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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파킨슨병은 흑질 치밀부 (substantia nigra 

pars compacta)와 선조체 (striatum)에서의 도파민

성 신경세포의 결핍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도
파민성 신경세포의 감소는 기저핵 (basal 
ganglia nuclei) 구성요소들의 신경 전달물질 불
균형을 초래하고 그 결과 시상밑핵 
(subthalamic nucleus; STN)의 발화 패턴을 비정

상적으로 과활성화 시킨다[1]. 이러한 과활성화

는 파킨슨병 환자의 무운동증, 강직, 진전의 행
동장애의 원인이 된다. 현재, 파킨슨병 환자들

을 대상으로 행동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시상

밑핵에 고주파 전기자극을 주는 뇌 심부 전기 
자극술이 수행되고 있으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자극술은 비 선택적

인 자극과 전기자극시 발생되는 전기적 잡음으

로 인해 전기자극에 따른 국소적인 뇌 회로의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최근 optogenetics 를 
이용한 파킨슨병에 대한 뇌 신경회로의 규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6-hydroxydopamine (6-OHDA)
를 이용하여 파킨슨병을 유발 시킨 광 유전자 
쥐 모델을 정립하고 광 유전자 쥐 모델을 이용

한 뇌 심부 광 자극을 통해 파킨슨병의 완화 
효과를 전기생리학적 관점에서 확인한다. 

 

2. 파킨슨병 유발 질병모델 정립  
파킨슨병이 유발된 광 유전자 쥐 모델은 6-

O H D A 를 우측 시상하부에 주입하여 편측성 
파킨슨병 유발 질병모델로 구축하였다. 우측 
시상하부에 주입되는 6-OHDA 는 0.1% 아르코

르브산에 2µl 을 용해 시켜 마이크로실린지 
(Hamilton, NV, USA)를 이용하여 0.5 µl/min 의 
속도로 주입하였다. 6-OHDA 투여 3 주 후 아포

몰핀에 의해 유도된 행동평가를 관찰 함으로써 
1 차적인 파킨슨병 유발 유무를 확인하였다. 행
동평가를 위해서는 아포몰핀 0.5 mg/kg 을 피하

에 주사하고 병변위치 반대방향으로 분당 회전

수를 측정 하였다. 만약 회전수가 분당 7 회일 
경우 파킨슨병 유발 쥐 모델로 분류하였다. 실
험이 종료된 후 파킨슨병 유발 정도를 확인하

고자 throsine hydroxylase 면역 염색을 통한 흑
질 치밀부의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손실을 확인 
하였다. 또한 절편된 뇌 조직의 상흔위치로 시
상밑핵에 위치한 전극의 정확도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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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corded spike signal in STN: (a) unlesioned 
site, (b) 6-OHDA lesioned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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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뇌 심부 광자극에 따른 신경신호  변화  

뇌 심부 광자극과 자극에 따른 신경신호계

측은 Optrode 를 통해 수행되었다. Optrode 는 직
경 150µm 의 바늘형 미세전극 (AM system, 
USA)과 직경 200µm 의 광섬유를 평행되게 부
착된 형태로써, 바늘형 미세전극과 광섬유는 
500µm 의 높이차를 두어 시상밑핵 광자극시 
영역을 넓게 자극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경신

호는 Digital Lynx SX (Neuralynx, USA) 를 이용

하여 32KHz 로 샘플링 되었다. 뇌 심부 광자극

에 따른 신경신호의 변화를 확인함에 앞서 파
킨슨병 유발 쥐 모델의 병변영역과 정상영역간

의 신경신호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림 1 은 파
킨슨병 유발 모델의 시상밑핵의 신경신호를 나
타낸다. 정상영역의 경우 긴장성신호가 발생됨

을 확인 하였으며, 병변영역의 경우 
0.4Hz~1.8Hz 의 주기를 가지는 돌발성신호를 
확인 함으로써, 전기생리학적인 방법을 통해 
파킨슨병 유발을 2 차적으로 확인하였다. 파킨

슨 질병모델에 대한 뇌 심부 광자극은 시상밑

핵 변병영역에서 돌발성신호가 확인된 모델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광 자극은 시상밑핵에 
473nm 파장의 레이저를 5ms 의 진폭과 20Hz
의 주기를 가지는 저주파 자극과 5ms 의 진폭

과 130Hz 의 주기를 가지는 고주파 자극을 각
각 10 초씩 수행하였다. 광 자극에 따른 전기신

경생리학적인 결과는 그림 2. 에서 보인다. 시
상밑핵으로 부터 계측되는 돌발성신호에 저주

파 광 자극을 수행했을 경우 저주파 자극에 동
기화된 신경신호가 발생됨을 확인하였다. 반면 
고주파 광 자극을 수행했을 경우 광 자극 전 
발생되는 돌발성신호가 자극시에는 사라지고 
자극 후 다시 발생 됨을 확인함으로써 파킨슨

병의 증상이 고주파 광 자극에 의해 완화됨을 
전기생리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6-OHDA 를 이용하여 파킨슨

병을 유발 시킨 광 유전자 쥐 모델을 정립하였

고 뇌심부 광 자극을 통하여 파킨슨 증상의 완
화효과를 전기 신경 생리학적인 방법으로 확인 
하였다. 광 자극을 통해 파킨슨병 완화효과를

를 확인 함으로써, 추후 fMRI 를 이용한 영상 

 
    (a) 

 
    (b) 

Fig. 2 Optical deep brain stimulation in the STN:  
 (a) high frequency stimulation, (b) low 

frequency stimulation. 
 

기반의 비 침습적으로 파킨슨병의 진단과 
파킨슨병에 대한 뇌 신경회로의 규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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