었으며 밴드 대역은 약 0.01 Hz 이다. 발작 신호에 따른 약

40-70 % 의 혈류변화는 ‘no response’ 패턴을 보였다. 생쥐 1의 뇌전도 데이터는 발작 파형

의 분류가 쉽지 않아 제외 시켰다. 약 37-52 % 의 혈류변화는 ‘joint-decrease’ 패턴, 약

0-17 % 의 혈류변화는 ‘wash-out’ 패턴을 보였다. 생쥐 6의 경우 ‘wash-out’ 패턴의 반대

경향 (약 37.5 % 의 ‘de-activation’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어떤 생쥐에서도 ‘joint-increase’

와 같은 패턴은 관찰 되지 않았다. 또한 발작 신호에 따른 혈류변화의 ‘wash-out’ 패턴을

영상재구성 하였다 (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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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생쥐 6에서 혈류변화의 'wash-out' 패턴에 대한 영상 재구성
매틀랩 기반의 “HomER" (http://www.nmr.m호.harvard.edu/PMI/)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해서 영상을 재구성

하였으며, 발작 파형은 프로그램 상의 Stimulation Vector로 사용되었다.



- 27 -

4.2.5.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상대적 위상차 분석

LFO (Low Frequency Oscillation) 영역에서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상대적 위상차 분석

을 하였다 [43]. 일반적인 현상인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180 ° 위상차이 (Out-of-Phase)

는 보고되었다 [42]. 하지만 360 ° 위상차이 (In-Phase) 현상은 전체 헤모글로빈 또는 Blood

Partial Volume 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상

대적 위상차 분석을 위해 10차 Zero-Phase Butterworth 대역 통과 필터 (0.05-0.2 Hz) 되었

으며, 시간에 따른 상대적 위상 차이는 그림 25에 표현 되었다.

그림 25. 시간에 따른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상대적 위상차이 [44]
수식 12에 기반을 두어 계산되었으며 최종 결과는 9차 다항식 결합법 (Polynomial Fitting)을 사용하여 표현하

였다. 전형적으로 GBL 투여 그룹은 주입 20 min 후부터 In-Phase 현상을 보인다. 반면 4-AP 투여 그룹은 시

간에 따라 Out-of-Phase (약 145°) 현상을 보인다.

GBL 투여 그룹의 경우 약물 주입 20 분 후부터 In-Phase 현상을 보이며, 약 40 분 후부터

는 Out-of-Phase (약 145 °)로 바뀌는 현상이 관찰 되었다. 반면 4-AP 투여 그룹은 시간에

따라 Out-of-Phase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관찰 되었다.

추가적으로 생쥐 각 지역별 시간에 따른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상대적 위상차 분포 분

석을 위해 위상차 히스토그램 (Angle Histogram of Polar Angle of Phase Portrait)을 시행

하였다 (그림 26).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위상 데이터의 최대값은 -1 에서 1의 값으로

정규화 되었다 [39]. 그림 26은 생쥐의 5번 채널에서의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위상차 히

스토그램 결과이다. 이전과 동일하게 발작이 진행되면서 GBL 투여 그룹은 Out-of-Phase

에서 In-Phase 현상을 보임이 관찰되었으며, 약 37 분 후부터 다시 Out-of-Phase 현상을

보였다. 반면 4-AP 그룹은 시간에 따라 Out-of-Phase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관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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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위상차 히스토그램 [44]



- 29 -

4.3 쥐에서 혈류변화 신호의 기능적 연결성 분석

쥐의 수염 자극 시 활성화 되는 일차- (S1),이차 체감각 피질영역 (S2),일차 운동 피질영역

(M1)에서 혈류변화 신호를 분석하였다. 기능적 연결성 분석을 위해 수식 16, 17에 기반을

두어 그랜저 인과 관계 검정 분석을 하였다. 그랜저 인과 관계 검정 분석은 혈류변화의 정

보이동 정도로 표현되었다. 표 3과 그림 26은 그랜저 인과 관계 검정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

다. 혈류변화 신호의 분석은 S1, S2, M1영역으로 나눠 수행 하였다. S1은 1번 검출기의 4-5

번 광원 및 2번 검출기의 5-6번 광원이며, S2는 1번 검출기의 3번 광원 및 2번 검출기의

3-4번 광원이며, M1은 1-2 번 검출기의 1 번 광원을 기준 삼았다. S1으로부터 S2의 정보 이

동이 약 40.9 %, S1으로부터 M1의 정보 이동은 63.1 % 로 관찰 되었다. 반면 S2로부터 S1의

정보 이동은 약 38.9 %, S2로부터 M1의 정보 이동은 55.2 % 로 나타났다. 따라서 S1, S2로

부터 M1으로 정보이동이 많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보고에 따르면 수염 자극 시

전기 신호의 활성은 S2에서 S1, S2에서 M1으로 방향성을 가진다고 보고 한다 [80, 81]. 본

실험 결과에 따르면 S2와 S1의 방향성은 양 방향성으로 관찰 되었으며, S1, S2에서 M1으로

의 방향성만 관찰 되었다.

표 3. S1, S2, M1에서의 기능적 연결성 (paired t-test, p-value < 0.05)

S1 S2 M1
S1 - 38.9 % 7.9 %

S2 40.9 % - 13.3 %

M1 63.1 % 55.2 % -

그림 27. S1, S2, M1 에서의 혈류변화 방향성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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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고찰

5.1 쥐에서 수염 자극 시 대뇌 혈류변화 측정

본 연구에서 디자인한 광학 프로브는 효과적으로 쥐의 대뇌수염피질영역에서 혈류변화의 측

정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뉴런이 활성화되면 주변으로 흐르는 혈류량이 국소

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산소대사 요구량의 증가로 인하여 산화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증가하

며 상대적으로 환원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는 Wash-out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주변 소동맥 (Arteriole), 소정맥 (Venule), 모세혈관 (Capillary) 구조들의 비대

칭성 및 비동기적 운동 때문에 Wash-out 현상은 180° 위상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40]. 하

지만 혈류의 공급이 순간적으로 산소대사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때 초기감소

(Initial Dip) 라 불리는 산화 헤모글로빈 농도가 순간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형태의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39, 55]. 또한 뉴런이 활성화될 때, 산화 헤모글로빈의 농도 증가가

환원 헤모글로빈의 농도 감소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헤모글로빈의 농도변화는 증가하게 된

다. 본 실험에서도 수염자극 시 우측 대뇌수염피질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산화 헤모글로빈의

농도변화가 증가하였으며, 환원 헤모글로빈의 위상 차이는 약 180°를 나타냈으며 전체 헤모

글로빈의 농도변화 역시 증가하였다. 또한, 그림 12 에서 좌측 수염 자극에만 혈류변화가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광학 프로브의 위치가 쥐의 좌측 대뇌수염피질 에 정확하게 위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초기감소 와 같은 현상은 볼 수 없었다. OIS (Optical

Intrinsic Signal) 방법으로 쥐의 대뇌 수염피질을 노출시켜 수염자극에 대한 혈류반응을 연

구한 논문에서 초기감소 와 같은 현상 이후, 산화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증가하는 형태의 이

중 위상 (Biphasic) 현상을 보고하고 있지만 [56, 82]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논문들은 이런 이중 위상 현상을 보고하고 있지 않다 [31, 34]. 이런 이유로 OIS 방법은 빛

을 직접 대뇌피질에 조사하여 혈류변화를 얻기 때문에 비 침습적인 근적외선 분광법보다 공

간 분해능이 높아서 생기는 현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광 경로 차이 값 에

따라 초기감소 가 유도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83]. Siegel 등은 쥐의 앞발 자극 시 활성

화되는 부위에서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과 근적외선 분광법을 동시에 측정하여 두 신호의 연

관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다 [31]. Blood 등은 쥐의 대뇌수염피질을 노출시키고 OIS 방

법을 이용하여 수염 자극 시 혈류변화를 측정한 결과, 자극 주파수 및 자극 시간이 증가할

수록 산화 헤모글로빈의 농도변화가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84]. 이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산화 헤모글로빈의 첨두치 및 기울기에 대한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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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생쥐에 발작 유발 시 근적외선 분광법 과 뇌전도의 동시 측정

본 실험에서는 강렬한 혈류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약물을 이용하여 발작을 유발하였다. 발작

은 뇌의 많은 지역들의 뉴런이 동기화되어 전기적으로 매우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며, 이로

인하여 평상시에 비하여 매우 강렬한 혈류변화를 일으킨다 [19, 85-88]. 특히 발작을 이용한

소동물 모델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양전자 방출단층 촬영장치, 근적외선 분광법 관련 연구

에서 훌륭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생쥐 뇌는 다른 포유류 동물과 비교하여 뉴런의 밀도

가 높은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56, 89], 이런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혈류변화는 단일 위

상 (Monophasic)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56]. 반면 쥐는 혈류변화의 초기

감소에 의해 이중 위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직접적으로 생쥐의 대뇌 혈관계를 측정한

보고는 없지만, 근육에서의 혈관 밀도를 측정한 결과 쥐보다 약 1.86 배 높다고 보고되고 있

다 [90]. 하지만 마우스와 쥐의 혈관 구조는 매우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 생쥐 뇌

의 부피는 약 1㎤ 이내, 뇌의 무게는 약 0.5 g, 두개골은 약 1㎠ 이내 이며, 두개골의 두께

는 0.3 – 0.7 ㎜로 매우 얇다. 때문에 생쥐 뇌에 많은 센서들을 배열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생쥐 뇌 연구는 뇌의 기능을 분자 또는 세포수준에서 규명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

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으로 생쥐 두개골에 위치시킬 수 있는 광학 프로브를 제작했으며,

광학 프로브와 생쥐 두개골의 경계 면에 치아용 시멘트를 사용하였다. 광학 프로브는 빠르

고 안정적으로 생쥐 두개골에 위치 시켜 측정할 수 있으며, 각 광학 프로는 690, 830 ㎚의

광섬유를 생쥐 두개골의 한 점에 모아서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두개골과 광섬유 경계 면에

사용된 치아용 시멘트는 경계 면의 굴절률을 보정하여 줌으로써 장시간 측정에 있어서 중요

한 요소가 된다. 약 1hr의 측정 동안 광학 프로브는 발작에 의한 어떤 움직임도 관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해주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8개의 광학 프로브는 생쥐 뇌

의 곡면 굴곡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위치시킬 수 있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12 마리의 생쥐

에서 두개골 손상 없이 측정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근적외선 분광법과 동시에 측정 가

능한 뇌전도 측정은 발작 반응 (발작전 반응, 발작간 반응, 발작후 반응 등)을 아주 쉽게 분

석 할 수 있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발작 반응은 매우 경련적인 몸의 움직임이 수반된다. 하

지만 본 실험에 사용된 뇌전도 측정은 비교적 정확하게 발작 파형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동

시에 생쥐 뇌의 각 지역 에서 혈류변화를 측정할 수 있었다. GBL은 결여발작을 유발 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92], 4-AP는 긴장-간대 발작 을 유발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3]. 본 실험의 결과로 GBL, 4-AP는 전혀 다른 형태의 뇌전도 패턴과 혈류변화 패턴을 보

였다. 이는 두 가지 약물이 생리학적으로 서로 다른 혈류변화 패턴을 유발 시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4-AP는 Potassium Channel Blocker 로서 탈분극 (Depolarization)후 재분

극 (Repolarization)을 방해하여 동물 모델에서 발작을 유발 시킨다. Local Field Potential

(LFP)을 이용한 다른 연구에서 4-AP는 피라미드 세포 (Pyramidal Cell)의 탈분극을 오랫동

안 지속 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94]. 긴장-간대 발작은 생쥐 뇌의 전체영역에 걸쳐

수 분 동안 발작을 지속 시켰으며, 한 마리의 생쥐에서 고산소증 (Hyperoxia)으로 인한 산

소요구량의 증가로 저산소증 (Hypoxia)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0). 하지만 생리적

인 혈류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결여 발작은 다양한 주파수를 가진 발작 파

형을 유발 했으며, 생리적인 혈류변화가 크게 변하는 것을 보였다. 현재까지 결여 발작은 피

질 뉴런, 망상 뉴런 (Reticular Neuron), 시상 (Thalamus)의 상호작용으로 유발 된다고 알려

져 있다 [95]. 본 실험 결과는 이전 실험결과에서 보고된 혈류변화는 생리적인 혈류변화

[35], 주기적 신호의 혈류변화 (Rhythmical Activity) [42] 가 수반된다는 결과와 일치 된다.

인체에서 근적외선 분광법과 뇌전도를 동시에 측정한 연구의 경우 발작이 유발될 때,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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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도는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 [28] 되거나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19] 되고 있다. 본 실험

결과에서는 ‘no response’, ‘wash-out’, ‘joint-decrease’, ‘de-activation’ 과 같은 다양한 혈류

변화 패턴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환원 헤모글로빈이 감소하는 형태의 ‘wash-out’이

많이 관찰 되었다. 이런 결과는 이전에 보고된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장치와 뇌전도를 동시

분석한 연구 결과와 매우 잘 일치 한다 [87, 96, 97]. 쥐에 적용한 연구의 경우 결여발작이

유발 될 때, 시상과 체감각 피질영역에서 BOLD 신호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었으며, 동

일 실험에서 긴장-간대 발작 유발 시 전반적으로 BOLD 신호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고 하였

다 [88]. 이런 결과는 본 실험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보여준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로 생

쥐 6에서 관찰된 환원 헤모글로빈의 증가 (‘de-activation’) 현상은 발작으로 유도된 계속적

인 산소 소비로 인하여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39]. 또한 결여 발작

이 유발된 다른 5 마리의 생쥐와 생리적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생쥐 2-5 에서 관찰된 혈류 변화 패턴 (‘joint-decrease’)은 혈관 수축 (Vasoconstriction) 또

는 대사활동의 감소 관련되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 할 수 있다. 성상교세포

(Astrocyte)의 Ca2+농도 변화가 혈관 확장 (Vasodilation) 또는 혈관 수축을 유발 시키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98]. 혈관 수축은 성상교세포의 말단 (Astrocytic Endfeet)에서의 Ca
2+

농도 전파가 성상교세포의 Ca
2+
농도 증가를 유도하여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99]. 하

지만 GBL 약물 유도에 따른 성상교세포에서의 Ca2+농도변화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추후

성상교세포의 기능을 조작한 유전자 조작 생쥐는 좋은 연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Nersesyan 등은 결여발작 유발 시 극서파의 관찰 및 BOLD 신호의 증가를 보고 하였으며,

긴장-간대 발작은 더 광범위한 지역의 BOLD 신호 변화를 보고하였다 [88]. 게다가 혈류변

화 신호의 LFO 성분을 이용한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상대적 위상차 분석은 매우 흥미

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GBL 투여 그룹의 경우 시간에 따라 Out-of-Phase에서 In-Phase,

In-Phase에서 Out-of-Phase로 상대적 위상차이가 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Out-of-Phase 현상은 동맥에서 Wash-out 의 스핀오프 (Spin-off) 현상으로 생각 할 수 있

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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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쥐에서 혈류변화 신호의 기능적 연결성 분석

최근 신경과학 분야에서 간질 (Epilepsy), 정신분열증 (Schizophrenia)등과 같은 환자에 기능

적 연결성 분석을 적용하고 있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장치의 경우 시분해능이 낮기 때문

에 기능적 연결성 분석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또한 뇌전도의 경우 낮은 공간

분해능이 기능적 연결성 분석 적용에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기능적 연결성 분석은 근적외선 분광장치가 가지고 있는 빠른 시분해능의

장점을 활용하여 쥐의 수염자극 시 활성화 되는 일차- (S1), 이차 체감각 피질영역 (S2), 일

차 운동피질영역 (M1)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염자극에 대응하여 S1, S2에

서 M1으로의 기능적 연결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전에 보고된 전기신호의 기능적 연

결성 분석과 잘 일치한다. 하지만 이전에 보고된 결과에 따르면 수염자극에 대응하여 S2에

서 S1, S2에서 M1으로의 기능적 연결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80, 81].

본 실험결과에서는 S1과 S2 영역의 기능적 연결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S1과

S2 영역이 매우 인접하여 있으며, 따라서 혈류변화 반응의 시간적 분포가 뚜렷하게 구분되

지 않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기능적 연결성 분석

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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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쥐에서 수염자극에 대한 혈류변화 패턴 측정 및 분석, 생쥐에서 인위적 발작

유발에 따른 혈류변화 패턴 및 뇌전도의 패턴 분석, 쥐에서 수염자극에 대한 일차-, 이차

체감각 피질영역, 일차 운동피질영역 에서의 기능적 연결성 분석과 같은 3 가지 다른 연구

를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의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은 다음과 같

다. 첫 번째, 쥐에서 수염자극에 대한 혈류변화 패턴 측정 및 분석 결과로, 쥐의 두개골을

제거하지 않고 혈류변화 신호를 얻을 수 있었으며, 향후 뇌전도와 동시 측정을 위해 디자인

한 광학 프로브의 효용성도 입증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생쥐에서 혈류변화 패턴은 발작 의

패턴에 매우 의존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결여발작의 경우 산화-, 환원 헤모글로빈의 상대

적 위상차이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쥐의

수염자극에 따른 일차-, 이차 체감각 피질영역, 일차 운동피질영역에서의 기능적 연결성 분

석은 기존 다른 신경영상 장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뇌전도)들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새로운 신경영상 장치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들로 미루어 근적

외선 분광법은 향후 유전자 조작된 소동물을 이용하여 신경혈관연결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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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Cerebral Hemodynamic Responses in the Rodents

Using Near-Infrared Spectroscopy

Lee, Seung Duk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A NIRS (Near-Infrared Spectroscopy) widely used in neuroscience field is a

relatively new, non-invasive, and non-ionizing method of measuring cerebral

hemodynamic responses to brain activities in the brain. In this paper, we have

performed three different in vivo studies: (i) the cerebral hemodynamic responses to

whisker stimulation in the rat brain; (ii) effective causal connectivity of cerebral

hemodynamic responses to whisker stimulation at the primary somatosensory cortex

(S1), secondary somatosensory cortex (S2) and motor cortex (M1) in the rat brain; and,

(iii) cerebral hemodynamic responses to seizure in the mouse brain: a simultaneous

NIRS-EEG study. Our results show that the cerebral hemodynamic responses to brain

activities were successfully monitored and the NIRS opens the possibility to study the

neurovascular coupling in genetically manipulated animals in the future.


Key words : NIRS, EEG, rat, mouse, cerebral hemodynamic response, primary

somatosensory cortex (S1), secondary somatosensory cortex (S2), motor cortex (M1),

seizure, neurovascular coupling, whisker stimu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