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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경과학 분야에서 대뇌피질 영역 간 연관성 분석은 신경학적 질병 (자폐증, 간질, 정신 분열증)의

분석 및 진단에 적용되고 있다. 기존 대뇌피질 영역 간 연관성 분석은 뇌전도 (EEG),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fMRI), 뇌자도 (MEG)등이 이용되었지만, 뇌전도의 낮은 공간분해능,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의 낮은

시분해능 등은 영역 간 연관성 분석에 단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반면, 근적외선 분광법(NIRS)은 대뇌피

질에서의 혈류변화(oxy-, deoxy-hemoglobin)를 비침습적이며 빠른 시분해능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최근 신경과학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1-2]. 본 논문에서는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대뇌피질영

역 간 연관성 분석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쥐의 수염자극 시 대응되는 지역 (일차-, 이차 체감각피

질, 일차 운동피질 영역)에서의 혈류변화 신호의 영역 간 연관성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염자극 시 일차-, 이차 체감각피질 영역에서의 방향성은 확인할 수 없었고, 일차-, 이차 체감각피질

영역에서 일차 운동피질영역으로의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결과는 기존 수염자극 시 활성화되

는 전기신호의 패턴과 일치하며, 향후 신경과학적 질병의 분석 및 진단에 근적외선을 이용한 대뇌피질

영역 간 연관성 분석이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론

본 실험에 사용된 근적외선 분광 시스템 Imagent (ISS, IL, USA)은 16 채널 레이저 광원 (690, 830

nm)을 110 MHz로 변조 시키고, 광 검출기인 PMT (photomultiplier tube)는 110.005 MHz로 변조된 후,

데이터 획득 시 5 KHz의 주파수 성분을 검출하는 방식의 헤테로다인 검출 방법을 사용한다. 모든 실험

동물 (adult female Sprague-Dawley Rats, n=7, 몸무게 210-280g)은 연세대학교의 실험지침에 따라 수

행되었다. 모든 쥐는 urethane (1.25 g/kg body weight) 마취 후, 뇌정위수술장치 (stereotaxic frame)에

머리를 고정하였다. 쥐의 두피를 절개하여 좌측 수염 자극 시 활성화되는 일차- (SI), 이차 체감각 피질

(SII), 일차 운동피질영역 (MI)을 중심으로 본 연구실에서 디자인한 광학 프로브를 위치시켰다 (그림 1)

[2]. 수염자극을 위한 생체 자극기 (Palmer Bioscience Inc., Stimulator 100) 전극은 각각 좌측 수염의

B4와 E1지역에 삽입하였다 [3]. 수염자극은 10 sec 간 10 Hz로, 10 V의 전기 자극을 인가하였고, 90

sec의 회복기간을 주었다 (그림 2). 각 쥐마다 약 38-60 번의 반복 실험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광학 신

호는 수식 1을 이용하여 혈류변화 신호로 도출하였으며, SI, SII, MI 영역 간 연관성 분석을 위해 그랜

저 인과관계 검정을 시행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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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광원 (S), 검출기 (D) 와 일차-, 이차 체감각피질,

일차 운동피질 영역
그림 2. 전기자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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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

I=빛의 강도, =흡수체의 흡수도, B=differential pathlength factor, L=광원과 검출기의 거리

표 1과 그림 3은 그랜저 인과 관계 검정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혈류변화 신호의 분석은 SI, SII, MI

영역으로 나눠 수행 하였다. SI으로부터 SII의 정보 이동이 약 40.9 %, SI으로부터 MI의 정보 이동은

63.1 %로 관찰 되었다. 반면 SII로부터 SI의 정보이동은 약 38.9 %, SII로부터 MI의 정보 이동은 55.2

%로 나타났다. 따라서 SI, SII로부터 MI으로 정보가 많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보고에 따르면

수염 자극 시 전기 신호의 활성은 SII에서 MI으로 방향성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5]. 본 실험결과에

따르면 SII와 SI의 방향성은 양 방향성으로 관찰 되었으며, SI, SII에서 MI으로의 방향성만 관찰 되었다.

본 실험결과에서는 SI과 SII 영역의 기능적 연결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SI과 SII 영역이

매우 인접하여 있으며, 따라서 혈류변화 반응의 시간적 분포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기능적 연결성 분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표 1. SI, SII, MI에서의 기능적 연결성 (paired t-test, p-value < 0.05)

SI SII MI

SI - 38.9 % 7.9 %

SII 40.9 % - 13.3 %

MI 63.1 % 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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