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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Growing hypotheses indicate the galvanic vestibular stimulation (GVS) as 
an alternative method to manage the symptoms of parkinson’s disease (PD). GVS is 
easy and safe for use, and non-invasive. However, it is elusive how the neural infor-
mation caused by GVS is transmitted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and relieves PD 
symptoms. To answer this question, we investigated the transmission of neural infor-
mation by GVS in the central vestibular system, focused on vestibular nucleus (VN).
Methods: Twenty guinea pigs were used for this study for the extracellular neuronal 
recordings in the VN. The neuronal responses to rotation and GVS were analyzed by 
curve-fitting, and the numerical responding features, amplitudes and baselines, were 
computed. The effects of stimuli were examined by comparing these features.
Results: Twenty six vestibular neurons (15 regular and 11 irregular neurons) were 
recorded. Comparing the difference of baselines, we found the neural information was 
linearly transmitted with a reduced sensitivity (0.75). The linearity in the neural tran-
smission was stronger in the neuronal groups with regular (correlation coefficient [Cor. 
Coef.]=0.91) and low sensitive units (Cor. Coef.=0.93), compared with those with 
irregular (Cor. Coef.=0.86) and high-sensitive neurons (Cor. Coef.=0.77).
Conclusion: The neural information by GVS was linearly transmitted no matter what 
the neuronal characteristic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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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인들은 고령화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신경관련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신경관

련 질환은 600가지가 넘으며, 이러한 신경질환은 뇌를 비

롯한 신경관련 내부기관에 비정상적인 구조적, 생화학적 

혹은 전기적인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장기적인 치료를 요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약물을 이용한 치료가 주를 이루

지만, 의공학적인 접근들 또한 주요한 치료 방법으로 이용

되고 있다. 일례로,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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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경우, 질환의 초기단계에는 약물에 의한 치료가 진행

되지만, 질환의 말기에 이르러서는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에 의한 시술이 적용된다.1-3 이러한 전기자극을 

이용한 치료법은 비정상적인 운동조절 능력과 같은 외부

적인 증상에 대한 개선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지

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따른다. 최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갈바닉 자극(galvanic vestibular stimulation, 

GVS)을 이용한 파킨슨 질환관련 증상완화에 대한 연구 보

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4-7 GVS는 전류를 이용한 자극 방

법으로 기본적인 적용방법은 한 세기 이전에 제안되었다.8 

하지만, 자극부위에 대한 정확성이나 자극신호의 중추신

경계 내에서의 전달방식은 아직도 논란을 일으킨다.9,10

일반적으로 GVS는 전극의 연결과 전류의 극성에 따라 

세 가지의 자극방식으로 나뉘게 된다. 양쪽 귀의 뒷편에 

극성이 다른 전극을 연결해서 자극하는 양측이극(bilateral 

bipolar) 방식, 양쪽 귀의 뒷편에 동일한 극성을 갖는 전극

을 연결하여 자극하는 양측단극(bilateral unipolar) 방식, 그

리고 한쪽 귀의 뒷편에 자극전극을 연결하고 이마 혹은 척

추쪽에 기준전극을 연결하는 단측(unilateral) 방식이 대표

적이다.8,11 현재까지 알려진 GVS의 신경 전달적 측면에서

의 영향을 보면, GVS는 반고리관내에 있는 내림프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8뇌신경인 전정-와우 신경에 직접

적인 영향을 준다.12 또한, 불규칙적인 발화를 하는 전정관

련 신경들의 발화율 변화가 규칙적인 발화를 하는 신경들

에 비해 크다는 점13과 GVS에 의한 영향은 전정관련 신경

들의 활성으로 나타난다는 점14 등은 GVS와 관련된 신경과

학적인 발견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편적인 GVS에 의한 신경반응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성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회전 운동자극과 GVS를 이용한 전기생리학적 동물

실험을 통해 신경정보의 전달에 대한 GVS의 영향을 알아

보았다. 전기자극에 의한 영향력이 말초신경계에서는 선

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전정관

련 중추신경계에서도 이러한 선형적인 신경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험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유사한 움직임 주파수를 갖는 회전 운동자극과 일정

한 크기를 갖는 GVS를 이용하여 전정기관의 중추에 해당

하는 전정핵(vestibular nucleus)에서의 전기자극에 대한 신

경반응의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주어진 자극에 의해 유발

된 신경정보는 곡선 맞춤(curve-fitting)을 이용하여 자극들

에 의한 영향성 평가를 위한 변수들을 수치화하였으며, 이

들의 비교를 통해 단위 신경에서의 반응들을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마리의 정상 기니픽(484–604 g, 수컷)를 이용하여 전정 

신경신호를 측정하였으며, 모든 실험 과정은 인하대학교 

동물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

1. 실험동물의 준비

실험동물은 케타민(0.6 mL/g)과 자일라진(0.2 mL/g)의 

혼합용액을 이용하여 마취하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마취 상태를 유지하였다. 수

술과 실험 동안에 동물의 머리 부분은 전동형의 뇌정위고

정장치(stereotaxic apparatus, NEUROSTAR, Tubingen, Ger-

many)에 의해 고정되었다. 수술은 먼저 두개골(cranium)의 

상층부를 노출시키고, 노출된 부위에 양측 귀와 시상봉합

선(sagittal suture line)에 의한 중심점을 이용하였다. 이 중

심점을 기준으로 뒤쪽으로 1.5 mm 그리고 측면(우측)으로 

2.0 mm의 위치에 측정전극의 삽입을 위한 지름 2.0 mm 크

기의 입구를 열었다. 전극을 위한 입구가 완성된 후, 측정 

신호의 기준(reference)을 위해 작은(지름＜5 mm) 나사못을 

전극입구로부터 1.5–2.0 cm 떨어진 지점에 고정시켰다. 측

정전극과 관련한 준비가 끝나면 뇌경막(dura matter)을 제

거하고 젖은 솜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뇌 부위가 건조해 지

지 않도록 덮어두었다. 모든 수술과정이 끝나면 준비된 동

물은 뇌정위고정장치에 부착된 상태로 회전이 가능한 판 

위에 위치시켰다. 

2. 신경신호의 측정

전정핵에서의 단일 신경 신호는 에폭시(epoxy)로 코팅이 

된 텅스텐 전극(5–7 MΩ, A-M Systems, Sequim, WA, USA)

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측정전극은 컴퓨터와 연결된 전동

형 뇌정위고정장치의 미세한 수직적인 움직임(최소 10 

m)을 이용하여 목표로 하는 신경에 접근하였으며, 전극의 

이동 시에 나타나는 신경신호의 특징들은 현재 전극의 위

치를 알려주는 간접적인 지표로 이용하였다. 이와 함께, 전

극의 수치화된 공간적 위치를 기록하여 신경신호의 측정 

후에 신경의 위치를 재검토하였다. 측정 위치에 대한 재검

토는 측정된 신호가 목표로 하였던 전정핵에서 측정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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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측정된 신

경신호의 원천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하였다. 신경신호의 

원천(수평 반고리관)은 회전자극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검사를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평형 회전자극에 반응하

는 신경들 중에서 전기자극에도 반응하는 신경들만 사용

하였다. 측정 후 신경반응의 해석을 위해, 연속된 단일 신

경 발화간 시간 차이의 역수를 이용하여 순간적 발화

(instantaneous firing rates, IFR)를 계산하여 자극의 유무에 

따른 신경반응을 비교/분석하였다. 측정된 신경반응은 신

호의 증폭(×250)과 필터링(밴드패스 필터, 0.5–3 kHz) 과정

을 거쳐 저장(샘플링 레이트: 40 kHz)되었다. 

3. 신경 자극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자극형태는 2가지로서, 평형 

상태에서의 머리 회전을 이용한 운동자극과 일반적으로 

GVS라 불리는 직류전류를 이용한 전기자극이다. 먼저, 자극

용 전극을 측두골(temporal bone)과 측두근(temporal muscle) 

사이에 위치시킨 후, 회전자극에 반응하는 신경에 양측양

극 GVS를 적용하였다. 신경 발화를 활성화시키는 전기의 

극성은 음극이 일반적이나, 자극용 전극의 위치에 따라 양

극에 의해서 신경의 발화율이 증가하기도 하며, 이는 이전 

실험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15 일반적으로, 동물실험에서 

와우창에 GVS가 직접 적용될 때 사용되는 전류의 크기는 

20–80 A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6 하지만, 자극

위치가 와우창에서 멀어질수록 같은 수준의 신경자극을 

위해서는 전류의 세기는 커져야 하며,15 동시에 자극에 의

한 통증은 최소화하는 전류의 크기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

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류의 크기는 100 A

로 정하였으며, 그 이상의 전류크기에 대해서는 전류 세기

에 대한 순차적인 증가(50 A씩, 100 A에서 500 A까지 

증가)에 대한 신경반응을 비교하여 전류크기에 의한 신경

반응 변화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통계

적 방법은 95%의 유의성을 갖는 Wilcoxon signed rank test

를 이용하였다. 

단일 전정관련 신경에 대해 세 가지 유형의 자극들을 적

용하여 신경반응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자극 유형은 평형 

회전 운동자극만을 적용한 경우(자극 I), GVS만을 적용한 

경우(자극 II), 그리고 이들 독립적인 자극을 동시에 적용한 

경우(자극 III)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자극은 최소 5초동안 

지속되었으며, 두 개의 자극 유형 사이에는 60초 이상의 

휴지기를 두어 신경에 전달된 자극의 영향을 최소화하였

다. 자극 I은 반복적인 좌우 회전운동으로, 이동 회전각은 

좌우 12o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움직임 주파수

(motion frequency)는 0.7 Hz에서 1 Hz 사이의 저주파수대를 

유지하였다. 자극 II는 100 A 정도로 일정한 크기의 직류 

전류를 측두골을 통하여 전달하였으며 자극에 대한 시냅

스 피로(synaptic fatigue)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

극 시간을 조절하며 적용하였다. 자극 III은 이들 자극의 

혼합된 형태로서 회전 자극을 지속시키는 상태에서 전기

자극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4. 신호해석

측정된 신경신호는 자체적으로 구현된 MATLAB (Mathworks, 

Cambridge, MA,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되었다. 

먼저, 신경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측정된 신경신호가 외

측전정신경핵(lateral vestibular nucleus)에서 유래된 것인지

를 평가하였다. 이전 논문17에서 제시된 외측전정신경핵의 

위치를 기준으로 신경의 측정위치가 관련 영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측정된 신경신호

의 공간적 위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신경신

호의 위치에 대한 평가는 실험 중 이루어지는 회전운동에 

대한 신경반응에 대한 평가와 함께 측정된 신경신호가 목

표로 한 전정핵 부위에서 측정되었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일반적으로 휴지기 동안의 전정관련 신경반응은 신경의 

발화규칙성에 따라 규칙적 신경과 불규칙적인 신경으로 

구분된다.14,18 단위 시간 동안의 신경발화 사이의 평균시간

(m)과 표준편차()에 의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시간적인 변수에 의해 유동성을 가지게 되며, 이러

한 유동성을 없애기 위해 정규화된 변동계수(CV*)를 이용

하게 된다. 실험에서 측정된 신경신호에 대한 CV*는 공식

화된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18 본 연구에서는 계산된 

CV*을 이용하여 측정된 신경들을 규칙적 발화 신경 그룹

(CV*＜0.1)과 불규칙적 발화 신경 그룹(CV*＞0.1)으로 구

분하였으며, 이외에도 신경발화를 증가시키는 전류의 극

성과 전기자극에 대한 신경의 민감도를 이용한 구분들을 

통해 단위 신경이 가지는 특징에 의한 신경반응에서의 변

화를 고려하였다.

신경반응은 IFR 형태로 나타내었으며, (식 1)에 제시된 함

수를 이용하여 비선형 곡선 접합 모델(curve-fitt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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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eural responses to horizon-
tal head rotation in the vestibular nu-
cleus of a guinea pig. The maximum
velocity of head rotation is 30o/sec, 
and the neuronal response corresp-
onds to the rotatory velocity. (A) The
change of head velocity (o/sec). (B)
Neuronal spikes (mV) during the head
rotation. (C) Instantaneous firing rate
(IFR, spk/sec) based on the spikes.

을 구현함으로써 자극의 영향성을 수치적으로 비교하였다. 

신경반응에 대한 곡선 접합 모델을 위해 사용된 함수는 (식 1)

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사인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었으며, GVS의 영향성은 사인함수의 크기(A)와 기

준선(B)의 변화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    

(식 1)에서 각각의 변수들(A, P, B)은 크기, 위상각, 그리

고 발화율의 기준선을 나타낸다. 

5. 신호해석의 근거

평형 회전운동과 GVS에 대한 전정관련 신경반응은 본 

연구에서는 물론이고, 이전 논문들에서 자세히 언급되었

다.14-16,18 회전운동에 대한 관련 신경들의 반응은 회전 시 

발생하는 각속도의 변화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Figure 1). 

각속도의 방향에 따라 신경반응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

고 반응하는 신경(ipsilateral neuron)과 각속도의 방향과 반

대로 반응하는 신경(contralateral neuron)이 존재하며, 이러

한 각속도의 방향에 따른 신경반응은 연결된 말초기관과 

관련이 있으며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GVS에 의한 신경반응은 회전 운동자극에 비해 단

순하다(Figure 2). 안정 전위(resting potential)는 GVS에 의해 

기준선이 증가(Figure 2A) 혹은 감소(Figure 2B)된다. 이러

한 기준선의 변화는 전류의 극에 따른 신경의 활성 혹은 

비활성에 따른 결과로서 일반적으로는 음극의 전류에 의

해 신경의 활성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극에 의한 신경변화에서 증가하는 신경반응만을 해

석의 자료로 이용하였다.

주어진 신경 자극방법에서 자극III은 자극I과 자극II에 

의한 복합적인 자극방법으로 곡선 접합 모델을 이용한 해

석법에 따르면, 자극I 은 사인함수의 변수 중에 크기(A)와 

위상차(P)에 영향을 주고, 자극II는 기준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상차(P)는 운동자극의 회전 움직

임의 빠르기에 따라 변하게 되므로, 단일자극(자극I)과 복

합자극(자극III)에서 회전 움직임의 빠르기가 동일하다면 

회전 운동자극에 의한 신경변화는 함수의 크기(A)로만 나

타난다. 따라서, 복합적인 자극형태가 신경에 주어지더라

도 자극의 영향이 함수의 변수에 중복되어 나타나지 않는

다. 이러한 신경에 대한 자극의 독립적인 영향을 기초로 

하여 자극II의 영향을 신경반응 함수의 크기(A)와 기준선

(B)를 이용한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단일 신경에서의 변

화를 이용하여 신경집단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추세를 나

타냄으로써 신경정보 전달의 선형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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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exampled neuron incre-
ases its firing rate (FR) when an ex-
citatory galvanic vestibular stimulation
(GVS) is applied, and decreases its FR
by an inhibitory GVS. (A) Neuronal
excitation by a negative GVS. (B) Ne-
uronal inhibition by a positive GVS
from the same neuron. IFR, instanta-
neous firing rates.

Figure 3. Classification based on the neuronal responding charac-
teristics. (A) Classification by discharge regularity. Based on the
normalized coefficient of variation (coefficient of variation, CV*),
the neurons are separated regular (CV*＜0.1) and irregular (CV*＞
0.1) units. (B) Classification by galvanic vestibular stimulation 
(GVS) polarity to excite neuronal firing rate (FR). (C) Classification
by neuronal sensitivity (spk/sec/µA) to GVS. The low and high
sensitive groups are separated by the mean of sensitivity. (D) 
Classification by the rotatory direction. If neuronal FR increases
as the head moves to the rightward (ipsi) direction, it is identified 
as ipsi-preferred neuron.

자극II에 의한 기준선의 변화(변화A)와 자극I과 자극III

의 기준선 변화(변화B) 사이의 선형적 관계에서의 주요성

을 통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울기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이용한 t-test를 적용하였다. 만일, 두 변화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울기는 0이 될 것이

고(귀무가설, null hypothesis), 존재한다면 기울기는 0이외

의 값을 가지며 선형관계를 유지할 것이다(대립가설, alter-

native hypothesis). 즉, t-test에 의해 p-value의 값이 귀무가설

을 기각하게 되면(p-value＜0.05), 변화A와 변화B사이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결    과

20마리의 기니픽을 이용하여 26개의 전정관련 신경반응

을 측정하였으며, 발화율의 규칙성을 바탕으로 한 분류14,18

를 통해 15개의 규칙성 발화를 하는 신경들과 11개의 불규

칙 발화를 하는 신경들로 구분하였다. 측정된 신경반응의 

전기자극의 극성에 따른 분포에 따르면(Figure 3), 음극에 

의한 발화율 증가가 우세하나(p=0.015, Binomial cumulative 

distribution) 양극에 의한 신경 발화율의 증가 또한 존재함

을 알 수 있었다. 회전 방향에 따른 신경 구분에서, 동측 

방향에서 나타나는 신경반응의 증가는 그 반대 경우에서 

나타나는 신경반응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p= 

0.038, Binomial cumulative distribution). 이에 반해, 발화율

의 규칙성과 자극에 대한 민감도에 따른 신경의 구분에서

는 그룹 간 차이의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p＞0.084, Binomial cumulative distribution). 직류전류의 크

기에 따른 신경반응의 변화를 보기 위해 전류의 크기를 달

리하면서(100–500 A) 그에 따른 신경반응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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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wo exampled neuronal re-
sponses to head rotation (Stim. I), GVS
(Stim. II), and mixed stimulus (Stim.
III) and their nonlinear curve-fittings.
(A) The neuronal responses of an ir-
regular (CV*=0.17), low sensitive, ip-
si-preferred, and excited by a negative
GVS. (B) The neuronal responses of
a regular (CV*=0.04), high sensitive, 
contra-preferred, and excited by a po-
sitive neuron. GVS, galvanic vestibu-
lar stimulation; CV, coefficient of 
variation; IFR, instantaneous firing 
rates.

Figure 4. The difference of firing rate (FR) during no stimuli. 
To measure the remained effects by previous stimuli,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itial FR and the FR after several stimuli is compared.
Twenty five (96.2%) neurons show lower than 5 spk/sec, and only
one difference is 7.3 spk/sec. The subplot show the comparison 
between FR difference and mean FR. The arrows indicates the
exampled units in Figure 5A and 5B.

전류의 크기는 100 A에서 시작하여 50 A씩 상승시키며 

그에 따른 신경반응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자극 시에 나

타나는 신경의 IFR를 비모수적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

다.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비교에서 전류크기의 증가는 신

경반응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p＞0.21, Wilcoxon signed 

rank test). 이는 100 A에 의한 GVS가 그 이상의 자극 크기

를 이용한 신경반응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자극강도에 있어서 충분한 자극이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모든 단일신경에 세 가지 형태의 자극이 주어졌으며, 각

각의 자극에 대한 신경반응을 측정하였다. 단일 자극에 의

한 영향이 신경반응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

기 위해 휴지기 동안의 발화율과 GVS 이전의 발화율을 비

교하였다(Figure 4). 일반적으로 회전자극에 의한 시냅스 

피로(synaptic fatigue)는 관찰되지 않으나, 5초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의 GVS에서는 시냅스 피로가 관찰되었다. 이전

에 주어진 자극의 영향은 독립된 자극에 의한 신경반응 해

석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단위 시간 동안의 휴지기와 

GVS 전의 신경 발화율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앞선 자극의 

영향을 측정하였다. 다수(21/26, 80.8%)의 발화율 차이는 

휴지기 동안의 발화율 범위(4–62 spikes/sec)보다 낮았으며, 

이는 GVS에 의한 영향이 다음에 오는 자극 이전에 소멸되

었음을 의미한다. 평균값에 의한 비교와 함께 통계적인 방

법을 이용한 발화율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휴지기 동안

과 GVS 이전의 모든 신경반응에서 발화율에는 차이가 없

다는 결과를 얻었다(p＞0.11, Wilcoxon signed rank test).

측정된 자극 대비 신경반응은 IFR형태로 표현된 후에 

(식 1)을 통한 비선형 곡선 접합 모델을 구현하였다. 구현

된 비선형 곡선 접합 모델을 이용하여 각각의 반응에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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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lation between two baseline differences; one by GVS
and the other by the baseline difference of Stim. I and Stim. III.
Due to the independence between stimuli, the presented relation 
indicates the effect of GVS. There is a linear relation between two
baseline differences, and the slope is 0.75. GVS, galvanic vestibular 
stimulation.

기(A)와 기준선(B)을 계산하였으며, 계산된 값들은 단일신

경 반응 비교에 이용되었다. 설명된 신경반응 해석방법은 

Figure 5에서 보여지는 단일 신경반응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자극I에 대한 신경반응은 모델(식1)에서 제시된 사인파형을 

나타내었으며, 크기와 기준선은 각각 106.60과 55.25 spk/sec

였다(Figure 5A). 이에 반해, 자극II에 대한 반응은 뚜렷한 

사인파형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GVS의 전(24.63 spk/sec)과 

후(64.42 spk/sec)에 변화된 기준선에 의해서 자극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극III에 의한 신경반응은 자극I에 대한 

신경반응과 비교할 때, 사인파형의 기준선은 55.25 spk/sec

에서 116.02 spk/sec로 증가하였고, 파형의 크기는 106.60 

spk/sec에서 85.21 spk/sec로 감소하였다. 단일 자극형태가 

주어질 때, GVS에 의한 신경반응의 영향은 자극의 전과 

후의 기준선의 변화를 통해 평가된다. 하지만, 주어진 예

(Figure 5)의 자극II에 의한 신경반응의 변화는 39.79 spk/sec

였으며, 이는 자극I과 자극III의 기준선 차이(60.77 spk/sec)

와 비교할 때, 기준선의 변화는 증가(52.74%)하였다. 이에 

반해, Figure 5B에서 보여지는 신경반응의 예는 GVS의 전

(40.73 spk/sec)과 후(116.45 spk/sec)의 기준선에서의 변화는 

자극I과 자극III에서의 신경반응의 기준선의 변화(58.52 spk/sec)

와 비교했을 때 감소(22.72%)하였다. 신경반응의 기준선 변

화는 반대로 나타났지만, 이전 신경반응의 예(Figure 5A)에

서 나타났듯이 자극I의 파형 크기(46.67 spk/sec)에 비해 자

극III의 파형 크기(26.80 spk/sec)는 감소하였다. 

동일한 해석방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모든 신경반응을 

해석하였다. GVS에 의한 신경반응은 기준선의 변화로 나타

나므로, 자극II에서 나타난 기준선의 변화(변화A)를 자극I

과 자극III의 기준선 차이(변화B)와 비교하였다(Figure 6). 

18개의 신경반응에서 변화A가 변화B보다 크게 나타났으

며, 이는 대부분의 반응에서 변화A가 변화B보다 크게 나타

남을 의미한다(p=0.0145, Binomial cumulative distribution). 

전체적인 기준선 변화의 관계는 선형적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에서도 변화A와 변화B 사이의 

선형성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p＜0.01). 

고    찰

본 연구에서는 GVS에 의한 신경 반응이 전정 시스템의 

중추에 해당하는 전정핵에 선형적 혹은 비선형적으로 전

달되는가에 대해 계산 신경과학(computational neuroscience)

적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말초 전정기관으로 입력

된 GVS에 대한 신경반응은 비선형 곡선 접합 모델에 기초

한 기준선의 변화를 통해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단일자

극(자극II)과 복합적인 자극(자극III)에 대한 신경반응의 기

준선 비교를 통해 주어진 GVS에 의한 신경정보 전달 형태

를 연구하였다. 단일자극(자극II)에서의 신경반응 기준선

의 변화는 운동자극(자극I)과 복합자극(자극III) 사이에서 

나타나는 기준선의 변화와 비교할 때 증가(Figure 5A) 혹은 

감소(Figure 5B)하였으나, 다양한 특징들(신경 발화율, 자

극 민감도, 발화 극성, 발화 방향)을 갖는 신경들을 포함하

는 전체 집단에서의 기준선 변화 비교 시 GVS에 대한 신경

정보는 선형적으로 전달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GVS의 크기는 100 A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단일 신경의 

자극에 대한 민감도는 짧은 시간 동안의 자극으로 인해 변

할 수는 없으므로 전정 신경에 자극의 영향이 미치는 수준

에서의 자극 크기에서는 유사한 결과가 예상된다. 또한, 자

극의 영향은 기존의 논문15에서 밝힌 GVS 세기(20–60 A & 

620 A) 대비 신경 발화율의 변화와 본 연구에서 측정한 

자극 변화(100–500 A)에 대한 신경 발화율 변화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었으며, 다른 연구16에서도 동일한 자극수준

을 갖는 연구가 진행된 점 등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자극의 세기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자극이 100 A에 한정되어 있으나, 단위 신경이 나타내는 

민감도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신경에 대한 자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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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lation between the baseline difference and the amplitude
difference; the baseline difference is caused by GVS and the amplitude
difference is the change in amplitudes during Stim. I and Stim. III.
The overall relation is bell-shaped by constructing a positive and a
negative linearity under the small (＜50 spk/sec) and the large
difference of baselines, respectively. GVS, galvanic vestibular sti-
mulation.

영향력 차이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극에 의한 영향은 단위 

신경에 다르게 작용하므로, 다수의 신경에 유사한 영향을 

나타내는 단일 자극의 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

수의 신경들에 의해 유발되는 반응의 선형성은 대부분의 

신경들이 영향을 받을 정도의 충분한 자극 크기에서 나타

나는 신경반응 변화 사이의 비교를 통해 예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적용된 자극의 크기(100 A)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운동자극(자극I)에 의한 신경반응은 파형의 크기로 나타

나게 됨을 결과(Figure 5)에서 보였다. 하지만, 운동자극에 

대한 신경정보는 GVS와의 혼합(자극III)에서는 파형의 크

기를 줄였으며, 이는 측정된 신경 전반(25/26, 96.2%)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위 결과는 GVS에 대한 신경반응 변

화와 비교해 볼 때, 전정관련 신경에서는 자극의 우위가 

존재함을 암시하며, GVS가 운동자극에 비해 신경반응의 

영향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우위성은 GVS에 대한 신경의 민감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다. GVS 동안의 신경반응의 변화에 대한 신경반응의 

크기 변화에 대한 비교(Figure 7)에서 자극에 대한 민감도

가 올라갈수록 복합자극(자극III)에서의 신경반응 크기는 

줄어들지만, 일정 수준의 민감도(0.5 spk/sec/A)를 넘어서

면 복합자극에서의 파형 크기의 감소 또한 줄어들었다. 위 

결과를 토대로 GVS의 우위성은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낮

을 때 강했으며, 자극에 대한 민감도의 증가는 자극으로서

의 우위성 약화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GVS는 파킨슨병 관련 증상 완화를 위한 자극 형태로서 

최근 여러 연구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GVS에 의한 

전정관련 신경반응을 이용하여 자극에 의한 생리학적인 

영향을 알아보았다. 운동 자극과 GVS를 이용한 혼합 자극

을 이용하여 각각의 독립된 자극의 신경 반응에 대한 영향

을 측정 및 해석하였다. GVS의 신경반응은 기준선의 변화

에 의해 나타났으며, 이에 기초하여 단일 자극과 혼합 자극

에서의 신경반응의 기준선 변화를 비교하여 GVS에 의한 

중추 신경계에서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신경반응의 기준

선 변화를 이용한 비교를 통해, GVS에 의한 신경정보는 

선형적으로 전달됨을 확인하였으며, 운동자극보다 GVS의 

신경에 대한 영향이 우위에 있음이 나타났다. 다양한 크기

의 자극 적용을 통하여 보다 광범위한 자극에 대한 신경정

보의 선형적 전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중심 단어: 신경정보의 전달, 갈바닉 자극, 전정관련 중

추신경계, 파킨슨병 증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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