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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lectromagnetic generator with variable stimulation parameters is required to conduct basic research

on magnetic flux density and frequency for pulsed electromagnetic fields (PEMFs). In this study, we design an elec-

tromagnetic generator that can conduct basic research by providing parameters optimized for cell and animal exper-

imental conditions through adjustable stimulation parameters. The magnetic core was selected as a solenoid capable

of uniform and stable electromagnetic stimulation. The solenoid was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experimental

mouse and cell culture dish insertion. A voltage and current adjustable power supply for variable magnetic flux den-

sity was designed. The system was designed to be adjustable in frequency and pulse width and to enable 3-channel

output. The reliability of the system and solenoid was evaluated through magnetic flux density, frequency, and pulse

width measurements. The measured magnetic flux density was expressed as an image and qualitatively observed.

Based on the acquired image, the stimulation area according to the magnetic flux density decrease rate was extracted.

The PEMF frequency and pulse width error rates were presented as mean ± SD, and were confirmed to be 0.0928

± 0.0934% and 0.529 ± 0.527%, respectively. The magnetic flux density decreased as the distance from the center

of the solenoid increased, and decreased sharply from 60 mm or more. The length of the magnetic stimulation area

according to the degree of magnetic flux density decrease was obtained through the magnetic flux density image.

A PEMF generator and stimulation parameter control system suitable for cell and animal models were designed, and

system reliability was evaluated.

Key words: Pulsed electromagnetic field, Electromagnetic generator, Variable parameter, System design

I. 서 론

최근 매질에 관계없이 투과하는 성질을 가지고 심부 조직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자기장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기장 자극은 비 접촉, 비 침습, 비 구속적

인 자극이 가능하여 다양한 부위, 치료목적, 적응증에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자기장 자극은 기존의 전기 및 광

자극을 이용한 물리치료 방식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보고

들이 있다. 자기장 자극을 이용한 치료는 자기장 발생 형태에

따라 다른 효과를 유도한다. 인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

도할 수 있는 자기장 발생 형태는 크게 정적 자기장(Static

Magnetic Field)과 펄스형 전자기장(Pulsed Electromagnetic

Field)으로 나뉜다. 정적 자기장은 뼈 치유[1]와 뼈 형성[2,3]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펄스형 전자기장은

상처치유[4,5], 통증완화[6], 혈류증가[7,8], 혈관 신생[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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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및 신경 재생[10,11]을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

표되었다. 펄스형 전자기장은 자속밀도, 주파수, 펄스 폭 등

파라미터 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 가능하며, 생체

내에서 다른 효과를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12,13].

특정 자극 파라미터를 가지는 전자기장이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는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전자기장의 자속

밀도 및 주파수 파라미터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기

초 연구에서의 고전력, 고강도 전자기장의 사용은 높은 자

속밀도로 생체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

다[14]. 따라서 위험성이 낮은 저전력, 저강도 전자기장에

대한 세포 및 동물 실험 연구를 통해 효과 및 기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상용화된 자기장 발

생 장치는 고전력, 고강도 자기장 발생 장치로서 세포 및 동

물 실험 연구에 적합하지 않으며, 자극 파라미터의 변경이

어려워 실험 목적 및 대상에 적용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저전력, 저강도 펄스형 전자기장 자극에 의

한 생체 자극의 효과 관찰 및 기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포 및 동물모델용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펄스형 전자기장은

파라미터 설정에 따라 다른 효과를 유도할 수 있어 시스템

설계 시 정확한 파라미터 구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실험

대상 및 목적에 최적화되고 정확한 자극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펄스형 자기장 발생 장치 설계와 세포 및 동물 실험에 적용

가능한 자기장 발생 코어 제작하였다. 자기장 발생 코어로는

자속밀도가 균일하며, 자기장 방향이 일정한 솔레노이드 형

태로 채택하여 실험 진행 시 변수를 최소화하였다. 파라미터

범위는 10~100 Hz 주파수와 5~20 mT 세기의 미약자기장을

가지는 펄스형 전자기장이 생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5-18]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자기장 발생과 주파수,

강도, 펄스 폭, 자극 시간 등의 제어를 위한 알고리즘을 개

발하였으며, 설계된 시스템이 실제 실험에 사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II. 연구 방법

1. 펄스형 전자기장 발생 장치 설계

(1) 전원부 설계

본 연구에서는 제작한 솔레노이드를 기반으로 펄스형 전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설계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연

구 진행을 위하여 최대 3채널 동시 출력을 목표로 한다. 장

치는 전원부, 제어부, 출력부 등으로 구성된다(그림 1). 제

작한 솔레노이드는 전력 소비량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높

은 전력 소비량은 전원에 영향을 미쳐 불안정한 출력을 야

기한다. 다채널 동시 출력은 더 높은 전력 소비로 문제 발

생을 가속화한다. 따라서 최대 3채널 펄스형 전자기장 출력을

위하여 안정적인 전원이 필요하다. 본 장치에서는 최대 120W

의 출력이 가능한 EPS-120 series Single Output Switching

Power Supply(MEAN WELL)를 이용하여 전원부를 설계

하였다.

전자기장 발생 장치는 5~20 mT 범위의 자속밀도 출력을 지

원한다. 솔레노이드에서 자속밀도는 비오-사바르 법칙에 따라

코일에 인가되는 전류에 비례한다[19]. 자속밀도 파라미터

조절은 전압 전류 가변이 가능한 솔레노이드 전원 공급 장

치를 설계하여 구현한다. 솔레노이드 전원 공급 장치는

EPS-120 출력 전원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솔레노이드에 인

가되는 전원을 생성하며, MCU와의 연동을 통해 9~20 V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전압 변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MCU 동작을 위해 추가적인 전원을 구성하였으며, 설계된

전원 공급 장치를 이용하여 시스템 동작 시 자속밀도가 자

유롭게 조절되도록 전원부를 구성하였다.

(2) 제어부 설계

제어부는 ATmega128 Microcontroller(ATMEL), 조작

회로, 디스플레이 회로로 구성된다. ATmega128은 설정된

자극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전자기장 발생 신호를 생성하여

그림 1. 전자기장 발생 시스템 블록도

Fig. 1. Electromagnetic field generating system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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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부로 전달한다. 조작 회로의 스위치를 통해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디스플레이 회로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조작 회로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ATmega128을

통해 입력되어 실시간으로 파라미터를 수정한다.

ATmega128은 조작 회로의 정보를 전달받아 자극 파라

미터를 설정한다. 설정 가능한 파라미터는 주파수, 펄스 폭, 자

속밀도, 자극 시간 등이 존재하며 실험 조건에 맞추어 개별

적으로 설정 및 작동 가능하다. 주파수, 펄스 폭, 자속밀도에 대

한 파라미터 범위는 펄스형 전자기장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결정하였다[15-18]. 주파수는 10~100 Hz 범위, 자속밀도는

5~20 mT 범위 내에서 설정 가능하다. 펄스 폭은 효율적인

시스템 동작을 위하여 20~30% 범위로 설정하였다.

자극 파라미터 설정 값에 따라 전자기장 발생 신호를

ATmega128에서 생성한다(그림 2). 자속밀도 파라미터는

ATmega128과 솔레노이드 전원 공급 회로 간 연동을 통하

여 솔레노이드에 공급되는 전원을 조절한다. 솔레노이드에

인가되는 전압의 변화는 공급 전류의 변화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자속밀도가 변경된다. 주파수 및 펄스 폭 파라미터는

ATmega128에서 펄스를 생성하기위해 사용되며, 생성된 펄

스는 출력부의 솔레노이드 구동 회로로 입력되어 펄스형 전

자기장을 발생한다. 전자기장 발생 신호는 3개의 채널에 개

별적으로 인가되며, 전체 소비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

첩되지 않도록 생성된다. 

솔레노이드 구동은 기본적으로 많은 전력이 소비되어 발열

문제가 필연적이다. 온도 상승은 세포 및 동물 실험에서 제

어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한 변화를 초래하여 실험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솔레노이드 전력 소모를 조

절하여 발열을 최소화하였다. 방법으로 전체 자기장 발생 시

간 내에 20초의 동작 시간과 10초의 정지 시간을 반복하며

출력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그림 2).

전자기장 발생 장치는 4개의 스위치와 Character Liquid

Crystal Display (CLCD)를 이용한 조작 및 디스플레이 회

로로 구성된다. 4개의 스위치는 각각 ‘Up’, ‘Down’, ‘Mode’,

‘Start’ 버튼으로 구성된다. 솔레노이드 공급 전압(9~20 V),

주파수(10~100 Hz) 및 펄스 폭(20~30%) 가변을 위한 ‘Up’,

‘Down’ 버튼은 선택된 파라미터 값을 각각 1 V, 5 Hz, 5% 간

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Mode’ 버튼은 변경하고자 하는 파

라미터를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 변경 가능한 파라미터로 주

파수, 펄스 폭, 자극 시간 등이 존재한다. ‘Start’ 버튼은 설

정된 자극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전자기장 발생 신호를 생성을

시작한다. 추가적으로 동작 타이머를 추가하여 실험의 편의

성을 증가시켰다. 설정한 파라미터 값은 실시간으로 CLCD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사용가능 하도록 직

관적으로 조작회로를 설계하였다.

(3) 출력부 설계

출력부는 제어부로부터 전달받은 전자기장 발생 신호를

이용하여 솔레노이드에 전원을 공급한다. ON 상태의 드레

인-소스 저항이 낮은 Power MOSFET를 사용하여 소비전

력이 높은 환경에서 구동 가능한 회로를 설계하였다. 펄스

형 신호 입력을 통한 코일 조작 환경에서 역기전력 현상은

필연적이다. 역기전력 현상은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동작을

초래한다. 따라서 역기전력 방지 회로를 추가하여 안정적인

출력 유지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시스템은 다수의 코

어를 제어할 수 있는 멀티 채널 자기장 발생을 지원하며 각

각의 채널은 개별적인 입력을 전달받아 솔레노이드를 구동

하도록 설계하였다.

(4) 전자기장 발생 코어 제작

세포 및 동물 실험 과정에서 제어되지 않은 변수의 증가는 결

그림 2. 솔레노이드에 인가되는 전자기장 발생 신호 ((a) 10~100 Hz 주파수, 9~20 V 출력 범위를 가지는 전자기장 발생 신호, (b) 소비 전

력 조절을 위한 자극 및 휴지 시간 제어)

Fig. 2. Electromagnetic field generation signal applied to the solenoid ((a) electromagnetic generating signal with 10~100 Hz

frequency, 9~20 V output range, (b) stimulation and resting time control for power consump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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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석에 문제를 야기한다. 전자기장 실험에서 균일하지 않은

자기장 방향과 자속밀도는 제어되지 않은 변수로 작용한다. 본

장치는 자극 대상에게 균일한 자속밀도와 자기장 방향을 가

지는 전자기장을 인가하기위해 솔레노이드 형태로 코어를

제작하였다. 솔레노이드는 내부 자속밀도와 자기장 방향이

비교적 일정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1)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은 비오-사바르 법칙을 만족하며,

유한한 길이의 솔레노이드에서 중심 축 자속밀도는 식 (1)로

표현된다[19]. 여기서 n은 단위 길이당 감은 수, L은 솔레

노이드 길이, d는 자속밀도를 구하고자 하는 지점의 높이,

R은 솔레노이드 반지름을 의미한다.

솔레노이드는 사용 목적과 출력 자속밀도 범위에 맞추어

디자인하였으며 외경, 내경, 감는 수 등을 고려하였다. 솔레

노이드는 세포 및 동물 실험에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따라서 내부에 마우스가 위치하여 전자기장 자극이 가

능하며, 마우스 케이지 안에 배치되어 자극이 용이한 크기

로 설정하였다(그림 3(a)). 세포 배양용 디쉬가 솔레노이드

내부에 위치되도록 하여 세포 실험에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다(그림 3(b)). 세포 및 동물 실험 적용을 위한 솔레노

이드 크기 증가는 자속밀도의 감소를 유도한다. 본 장치에

서는 솔레노이드 크기를 일정부분 제한하여 요구된 자속밀도

출력 범위를 만족시켰으며, 솔레노이드 크기를 내경 60 mm,

외경 80 mm, 길이 200 mm로 선정하였다(그림 3(c)).

코일의 감는 수는 코일에 인가되는 전압을 9~20 V로 가

정하였을 때, 5~20 mT의 자속밀도가 출력되도록 설계하였

다. 식 (1)에 따라 조건을 만족하는 N 값을 340으로 선정

하였다. 최종적으로 원통형 코어에 코일을 권선하여 솔레노

이드를 제작하였으며, 펄스형 전자기장 발생을 위한 전체 시

스템을 제작하였다(그림 3(d)). 제작된 솔레노이드는 FLUKE

사의 PM6304 Automatic RCL meter를 통해 성분을 측

정하였다. 솔레노이드 성분은 9.6144 mH, 3.367 Ω 으로 측

정되었다.

2. 성능 평가 방법

본 장치의 실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펄스형

전자기장 발생 장치 및 솔레노이드의 신뢰성 평가를 진행하

였다. 신뢰성 평가로 주파수, 펄스 폭 정확도 분석 및 솔레

노이드 내부 자속밀도를 측정하였다.

주파수 및 펄스 폭은 Tektronix 사의 TDS3014B Oscilloscope

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확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호 측정 위치는 솔레노이드에 전원이

인가되는 출력부로 설정하였다. 본 장치는 10~100 Hz의 주

파수를 5 Hz 간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20~30%의 펄스

폭을 5% 간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19가지의 주파

수 파라미터와 3가지의 펄스 폭 파라미터를 변경하여 각각

57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주파수, 펄스 폭을 측정하였다.

자속밀도는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며 본 장

치에서는 전압 전류 가변이 가능한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 설계된 전원 공급 장치는 9~20 V의 범위

내에서 전압 가변이 가능하다. 자속밀도는 10, 15, 20 V 전원

조건에서 10, 30, 50, 70, 100 Hz의 주파수와 20, 30%의

펄스 폭을 가변 시켜가며 전체 30가지 경우에서 측정된다.

Lake Shore Cryotronics 사의 Model 460 3-Channel

Gaussmeter를 사용하여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솔레노이드

내부 자속밀도를 측정하였다(그림 4(a), 4(b)). 측정 지점은

길이 10 mm 간격(21 point), 내경 5 mm 간격(11 point)을

가지며 총 231개의 지점으로 결정하였다(그림 4(c)).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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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솔레노이드 실험 적용 사례 및 제작된 전자기장 발생 장치((a) 동물 실험 적용 사례, (b) 세포 실험 적용 사례, (c) 솔레노이드 디자인,

(d) 제작된 솔레노이드 및 자기장 발생 시스템)

Fig. 3. Example of solenoid experiments application and manufactured electromagnetic field generator ((a) animal

experiment applications, (b) cell experiment applications, (c) solenoid design, (d) manufactured electromagnetic field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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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측정된 자속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컬러 맵핑을 진

행하여 자속밀도에 대한 2차원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자속

밀도 이미지는 “MATLAB R2020b”를 이용하여 획득하였

으며, 노란색으로 갈수록 자속밀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파란

색으로 갈수록 자속밀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그림 4(d)).

III. 연구 결과

본 장치를 실험에 적용하기위해 설정한 자극 파라미터에

대한 출력을 확인하였다. 평가 방법으로 주파수 및 펄스 폭

측정을 통한 정확도 분석을 진행하고, 자속밀도 측정을 통

해 파라미터 별 자속밀도 및 자속밀도 감소 정도에 따른 솔

레노이드 내부 영역을 획득하였다.

1. 주파수 및 펄스 폭 정확도 분석

장치 출력 주파수의 상대 오차를 분석하여 각 주파수, 펄스

폭에서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표 1, 표 2). 장치는 10~100

Hz 범위에서 5 Hz 간격으로 주파수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으며, 20~30% 범위에서 5% 간격으로 펄스 폭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다.

주파수는 3가지 펄스 폭 파라미터를 변경하여 5회씩 측

정하여, 주파수 별 15개의 데이터를 획득하였다(표 1). 펄스 폭

은 19가지의 주파수 파라미터를 변경하여 5회씩 측정하여,

펄스 폭 별 95개의 데이터를 획득하였다(표 2). 각각의 파라미

터에 대한 오차율은 표 1,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주파

수에 대한 주파수 오차율은 0.0928 ± 0.0934%(mean ± SD),

전체 펄스 폭에 대한 펄스 폭 오차율은 0.529 ± 0.527% (mean

± SD)로 도출되었다. 전체 측정 데이터에서 주파수는 최대

0.31%의 상대 오차를 가지며 펄스 폭은 최대 1.69%의 상대

오차를 가진다.

2. 솔레노이드 내부 자속밀도 측정

솔레노이드 중심에서 측정 위치 변화에 따른 자속밀도를

관찰하여 자속밀도 감소 정도를 관찰하였다. 자극 파라미터에

그림 4. 자속밀도 측정 영역, 측정 지점 및 이미지 ((a) 솔레노이드, (b) 솔레노이드 단면 및 측정 영역, (c) 측정 지점, (d) 자속밀도 이미지)

Fig. 4. Magnetic flux density measurement area, measurement point and image ((a) solenoid, (b) solenoid cross section and

measurement area, (c) measurement point, (d) magnetic flux densit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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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자속밀도 출력 범위와 감소율에 차이가 있으며, 그림

5(a)는 특정 파라미터(50 Hz 주파수, 30% 펄스 폭)에서 관

찰된 자속밀도를 나타낸다. 자속밀도는 중심과 거리가 먼 곳

에서 측정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거리가 60 mm

이상일 때부터 급격하게 감소한다. 자속밀도 감소율은 10 V 전

원에서 1.22 ± 0.12% (20 mm), 3.55 ± 0.11% (40 mm),

10.18 ± 0.22% (60 mm), 23.18 ± 0.34% (80 mm), 52.72

± 0.20% (100 mm)로 나타났다. 15 V 전원에서 거리에 따른 감

소율은 1.39 ± 0.09% (20 mm), 3.73 ± 0.07% (40 mm),

10.08 ± 0.14% (60 mm), 24.26 ± 0.06% (80 mm), 52.95 ±

0.04% (100 mm)와 같다. 20 V 전원에서 거리에 따른 감소율은

1.39 ± 0.08% (20 mm), 3.76 ± 0.11% (40 mm), 10.16 ± 0.07%

(60 mm), 24.40 ± 0.11% (80 mm), 52.97 ± 0.05% (100 mm)

표 2. 펄스 폭 별 상대 오차율

Table 2. Relative error rate at each pulse width

Pulse-width (%)
Relative Error (%)

mean ± SD

20 0.560 ± 0.583

25 0.569 ± 0.563

30 0.581 ± 0.547

그림 5. 솔레노이드 중심과의 거리에 따른 자속밀도 ((a) frequency = 50 Hz, pulse width = 30%, (b) 전체 측정 데이터에 대하여 정규

화 된 자속밀도)

Fig. 5. Magnetic flux density according to the distance from the center of the solenoid ((a) frequency = 50 Hz, pulse width

= 30%, (b) Normalized magnetic flux density for all measurement data)

표 1. 주파수 별 상대 오차율

Table 1. Relative error rate at each frequency

Frequency (Hz)
Relative Error (%)

mean ± SD

10 0.001 ± 0.005

15 0.067 ± 0.000

20 0.000 ± 0.000

25 0.000 ± 0.000

30 0.096 ± 0.017

35 0.105 ± 0.029

40 0.000 ± 0.000

45 0.101 ± 0.011

50 0.000 ± 0.000

55 0.095 ± 0.007

60 0.200 ± 0.000

65 0.102 ± 0.008

70 0.100 ± 0.000

75 0.252 ± 0.007

80 0.000 ± 0.000

85 0.299 ± 0.012

90 0.100 ± 0.000

95 0.247 ± 0.014

100 0.000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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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그림 5(b)는 전체 측정 데이터에 대하여 정규화 된

자속밀도를 나타낸다. 정규화 된 데이터는 솔레노이드 중심

을 기준으로 양의 길이 값을 가지는 부분을 분석하였다. 자

속밀도는 5가지의 주파수, 2가지의 펄스 폭, 3가지의 전압

파라미터를 변경하며 3회씩 측정된다. 자속밀도 데이터는 각

파라미터에 대하여 최대, 최소값을 기준으로 정규화 된다.

특정 파라미터에서 관찰한 결과(그림 5(a))와 같이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자속밀도는 서서히 감소하며, 60 mm 부터

급격하게 감소한다. 

자속밀도 이미지를 통해 30가지의 파라미터 조건에서 자

속밀도 감소율에 따른 솔레노이드 자극 영역을 추출하였다

(그림 6). 자극 영역은 “MATLAB R2020b”를 이용하여 추

출하였으며, 중심축 자속밀도를 기준으로 특정 백분율 이상

자속밀도가 감소한 영역을 검은색으로 표시하여 영역을 구

분하였다. 50, 30, 10, 5, 3% 감소율을 기준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영역 길이를 측정하였다(그림 6). 영역 길이는

mean ± SD로 표시된다. 감소율에 따른 영역 길이는 50%

감소율에서 193.94 ± 0.37 mm, 30% 감소율에서 168.22 ±

0.69 mm, 10% 감소율에서 121.33 ± 1.79 mm, 5% 감소율에

서 92.27 ± 3.45 mm, 3% 감소율에서 70.52 ± 5.79 mm로 관

찰되었다.

IV. 고찰 및 결론

펄스형 전자기장에 대한 연구는 고정된 주파수, 자속밀도의

전자기장에 대한 효과를 주로 관찰하였다[4,5,7]. 이러한 단

일 고정형 파라미터의 전자기장을 자극하는 방식은 특정한

경우만을 대변하고 있어 다양한 자극 조건에 대한 연구결과

를 도출하거나 다각도의 임상 유효성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속밀도, 주파수, 펄스 폭의 3가지 자극 파라

미터 가변이 가능한 장치를 설계하였다. 장치는 다양한 실

험 대상 및 목적에 따라 자극 파라미터 변수를 통제하여 펄

스형 전자기장의 치료 효과의 기전 연구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전자기장 발생을 위하여 헬름홀츠 형태의 코

일을 사용하였다[15,16,18]. 헬름홀츠 코일을 이용한 전자

기장 발생은 각 코일의 크기, 코일 사이의 거리 등의 요인

에 의해 균일한 자속밀도 출력이 어렵다. 따라서 정밀한 자

속밀도 출력이 가능한 솔레노이드 형태로 코어를 선정하였

다. 솔레노이드는 최대 목표출력과 세포 및 동물 실험 수행

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다. 장치의 주파수 및 펄

스 폭 파라미터 정확도 평가, 자속밀도 측정 및 거리에 따

른 자속밀도 감소율 평가를 통해 솔레노이드 내부 자극 위

치를 결정하였다. 

그림 6. 자속밀도 감소 정도에 따른 자극 영역 추출 이미지 ((a) 50% 감소율, (b) 30% 감소율, (c) 10% 감소율, (d) 5% 감소율, (e) 3% 감소율)

Fig. 6. Extraction image of stimulus area according to the degree of decrease in magnetic flux density ((a) 50% decrease rate,

(b) 30% decrease rate, (c) 10% decrease rate, (d) 5% decrease rate, (e) 3% decrea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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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및 펄스 폭 파라미터 정확도 평가를 통해 자극 파

라미터 설정이 출력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

파수 파라미터는 최대 0.31%의 상대 오차를 가지며 펄스

폭 파라미터는 최대 1.69%의 상대 오차를 가진다. 정확도

분석 결과 오차가 일부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였지만 미세한

오차로서 자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속밀도를 측정하여 장치의 실험 적

용을 위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30가지의 자극 파라미터에

대한 솔레노이드 내부 자속밀도를 확인하였으며, 파라미터

에 대한 자속밀도 정규화를 통해 전체적인 경향성을 확인하

였다.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속밀도는 중심에서 거리가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60 mm 이상에서 급격

한 감소율을 보인다. 자속밀도 이미지 분석을 통해 전체 측

정 데이터에서 자속밀도 감소율에 따른 영역 길이를 획득하

였다. 획득된 데이터를 통하여 각각의 실험에서 정밀도가 높

은 자기장 자극을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하였다. 동물

실험의 경우 5% 감소율 이내의 영역(92.27 ± 3.45 mm), 세포

실험의 경우 보다 균일한 자극을 위해 3% 감소율 이내의

영역(70.52 ± 5.79 mm)에서 자극 가능하다.

펄스형 전자기장 발생 장치의 세포 및 동물모델 적용을

위하여 자기장 코어 디자인을 설계하였으며, 솔레노이드 형

태의 코어를 적용하여 자속밀도와 자기장 방향을 일정하게

하고자 하였다. 자속밀도 측정으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

속밀도 정밀도가 높은 영역을 획득하였다. 자극 파라미터 가

변으로 다양한 목적의 펄스형 전자기장 연구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파수 및 펄스 폭 정확도 평가를 통해 안정적인

출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당 장치가 펄스형 전자기장의

기전 연구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향후 펄스형

전자기장의 주된 효과로 연구되어지는 상처 치유, 통증 완화,

혈류 개선 등에서 자극 파라미터 변동에 따른 효과 관찰 연

구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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