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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고고고밀밀밀도도도 사사사상상상관관관련련련전전전위위위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시시시각각각적적적 단단단어어어인인인지지지 중중중
뇌뇌뇌 활활활성성성화화화 패패패턴턴턴 관관관찰찰찰

본 연구는 한글,영어,한자 단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였을 때 유발되는 뇌전도
(electrocephalogram,EEG)를 측정,분석하여 시각적으로 제시된 단어 인지과정에
서 어떠한 시-공간적 패턴으로 대뇌피질 내의 신경회로망들이 활성화되는가를 파
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상인 15명을 대상으로 구체적 의미를 갖는 한글,영어,한자 단어를 보여 주고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판단하도록 하여 61개의 전극으로부터 EEG 신호를 얻었다.
가산평균에 의한 사상관련전위 (event-relatedpotentials,ERP)분석을 이용하여
언어 종류에 따른 활성화 위치 및 순서를 각각 관찰하여 비교하였다.독립요소분
석 (independentcomponentanalysis,ICA)을 이용하여 대뇌에서 발생하는 신호
원을 분리한 후 독립된 요소가 뇌파의 어떤 요소인가를 밝혀내었다.또한 주파수
영역에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30-50Hz에서 신경세포들의 동기화된 발진,즉
Gamma-band activity (GBA)를 관찰하였으며 대뇌영역들의 기능적 연결성을
gamma대역에서의 coherence분석을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5개의 ERP요소 P1,N1,N2,P2,후기 양극성 요소 (latepositivecomponent,
LPC)가 관찰 되었으며 순차적으로 occipital,temporal,prefrontal영역에서 나타났
다.Prefrontal영역에서 LPC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좌반구우세성을 보
였다.통계적 검증에서 크기와 반응시간은 언어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언어
별 ERP요소들의 특성차는 각 언어에 대한 친밀도,글자 형태의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언어의 구분 없이 연속된 단일시도 (single-trial)들을 입력하여 독립요소
분석 (independentcomponentanalysis,ICA)수행한 후 분리된 독립요소들에서
시공간적으로 신호원에 해당된다고 규명한 것은 주요 ERP요소,mu리듬,아티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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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해당하였다.스펙트럼과 time-frequency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prefrontal,
frontal,temporal영역에서 GBA의 활성화를 관찰하였다.Prefrontal과 temporal영
역의 GBA는 ERP요소 LPC 및 반응 시간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언어간
GBA의 시공간적 패턴 차는 개인간 차와 비교했을 때 우세하지 못했다.유의미한
근거리간 gamma대역에서의 coherence의 증가는 전두부에서 보였으며,원거리간
증가는 전두부,후두부,temporal영역들 사이에서 나타났다.시각적 단어인지 시
GBA의 증가는 신경세포들의 통합적 정보처리를 반영한 것이며, 영역간의 

coherence의 증가는 뇌 영역들간의 기능적 연결성의 강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다.

주요어:시각적 단어인지,뇌파 (EEG),사상관련전위 (ERP),Gamma-band
activity(G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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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시각적 단어인지과정 중에는 대뇌피질 내 여러 영역들이 관여하며 이들의 서로
연계된 활동에 의하여 정보처리를 한다.이를 관찰하기 위해 많은 뇌기능영상화
와 전기생리학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2,3,4,5,6].기능
적 자기공명영상 (functionalmagneticresonanceimaging,fMRI)과 같은 뇌기능
영상화 연구들은 단어인지에 관여하는 대뇌의 특정부위를 발견하는데 주력한다.
단어 인지를 하는 동안 순차적 신경세포들의 활성화 관찰은 시간적 해상도의 제
한을 갖는 영상화 기법으로는 불가능하며 높은 시간적 해상도를 같은 뇌전도
(electroencephalogram,EEG),뇌자도 (magnetoencephalogram,MEG)등의 전기
생리학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이를 이용하여 기능적 세분화의 관점에서 뇌
기능 관찰을 통해 각 영역들의 순차적인 활성화 순서에 대한 정보와 특정 과정을
담당하는 뇌영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ERP는 특정 자극에 의해 일정시간동안 유발된 전기적 신호를 말한다.여러 정
점의 극성 (polarity)과 잠재시간 (latency)에 따라 ERP요소를 명명하고,주로 요
소파형들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여 순차적 대뇌의 정보처리 과정 혹인 인
지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언어인지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ERP가 사용된 과거
연구들이 다수 보고된바있다 [7,8,9].P100은 자극제시 종류와 관련된 영역을 나타
내며,N100과 P200은 선택적 주의력과 관련이 있다.P300은 선택적 주의력,자극
탐지,기억 스캐닝 등과 같은 정보처리 기능과 관련된다.N400은 어휘의 이해 난
이도와 의미의 부적절성과 관련되며 의미적 처리과정을 반영한다.P600은 문장의
문법성과 관련되고 장기기억에 저장되어있는 정보에 기초한 정밀한 처리과정을
나타낸다.
시각적 단어인지에는 글자의 형태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내는 변환 과정과 사전
적 문법,의미 판단을 하는 과정이 수반된다.시각적 단어인지 시 대뇌는 기능적
으로 다양한 신경회로들의 결합에 의한 정보통합과 지각능력을 필요로 한다.따
라서 단어인지 시 활성화되는 영역과 순서뿐만 아니라 신경조직의 결합 또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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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어야 한다.
정보처리 과정 시 주파수 30Hz이상 gamma대역에서 신경세포들의 발진이
서로 리듬 있게 동기화되는 특성을 관찰하는 연구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10,11,12,13].신경세포들이 gamma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GBA라 한다.GBA는 특정 정보가 통합되기 위하여 국소 신경세포들이 발진하여
연합 (binding)되는 일시적 체계를 나타낸다.이러한 GBA는 주로 주의 집중,동
기부여 및 연합기능을 수행할 때 활발하며 이것은 긴밀하게 관련된 신경회로망들
의 통합적 정보처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4].상황에 맞게 전후관계에
따라 많은 양의 자료로부터 관련 정보를 선택하는 메커니즘은 단어 인지작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로 인해 GBA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언어정보처리 과정 중 GBA의 증가를 관찰한바있다.Krause
등[16]의 연구에 의하면 소리로 제시된 단어를 인식할 때 GBA가 증가하였다.
Pulvermuller등[17]은 단어의 의미에 따라 현저하게 GBA가 증가되는 영역이 다
르다는 것을 보였고 신경세포들의 활성화를 fMRI를 이용해 관찰한 것을 GAB와
비교하였다.Eulitz등[10]은 시각과 청각으로 언어자극을 제시한 후 240ms에 좌
반구에서 뇌자도의 스펙트럼 파워가 60Hz부분에서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다.
Crone 등[15]은 ERP와 같은 영역에서 GBA가 증가되는 것을 토포그래피
(topography)로 확인했으며,40-100Hz에서 동조화된 신경세포들의 발진이 대뇌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데 있어 ERP보다 매우 유용함을 보였다.
기능적 연결성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발생하는 신경계활동들 간의 시간적 상관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국소 신경회로망들 간의 연결성뿐만 아니라 대뇌영역들
사이의 연결성을 파악하기 위해 coherence분석,위상동기화의 관찰 등을 이용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다 [11,14]. 약 40 Hz에서의 동기화된 진동
(synchronizedoscillation)이 통합적 뇌기능 수행에 따른 현상으로 알려졌으며,이
주파수 대역에서의 coherence분석을 통해 상이한 뇌 영역들이 기능적으로 어떻
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다 정확히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62개 채널에서 측정된 EEG를 사용하여 한글,영어,한자 단어를
시각적으로 인지할 때 순차적 대뇌 활동 패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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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차이점의 기원을 관찰하고자 하였다.표기체계가 다른 세 가지 언어로 구
성된 단어들을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글자의 쓰인
형태에 따른 대뇌 피질의 정보처리 과정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시각적 단어인지를 하는 동안 EEG로 기록된 데이터를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신경조직의 정보처리 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패턴을 다방면에 걸쳐 해
석하고자 했다.EEG에 ICA [18,19,20]을 적용하여 활성화를 보이는 독립요소들의
영역과 기여도를 조사하였으며,파워 스펙트럼과 time-frequency분석방법을 사
용하여 gamma대역에서 스펙트럼의 변화를 관찰하고,gamma대역에서 전극들
간의 coherence값을 구해 이들의 기능적 연결성을 확인하였다.그밖에 GBA의
증가와 ERP크기 및 반응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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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방방방 법법법

222...111실실실험험험 방방방법법법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15명의 피험자 (남 8명,여 7명,25.4±2.13세)가
실험에 참여하였다.피험자들은 일반적인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6년 이상 한자어
및 영어 교육을 받아왔고 모두 오른손잡이이며 과거 신경과적,정신과적,신경외
과적 질환이 없었다.
자극은 언어별로 각각 100개의 한글,영어 및 한자어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 의
미를 갖는 단어들을 선정하였다.모든 한글과 한자어는 세글자 미만의 동일한 발
음과 의미를 지니고 글자수가 일치하며 영어는 한글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단어
를 선별 하였다.자극은 주문 제작된 소프트웨어 (StreamDX)를 이용하여 모니터
(17"LCD monitor)로 제시하였다.그림 2.1은 자극 제시 방법을 간략화 한 것이
다.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고정 기호 ('+')를 500ms동안 보여 준 후
바로 단어를 1000ms동안 제시하였다.자극간 간격 (inter-stimulusinterval)은
1500ms이었다.단어 자극은 한글,영어,한자어가 임의의 순서로 제시된다.실
험은 3번으로 나눠 실행하였고 실험사이에는 1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
다.피험자가 단어인지과정에 집중하도록 마우스 클릭에 의해 생물,무생물을 판
단하게 하고 클릭한 시점을 반응시간으로 기록하였다.피험자들에게 단어가 나타
나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의미 판단을 내리고 즉시 생물이면 왼쪽,무생물이
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도록 요구하였다.안정상태 (baselinecondition)

그림 2.1 실험 자극 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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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험자에게 편하게 검정화면을 응시하는 상태이며 단어자극실험 전에 1분 동
안 측정하였다.
64개 Ag/AgCl전극이 부착되어 있는 모자 (Easy cap)를 사용하여 10/10
systems에 따라 61개의 전극으로부터 EEG신호를 500Hz의 샘플링율로 기록하
였다 (BrainAmp.,VisionRecorder,BrainProducts)[1].기준 (reference)전극은 Fz
와 Cz사이에 위치시키고 접지는 Fpz와 Fz사이에 위치시켰다.안구운동에 의한
아티팩트를 제거하기 위해 오른쪽 눈 밑에 전극을 부착시켜 안전도
(electroculogram,EOG)를 측정하였다.그밖에 아티팩트들을 차단하기 위해 0.03
-100Hz대역통과필터와 60Hz노치필터를 적용하였다.전극과 두피 사이에 겔
을 주입시켜 모든 전극의 임피던스 크기는 10kΩ이하가 되도록 했다.

222...222데데데이이이터터터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2.2.1ERP파형의 시간 영역 분석

2.2.1.1ERP요소 분석

ERP분석에 앞서 아티팩트을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과정을 실행하였다.30Hz
저역필터를 적용하여 고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근전도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연속해서 임의의 단어자극 순서대로 기록된 데이터를 자극제시 시점을 기준으로
-100ms에서 1000ms구간을 자르고 언어 종류별로 모아 재구성하였다.EOG가
±100µV를 초과하는 구간들을 제거하였으며,눈으로 판단하여 기록이상이 있는
구간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아티팩트를 제거한 후 자극제시 전·후 100ms값을
이용하여 시작시점을 보정하였다.단어별 (한글,영어,한자어)로 자극제시 시점을
기준으로 -100-1000ms(1epoch)동안 61채널 평균 ERP파형을 계산한 후
Globalfieldpower(GFP)와 토포그래피에 기반하여 주요 ERP요소들을 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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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각 ERP요소의 진폭과 잠재기가 단어간,반구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통
계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언어별로 각각의 ERP요소 파형과 반응 시간 사이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조사하였다.ERP요소의 통계적 분석에는 잠재기를 기준
으로 ±10ms구간동안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2.2.1.2전류 소스 밀도(Currentsourcedensity,CSD)분석

두피에서 ERP신호 국지화를 위해 CSD를 이용하였다.CSD는 구형 라플라시
안 연산자(sphericalLaplacianoperator)를 사용하여 두피에서 측정된 전압값()
을 전류밀도()로 변환한 것이다.

′ ∇∙  ∇


 는 미지의 쌍극자 모멘트들의 벡터이며 는 전도율이다.
보간법으로 두피의 모든 지점에 전압값을 생성한 후 라플라스 연산자를 이용하
여 두 번 공간미분을 하였다.두피 표면에서 전류는 수직하다고 가정했을 때 양
의 CSD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의 값이고 반대로 음의 값은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
의 값이다.

2.2.1.3ICA 분석

ICA는 블라인드 신호분리(blindsourceseparation)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어떤 사전 지식 없이 선형적으로 혼합된 신호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신호원이나 혼합 행렬(mixingmatrix)을 구해내는 것이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림 2.2는 ICA 알고리즘 사용하였을 때 독립신호원과 측정값과의 관계이다.독
립적인 신호들을       라 하고 에 의해 선형적인 조합으로
혼합되어 두피에서 측정되는 신호들을      이라 할 때 이
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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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ICA 알고리즘 모식도

   

ICA는 가 주어지지 않고 행렬 에 대해서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독립 신
호원 와 비혼합 행렬(unmixingmatrix)인 을 추정한다.

  

ICA는 infomax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독립요소들간의 상호 정보(mutual
information)가 최소화하도록 신경망 처리과정을 통해 최적의 비혼합 행렬 을
계산한다.
독립요소들이 서로 통계적으로 독립이 되도록 한 알고리즘 입력 와 출력 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는 S자형 비선형 전달 함수이다.엔트로피 가 최대가 되도록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비혼합 행렬 을 찾아 독립된 요소들을 분리한다.에 대한
학습율은 다음과 같다 [21].

 ∝


      

여기에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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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독립요소의 활성화는 시간에 따른 파형의 형태로 알 수 있다.또한 비혼
합 행렬의 역변환   은 시공간적으로 고정되어있는 독립요소의 활성화가 두피
에 반영되는 크기이므로 독립요소의 활성화를 역변화   를 이용한 토포그래피
로 나타낼 수 있다.
ICA는 개인별로 세 가지 단어의 구별 없이 연속된 단일시도 전위를 입력으로
하였고, EEGLAB toolbox[22]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EOG를 포함한 총 62개
채널의 신호로 280-300개의 -100-1000ms시간구간을 연결시킨 EEG를 ICA
에 적용하여 독립요소들을 분리해 내었다.의 변화율이  이하가 되거나 학
습단계가 최대 5000이상이 되었을 때까지 학습이 되도록 하였다.분리된 독립요
소들 중 인지활동과 관련 있는 신호원의 규명은 독립요소의 두피에서 토포그래
피,시간에 따른 파형 형태,특정 주파수에서의 스펙트럼 파워를 고려하여 이루어
졌다.또한 아티팩트에 해당하는 독립요소를 찾아 제거시킨 후 남은 독립요소들
에  행렬의 역행렬을 곱하여 복구된 ERP파형으로 아티팩트 제거 효과를 확
인하였다.

2.2.2주파수 영역 분석

2.2.2.1스펙트럼 분석

자기상관함수의 푸리에 변환을 파워스펙트럼밀도(power spectrum density,
PSD)라 하며,PSD의 크기는 각 주파수 성분이 가지는 파워를 나타낸다.PSD은
신호의 피리어드그램(periodogram)으로 구할 수 있다.N개의 샘플수열로 주어진
신호 x[n]의 피리어드그램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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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Welch의 방법에 의한 PSD 추정의 모식도 

이와 같은 방법은 푸리에 변환 시 창 함수와 컨벌루션되는 과정에서 불연속점이
발생하여 고주파 성분의 스펙트럼 누설(leakage)이 생기고 창 함수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의 해상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Welch방법은 향상된 PSD를 얻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창 함수를 자른 신호(segmentsignal)에 적용한 후 푸리에
변환하여 평균을 취하는 것이다.
그림 2.3은 Welch방법을 사용하여 PSD를 구하는 모식도이다.신호는 시간 영
역에서 겹침을 가지는 일정한 크기의 구간 으로 개 분할한 후 각 구간에 대
하여 창 함수 을 적용시킨 후 푸리에 변환한다 [24].






 

 
  

  

 


     

 


  

  

 

은 창 함수이며,는 창의 평균 파워이다.
Welch'sPSD,

는 모든 구간의 푸리에 변환값의 자승에 대한 평균이다.


  



  










푸리에 변환 분할 구간의 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완곡하게 표현되지만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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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는 감소하게 된다.따라서 적절한 수로 구간을 분할해야 된다.또한 각 구
간에 대하여 겹치는 구간이 있도록 하였는데,이는 각 구간의 통계적 창 함수 의
존성을 감소시키고 스펙트럼 최대 진폭을 크게 할 때 발생하는 스펙트럼 누설을
막는 기능을 한다.
스펙트럼 분석을 위하여 prefrontal, frontal, parietal, central, temporal,

occipital영역에 위치한 12개의 전극 (Fp1,FP2,F3,F4,C3,C4,P3,P4,T7,T8,
O1,O2)을 선택하였다.각 피험자의 내에서 자극제시 조건 간의 반응을 통계적으
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개인별분석이 수행하였다.자극제시 기점을 기준으로
1000ms구간을 1024point고속 푸리에 변환(FastFouriertransform,FFT)시
켜 파워스펙트럼을 구한 후 전체 파워에 대한 30-50Hz영역 파워의 비율을
계산하여 GPI를 얻었다.개별분석을 위해 모든 피험자에서 단일시도 유발 전위
(single-trialevoked potential)에 대한 GPI를 계산하였다.또한 모든 피험자의
GBA를 비교하기 위해 그룹분석이 수행하였다.GPIs는 각 피험자에 대해 자극제
시 조건(baseline,한글,영어,한자어)들 별로 얻어졌다.그룹분석에서는 Welch
방법 (1024pointFFT,512pointHanningwindow,100pointoverlap)[23]를 적
용하여 피험자별로 1개씩의 평균 스펙트럼을 얻었다.그밖에 ERP 요소파형과
GBA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2.2.2.2Time-frequency분석

단기 푸리에 변환(short-term Fouriertransform,STFT)은 신호를 좁은 영역의
단편으로 나눈 후 푸리에 변환을 하는 신호처리방식으로 시간에 따른 스펙트럼
크기 변화를 알 수 있다.구간은 창 함수 에 의해 나눠지며,나눠진 구간의
푸리에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번째 구간의  은 과 과 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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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시간이 m일 때 (M-1)번째에 대해 모든 구간의 푸리에 변환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3].

    
  

  

 

 는 샘플수가 m개이고 주파수가 w개인 신호 의 time-frequency분
포이다.
자극을 제시한 후 1000 ms 동안 GBA가 발생하는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time-frequency 분석을 하였다.STFT (1024 pointFFT,80 pointHanning
window,79pointoverlap)[23]을 단일시도 유발 전위에 대하여 적용한 후 평균
을 하였다. GBA는 자극 제시 후 time-frequency 분포에서 안정상태의
time-frequency분포를 빼어 표준화한 후 관찰하였다.

2.2.2.3Coherence에 의한 기능적 연결성 분석

Coherence는 주파수 대역에서 두 신호 x,y사이에 선형적 관계를 나타낸다.
Coherence는 신호 x,y의 스펙트럼 값의 자승을 각 스펙트럼 값의 곱으로 나누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4].

  
 


 

 


 는 신호 x와 y의 상호상관함수,  는 신호 x의 자기상관함수,
 는 신호 y의 자기상관함수이다.
PSD는 신호의 주기적 활동에 관해 주파수 내에서 최고점을 나타내어 신호의
리듬을 찾아내는데 유용하며,상호상관함수는 신호들을 비교하여 주파수 내에 절
점으로 나타내므로 두 신호 사이의 공통된 리듬을 찾아내는데 사용된다.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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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사이의 값이며,만약 두 신호의 선형적 관계가 높을수록 coherence는 1에
가깝다.
Coherence분석은 gamma대역에서 두 전극사이에 선형적 연결관계를 확인하
기 위하여 수행하였다.Coherence 값은 두 전극의 단일-신호에 Welch 방법
(1024pointFFT,512pointHanningwindow,100pointoverlap)[23,24]를 적용
하여 얻은 상호스펙트럼밀도의 자승을 각 전극의 PSD로 나누어 표준화
(normalization)하여 구했다.통계 분석에는 30-50Hz대역의 coherence평균값
을 사용하였다.Coherence는 주요 전극 12개의 전극 (Fp1,FP2,F3,F4,C3,C4,
P3,P4,T7,T8,O1,O2)을 짝지어 총 62개 전극의 조합으로 구한 후 근거리간,
원거리간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각 개개인별,자극제시 조건별 (baseline
condition,stimuluscondition(한글+영어+한자어),한글,영어,한자어)로 각각 두
전극씩 짝을 지어 coherence값을 구한 후 그룹분석을 수행하였다.
*근거리간:Fp1-Fp2,F3-F4,C3-C4,P3-P4,O1-O2,Fp-F,Fp-CF-C,C-P,P-O
*원거리간:Fp-T,Fp-P,Fp-O,F-T,F-P,F-O,C-T,C-O,T7-T8,T-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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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결결결 과과과

333...111반반반응응응 시시시간간간

각 언어별 평균 반응시간은 반복 측정 분산분석 (repeatedmeasuresANOVA)
를 사용하여 비교하였을 때 한글 (672ms)이 가장 짧고,그 다음 영어 (782ms),
한자어(885ms)순서였다 (F(2,42)=3.544,p=0.047).이 중 한글과 한자어 간의 차
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ost-hoctestusingTukey’sHSD,p<
0.05).표 3.1은 세언어의 반응시간을 통계적으로 비교분석한 것이다.

표 3.1.반응시간

333...222EEERRRPPP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3.2.1ERP요소의 특성

그림 3.1(a)는 GFP파형이고 (b)는 선택된 17개 전극에서 전체 피험자에 대해
평균된 ERP파형이다.GFP에서 파워가 큰 정점들을 찾아 5개의 ERP요소들을
규명하였고 요소들의 공간적 위치는 두피 위 토포그래피와 CSD이미지에 기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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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확정하였다.규명된 5개의 ERP요소는 P1(104-124ms),N1(160-182
ms),N2(한글,영어:248-268ms,한자:258-278ms),P2(282-302ms,
290-310ms),LPC(500-700ms)이였다.각 요소의 좌우반구우세성과 언어
간 활성화 정도에 대한 통계적 비교 분석은 t-test와 ANOVA로 수행하였다 (표
3.2).
첫 번째 요소 P1은 occipital영역에서 양측 모두 큰 양극성을 보였으며 자극제
시 된 시점으로부터 약 110ms에 최고의 극점이 관찰되었다.요소 P1의 크기는
O1과 O2에서 104ms에서 123ms사이 평균값이다.통계 분석은 O1과 O2의 크
기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모든 언어에서 좌·우 반구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p>0.54).또한 요소 P1의 진폭은 쓰인 단어 형태가 달라도 큰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F(2,42)=0.391,p=0.676).
두 번째 요소 N1은 자극제시후 160-180ms에 강한 음극성(negative)을 띄며
occipital과 temporal영역에서 관찰되었다.통계 분석은 O1과 O2의 크기를 사용
하여 수행하였다.한글 (t=2.199,p=0.028)과 영어 (t=2.032,p=0.042)는 유의미
한 좌반구우세성을 보였다.한자어의 경우 N1의 크기는 우반구에 비해 좌반구에
서 컸으나,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t=0.749,p=0.45).N1의 크기는 언어
간에 유의미한 차를 보였으며 (F(2,42)=6.168,p=0.02),영어,한자어,한글 순서였
다.
GFP파형의 약 250-300ms에서 정점은 두 개의 ERP요소 N2와 P2에 의한
것이다.요소 N2와 P2의 잠재기는 각각 250-280ms,280-310ms이었다.요
소 N2는 temporal영역에서 우세했다.통계 분석은 TP9와 TP10의 크기로 수행
하였다.다른 언어 간 N2의 크기는 글자 형태에 따라 강한 차이가 있었다 (한글>
영어>한자어,F(2,42)=67.098,p<0.000).요소 P2의 통계적 분석은 Fp1과 Fp2의
크기로 수행하였다.P2는 전두부에서 양극성을 띄며 좌반구우세성을 보였다.P2
의 크기는 언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자어>한글>영어,F(2,42)=2.122,
p=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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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ERP요소들의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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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 (a) GFP 파형  (b) 평균 ERP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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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처리 단계 후기 ERP요소,LPC는 전두부에서 관찰되었으며 우반구에서
강한 양극성을 띄었다.LPC의 크기는 전극 Fp1과 Fp2에서 500-700ms에서 진
폭의 평균값이다.세 언어 모두 우반구 활성화가 좌반구에 비해 유의미하게 크며
(p<0.005), 언어간에 유의미한 크기차가 있었다 (한자어>영어>한글,
F(2,42)=29.998,p<0.000).
그밖에 각 요소의 진폭과 반응 시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관찰하였다.일반적으로
후기에 전두부에서 활성화된 요소들이 반응시간과 큰 상관관계가 있었다.세 언
어 모두 LPC의 진폭과 반응시간과의 상관계수(correlationcoefficient)가 가장 컸
으며 언어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한글:r=0.2803,p<0.0000;영어:r=0.1161,
p<0.0001;한자어:r=0.4113,p<0.0000).상대적으로 P2크기와 반응시간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한글 (r=0.1500,p<0.0000)과 한자어 (r=0.3978,p
<0.0000)이였다.

3.2.2CSD에 의한 국지화

그림 3.2은 CSD그림이다.요소 N1의 시간구간에는 양측 후두부에 음의 전류원
이 있으며,이는 좌측으로 치우쳐있다.N2(260ms)과 P2(290ms)는 공통 시간구
간을 갖는데,N2과 P2의 구간 (250-300ms)동안 CSD 그림에서 운동영역의
활성화가 보였다.CSD 그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영어와 한자어의 경우 강한
음극성의 전류원이 Cz에서,한글의 경우 Cz,C1,C3에서 관찰되었다.LPC의 구간
에는 세 언어 모두 prefrontal영역에서 우반구우세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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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CSD 그림

3.2.3ICA 결과

ICA를 수행하여 얻은 62개의 독립요소들로부터 토포그래피와 파형에 기반하여
단어 인지과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세 개의 독립요소를 추출하였다.
또한 ERP이미지는 자극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정렬된 단일시도 ERP파형의 크
기를 색으로 표기한 것으로 독립요소의 활성화를 관찰하는데 활용하였다 [22].그
림 3.3는 한 피험자(subject#7)의 300개 단일시도로부터 분류된 62개의 독립요소
들 중에서 주요 요소로 선택된 독립요소들로 다른 피험자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
된 독립요소들이다.주요 요소들의 활성 부위는 occipital영역,왼쪽 -오른쪽
prefrontal영역으로 ERP파형 요소들의 일부 특성과 일치하였다.나머지 독립요
소들은 파형의 활성 정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주요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
다.IC#1은 후두부 양측면의 시각 반응을 나타낸 것이며 ERP요소 P1,N1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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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한다.IC#2는 prefrontal영역의 좌측에서 250–350ms구간동안 양극성을 띄
며 ERP요소 P2에 상응하였다.IC#3는 우측 prefrontal영역에서 500ms에 양극
성을 나타냈다.이는 LPC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위 세 가지 독립요소들은
피험자의 절반 이상에서 관찰되었다.주요 ERP요소에 해당하는 3개의 독립요소
가 명백하게 관찰된 피험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IC#1-11명 (78.5%),IC#2-9명
(64.29%),IC#3-10명 (71.4%).
분리된 독립요소들 중에는 반응시간 직전에 10Hz대역에서 발진하던 파형의
진폭이 감소하는 mu리듬을 관찰할 수 있었다.mu리듬을 보이는 독립요소는 토
포그래피에서 활성화를 보이는 위치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뉘어졌다.그림 3.4는
mu리듬을 보이는 독립요소들이며 활성화된 부분이 (a)IC#4는 오른쪽 cental영
역,(b)IC#5는 중앙 cental영역,(d)IC#6은 왼쪽 cental영역이었다.세 종류의
독립요소를 나타내는 피험자들의 수는 다음과 같다:IC#4-8명 (57.1%),IC#5-7
명 (50.0%),IC#6-6명 (42.9%).일부 독립요소 중에는 스펙트럼 크기의 증가가
10Hz에서뿐만 아니라 20Hz영역에서도 나타났다.파형의 발진이 감소되는 시
점은 약 500ms이었다.

(a) IC#1 (b) IC#2

(c) IC#3

그림 3.3주요 ERP 요소에 해당하는
독립요소
(a)IC#1,(b)IC#2,(c)I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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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ICA를 기반으로 아티팩트의 신호원을 찾아내고 이를 제거한 효과를 ERP
파형으로 확인하였다.안구 움직임과 근전도의 영향으로 발생한 아티팩트들에 해
당하는 독립요소는 토포그래피와 파형에 의해 규명하였다.추가로 근전도 아티팩
트에 해당하는 독립요소들에 대해서 ERPimage를 이용하여 단일시도 파형들에
도 영향을 주었는가와 스펙트럼 파워가 고주파 영역에서 큰가를 고려하였다.두
종류의 아티팩트들은 모든 피험자에서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그림 3.5(a)

          (a) IC#4 (b) IC#5 

(c) IC#7 

그림 3.4 mu 리듬에 해당하는 독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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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7는 안구의 움직임으로 규명된 것으로 전두부 쪽에서 활성화 되며,파형에서
900ms이후에 20  이상의 양의 값을 갖는다.(b)는 전극 Fp1과 Fp2의 ERP
파형으로 IC#7가 효과적으로 제거 된 것을 나타낸다.그림 3.6(a)IC#8,(b)IC#9,
(c)IC#10,(d)IC#11은 근전도로 규명된 것이다.주로 temporal영역에서 관찰되
며 10Hz이상의 고주파수에서 스펙트럼의 크기가 크다.단일시도 파형들에도 고
주파를 보이는 근전도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6 (e)는
IC#8-IC#11제거한 전·후를 ERP파형으로 비교한 것으로 전극 TP9,TP10에서는
아티팩트에 해당하는 독립요소 제거했을 때 고주파에 해당하는 근전도의 영향이
크게 감소하였다.전극 O1과 O2의 ERP파형에서 근전도 독립요소들을 제거했을
때 변화가 없었다.

(a) IC#7

(b) IC#7 제거 전·후 ERP 파형

 그림 3.5 안구의움직임에 해당하는 독립요소 IC#7과 제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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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C#8

(b) IC#9

(c) IC#10

(d) IC#11  

              

(e) IC#8-IC#11 제거 전·후 ERP 파형

그림 3.6 근전도에 해당하는 독립요소 IC#8-11와 제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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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스스스펙펙펙트트트럼럼럼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3.3.1단어인지 시 GBA 특성

그림 3.7(a)는 한 피험자 (subject#7)가 단어인지를 하는 동안 발생된 GBA를
12전극에서 GPI로 나타낸 것이다 (개별분석).GBA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났지만,prefrontal,frontal,temporal영역의 전극에서 현저하게 증
가하였다.안정상태와 단어 자극이 가해진 조건에서의 GBA는 쌍체 표본 평균검
증 (paired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이 피험자의 경우 자극이 가해진 경우
C3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GPI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p< 0.05).유의미
한 GPI증가를 보인 피험자의 수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3.3):Fp1-10
(71.4%),Fp2-9 (64.29%),F3-9 (64.29%),F4-10 (71.4%),C3-6 (42.9%),C4-8
(57.1%),T7-10 (71.4%),T8-10 (71.4%),P3-3 (21.4%),P4-5 (35.7%),O1-3
(21.4%),O2-5(35.7%).
그림 3.7(b)은 14명의 전체피험자에 대해 평균된 GPI의 분포이다 (그룹분석).
GBA의 증가는 prefrontal,frontal,temporal,parietal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O1을 제외한 모든 전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p>0.05).
각 언어별로 안정상태와 통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t-test과 ANOVA를 수행하
였다.세 언어 모두 prefrontal,frontal,temporal영역에서 우세하게 GBA가 증가
하였다.예를 들면,피험자 CHN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GBA 증가한 영역
은 한글에 관해 Fp2,F3,F4,T7,T8이었고 영어와 한자어에도 같은 영역에서 증
가하였다.안정상태와 세 언어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자
극이 주어진 조건에서 GBA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모든 피험자에서 언어 간
에 GPI는 전 영역에서 차이가 났다.개별분석과 그룹분석에서 모두 다른 전극 사
이에 GPI의 순차성은 없었다.
GBA의 반구우세성을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시행하여 prefrontal,fr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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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etal,central,temporal,occipital영역의 좌우반구 전극에서 GPI의 크기를 비
교하였다.대부분의 피험자에 대해 거의 모든 전극에서 우반구우세성이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05) 우반구우세성을 보인 피험자의 수는 Fp-12
(85.7%),F-13(92.9%),C-11(78.6%),T-9(64.3%),P-7(50%),O-10(71.4%)이
다 (표 3.4).그룹분석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우반구우세성이 보였다.
반응시간과 GPI사이의 상관관계 계수 (correlationcoefficient)를 계산한 결과
prefrontal영역 (Fp1,FP2)과 temporal영역 (T7,T8)에서의 GBA는 반응시간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r|>0.15,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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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7 선택영역의 GPI (a) 개별분석(피험자 #7)  (b) 그룹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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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GBA 증가된 피험자 수 및 비율 (p<0.05,Kor:한글,Eng:영어,Chn:
한자어,Stims:한글,영어,한자어를 한 그룹으로 취급)

 

표 3.4GBA의 우반구우세성을 보인 피험자 수 및 비율 (p<0.05,Kor:한글,
Eng:영어,Chn:한자어,Stims:한글,영어,한자어를 한 그룹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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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Time-frequency분석 결과

전체 피험자에 대한 평균 time-frequency분포에서 GBA 증가는 주로 150-
500ms구간이었다 (그림 3.8). 또한 서로 다른 영역들의 활성화가 시간적으로
순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ERP의 경우와는 달리,GBA는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증가하는 형태였다.또한 동일한 전극에서 GBA 증가가 나타나는 시간구간은 개
인별로 차이가 있었다.반면 동일 피험자의 GBA의 시공간적패턴은 서로 다른 언
어자극에 대해 유사한 형태이었다.그림 3.9는 두 피험자에 대한 GBA의 평균
time-frequency 분포이다.이것은 현저한 GBA의 증가가 prefrontal,frontal,
temporal영역임을 명확히 보여준다.이러한 패턴은 다른 피험자에 대해서도 같았
다.GBA의 증가를 보인 시간구간은 각 피험자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150-
500ms구간이었다.또한 한 피험자에서 세 언어 간에 GBA의 time-frequency
패턴은 유사성을 나타냈지만,각 피험자들 간에는 달랐다.

          Korean                   Korean                   Korean                   Korean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ChineseChineseChineseChinese

그림 3.8  평균 time-frequency 분포 (그룹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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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Korean                   Korean                   Korean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ChineseChineseChineseChinese

(a)

          Korean                   Korean                   Korean                   Korean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ChineseChineseChineseChinese

(b)
그림 3.9 평균 time-frequency 분포 (개별분석) (a) 피험자 #7 (b) 피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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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Gamma-bandcoherence

시각적 단어 인지과정과 안정상태의 전극간 coherence를 비교 분석하였다.그림
3.5는 안정상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단어인지 시 gamma대역에서 coherence
가 유의미하게 증가된 전극쌍을 연결한 것이다.안정상태과 단어 자극을 제시하
였을 때 근거리간 coherence증가를 보이는 영역은 전두부이다.세 언어 모두 전
두부에서 Fp1-Fp2,F3-F4,Fp1-F4의 coherence증가를 보였으며,한글의 경우
Fp1-F3,Fp2-F3에서도 증가하였다.원거리간 coherence증가는 전두부,측두부,
후두부 영역간에 나타났다.모든 언어에 관해 전두부의 Fp1,Fp2,F3,F4는 모두
T7과 T8과 긴밀성이 증가하였다.측두엽과 후두부 영역의 긴밀성은 세 언어 모
두 T7-O1간에 증가하였으며,한자,영어의 경우 T7-O2의 coherence가 증가하였
다.T7-P4은 영어에서만 증가하였다.그림 3.10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좌측 측두
엽과 후두부의 coherence가 증가하였으며 우측 측두엽과 후두부 영역의
coherence증가는 보이지 않았다.전두부과 후두부 영역의 증가를 보인 것은 세
언어 공통적으로 C3-O1이며,한글과 영어는 F3-O1,한자는 F4-O1이었다.
표 3.5는 유의미하게 증가된 영역들의 coherence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Coherence가 증가된 영역에서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에 의하면 근거리간
coherence수치가 원거리보다 크며,특히 평균 coherence는 0.5이상인 영역은
Fp1-Fp2,Fp-F3,Fp1-F4,Fp2-F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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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Coherence 증가된 전극쌍 연결

표 3.5Coherence증가된 영역의 평균값 (p<0.05)(Base:안정상태,KOR:한글,
ENG:영어,CHN:한자)

 전극쌍전극쌍전극쌍전극쌍 Base KOR ENG CHN

근근근근

거거거거

리리리리

Fp1& Fp2 0.658 0.838 0.803 0.784
Fp1& F3 0.398 0.547 0.505 0.520
Fp1& F4 0.246 0.519 0.505 0.491
Fp2& F3 0.291 0.439 0.370 0.377
Fp2& F4 0.331 0.610 0.613 0.604
Fp2& C4 0.175 0.210 0.185 0.211
F3& F4 0.225 0.352 0.296 0.293

원원원원

거거거거

리리리리

Fp1& T7 0.173 0.287 0.250 0.293
Fp2&T7 0.154 0.228 0.196 0.224
F3& T7 0.238 0.378 0.379 0.406
Fp1& T8 0.188 0.340 0.316 0.336
Fp2& T8 0.194 0.375 0.342 0.371
F4& T8 0.235 0.381 0.380 0.400
T7& T8 0.177 0.264 0.268 0.243
P4& T7 0.259 0.280 0.306 0.281
O1& T7 0.316 0.391 0.404 0.380
O2& T8 0.273 0.323 0.344 0.317
F3& O1 0.159 0.200 0.186 0.183
F4& O1 0.155 0.184 0.163 0.182
C3& O1 0.238 0.378 0.38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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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고고고 찰찰찰

444...111EEERRRPPP파파파형형형의의의 시시시간간간영영영역역역 특특특성성성

언어 종류에 따라 반응 시간은 한자어가 가장 길었고 영어,한글 순서로 나타났
고,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한글과 한자어였다 (post-hoct-test,
p<0.05).이는 한자어보다 영어에 대한 상대적 친밀도 때문일 것이다.또한 반응
시간과 P2/LPC의 크기 사이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prefrontal영역에서 발생된
후기 ERP요소들이 의미 판단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선행 연구
에 따르면 반응시간과 자극제시 시점으로부터 280-300ms의 활성화는 기억과
판단에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5].
초기 시각처리 요소 P1은 언어의 종류에 상관없이 후반구 좌·우측에서 강한 활
성화를 보였다.Khateb등[5]의 연구에서도 단어와 그림으로 구성된 자극을 제시
하였을 때 P1의 크기는 자극 종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p<0.05).P1의 활성화
는 시각 중추 경로의 초기 단계를 나타낸다 [25].
180ms에 관찰되는 N1은 occipital영역에서 좌반구우세성을 보이며 음극성을
띈다.N1의 크기는 영어가 가장 크고 한글,한자어 순서이다.이것은 선행된 실험
결과와 일치한다 [26].이 시간구간에서 알파벳 언어의 처리는 좌반구우세성을 보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28]. 본 실험에서는 세 종류 언어에 대해 좌반구우
세성을 보였지만,한자어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Liu와 Perfetti
[29]의 연구에서는 한자어와 영어 단어의 시각적 인식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
occipital영역의 활성화는 영어의 경우 좌반구우세성을 보였고,한자어의 경우 반
구우세성을 보이지 않았다.외측 temporal영역에 위치하는 요소 N1은 시각적으
로 제시된 글자형태를 처리하는 영역 (fusiform gyrus,BA 18/19)의 활성화를 나
타내는 것으로 여겨지며 [29]이 영역은 시각적 정보형태에서 의미 검색,문법적
특징,발음하는 법 등의 정보를 인출함으로서 초기 시각적 언어 인식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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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한다 [30].
250-280ms구간에서는 활성화 영역이 occipital영역에서 좌측 temporal영
역으로 이동하며 음극성을 띄는 N2가 관찰되었다.N2크기는 한글이 가장 크고
영어,한자어 순이었다.이는 언어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여
겨진다.Liu와 perfetti[29]의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빈도수에
따라 250ms에서 음극성의 크기가 달라졌다.N2와 동일 시간구간에 prefrontal
영역 좌측에서는 양극성을 띄는 P2를 관찰할 수 있었다.P2는 단어의미 처리와
초기 판단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기존 연구에 의하면 P2시간구간에
서 인지과정을 담당하는 후기 활성화가 prefrontal부근에서 나타났다 [28,31].그
밖에 CSD 그림에서 P2시간구간에 운동 계획과 관련 있는 영역들의 활성화를
볼 수 있었다.Cz 영역은 운동을 계획하는 영역 (premotorarea,cingulated
motorarea)이며 C3,C4,C1,C2와 같이 central측면영역의 활성화는 전운동 피
질 (premotorarea)에서 운동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는 것을 나타낸다 [32,33].그림 3.2에서 central영역의 중앙과 측면 영역이 한글
단어를 인식하는 동안에 동시에 활성화되는 반면,영어와 한자어에서는 중앙만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이것은 P2시간구간에서 한글에 관해 빠르고 강하
게 운동 반응을 보이기 위해 일찍 반응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것을 반영한다.
마지막 ERP요소인 LPC는 prefrontal영역에서 양극성을 띄며 우반구우세성을
보였다.LPC의 크기는 한자어와 영어간에 유사하나 한글에 관해서는 가장 작게
나타났다.LPC는 장기간 기억에 기반을 둔 입력 정보의 정밀한 처리과정으로 재
조합과 재집합 과정을 반영한다 [34].따라서 상대적으로 친숙한 한글에 관해
LPC 활성도가 작은 것으로 보인다.본 실험에서 보인 prefrontal영역 활성화가
좌에서 우로 이동되는 순차적 패턴은 Liu와 Perfetti의 연구와 뇌기능영상화 연구
에서도 관찰되었다 [29].fMRI연구에서는 반복적으로 시각적 단어 인지를 수행
하는 동안 prefrontal 양측 모두 활성화되며 좌반구우세성이 관찰되었다
[35,36,37].단어인지과정에서 prefrontal피질의 좌측영역은 주로 의미,문법,음운
등의 정보처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35,38].
ICA를 통해 공간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시간적으로는 독립적인 신호원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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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립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가장 우세한 IC#1은 양측 후두부 영역에서의
초기 시각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평균 ERP의 요소 P1과 N1에 대응된다.
그밖에 두 독립요소 IC#2와 IC#3는 각각 ERPP2와 LPC에 대응된다.이 결과는
개인별 분석으로부터 얻었으며 그룹분석으로부터 명확한 독립요소을 추출하는 것
은 불가능했다.또한 ERP분석에서 확인되지 않은 독립성분들의 활성화는 해석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의미부여를 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향후 연구에서는
ICA가 각 ERP요소의 독립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또한 task는 개인간의 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독립요소들 중 10Hz또는 20Hz대역에서 스펙트럼의 활성화를 보이며
발진하는 특성이 단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직전에 신호의 진폭이 감소하
는 mu리듬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mu리듬을 보이는 독립요소들의 위치는
운동피질의 왼쪽,가운데,오른쪽이었으며 자극제시후 파형의 발진이 감소되기 시
작하는 것은 약 500ms이다.이는 단어자극에 대한 의미판단 후 보인 평균 반응시
간 779ms보다 빠르다.선행 연구들에 의하면,mu리듬을 보인 동일한 피험자
에게 동일 작업을 운동반응을 없이 하도록 하면 관찰되었던 alpha대역 활성화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18].뇌자도를 이용한 신호원 관찰연구에 의하면 mu리
듬과 관련된 활성화된 뇌영역이 체지각 대뇌피질이었다 [40].움직이거나 반응을
계획할 경우 관찰되는 영역은 체지각 대뇌피질 및 운동피질이며 움직임의 반대쪽
반구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18,20].Mu리듬은 서로 동기화 되어 있는
신경세포들이 움직임을 준비하면서 비동기화 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독립요소들 중 안구운동과 근전도의 신호원으로 여겨지는 독립요소들을
찾아 제거한 후,남은 독립요소들만 표면전극으로 투영시켜 평균 ERP파형에서
효과적으로 아티팩트가 제거되었는가를 확인하였다.Prefrontal영역의 FP1와
FP2파형에는 안구 움임임의 영향이 제거되었다.Temporal영역의 TP9와 TP10
에서는 근전도에 의한 고주파 성분이 제거되었으며,근전도의 영향을 받지 않은
occipital영역의 O1과 O2에서는 파형의 크기 변화가 없었다.이를 통해 ICA를
이용하면 안전도,근전도에 의한 아티팩트를 제거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뇌 신호원과 아티팩트들이 중첩되어 측정된 EEG에서 ICA에 의한 아티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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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를 전처리 기술로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EEG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단,독립요소들 중 아티팩트로 판단할 때 충분한 심의 과정이 반드시 필
요하다.

444...222GGGaaammmmmmaaa---bbbaaannndddaaaccctttiiivvviiitttyyy

파워 스펙트럼과 time-frequency분석 결과에서 GBA는 세 언어 모두에 대해
우반구우세성을 보인다.GBA의 증가는 prefrontal,frontal영역 및 temporal영역
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며,이는 ERP분석결과 시각적 단어인지를 수행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대뇌피질부와 일치하는 영역들이다.Prefrontal과 frontal영역
의 GBA는 반응시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다.언어에 따른 GBA의 시공간
적 형태는 한 피험자 내에서는 유사하였으나,피험자 별로 각기 다른 형태를 보
였다.
ERP요소들의 관찰에서 활성화 되는 영역이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것과 대조적
으로 GBA 증가는 대부분 prefrontal,frontal,temporal영역에서 동시에 관찰되었
다.GBA 증가가 순차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특정 정보처리단계와 단련된 대뇌
피질 영역이 짧은 시간동안 활성화되는 반면 신경세포들간에 또는 신경세포들의
통합작용간의 관계는 긴 구간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반영한다.GBA는 주파수 30
-50Hz대역에서 단일신경세포 또는 소규모 신경회로망들 간의 발진에 의한 것
이다.최근 연구결과 중에 혈역학 신호 (hemodynamicsignal)과 감마대역 발진
(gamma-bandoscillation)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39].
GBA의 크기는 신경세포들의 연결성 정도를 반영하며 인지과정의 강도가 강해질
수록 gamma대역의 파워가 증가한다고 한다.Fitzgibbon등[43]의 연구에 의하면
높은 GBA를 보이는 위치와 신경세포들의 활성화되는 영역이 일치하였고 수행하
는 작업에 따라 두드러지게 GBA가 증가하는 위치가 변화하였다.
한 피험자 내에서 언어별로 GBA의 시공간적 형태는 유사하였으나,피험자 별
로 각기 다른 특성을 띄었다.이는 ERP와 뇌기능영상화 연구에서 피험자들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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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에서 활성화되는 위치가 유사하고 순차적이라고 전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이
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지 활동을 하는 동안 GBA 증가된 영역과 활성화 정도
는 각 피험자에 대해서 다르게 나타난 것이 보고되었다 [41].이러한 결과에 의하
면 특정 피질 영역에서 정보통합이 되는 공간적 구조의 차이가 개인 간에 다르다
고 할 수 있다.우세한 GBA 증가는 자극 시작시점으로부터 150-500ms사이
의 넓은 범위에서 관찰되었다.이것은 이전 연구들에서 GBA의 증가가 200-400
ms구간 동안이었다는 이전 결과들과 일치한다 [13].읽기 작업을 수행한 경우
GBA 증가는 150-400ms구간에서 지속되었다 [41].따라서 GBA의 증가는 작
업의 영향을 받으며 시간 또한 정확히 기술할 수 없다.
ERP크중 반응시간과 상관관계가 강한 LPC 는 장기 기억에 기반으로 입력을
보다 세밀한 처리와 재구성,재조합의 기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본 연구에서는 전전두엽의 GBA와 반응시간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
며 또 LPCamplitude와 GBA 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따라서 GBA 의 증가
는 고차원적 지적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444...333GGGaaammmmmmaaa---bbbaaannndddcccooohhheeerrreeennnccceee

대뇌 영역간 Gamma-bandcoherence는 시각적 단어 인지 시 안정상태에 비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근거리간 현저하게 coherence증가를 보인 것은 전두부
전극간이였고,원거리 영역간 coherence증가를 보인 것은 전두부과 temporal영
역,전두부와 occipital영역,temporal영역과 occipital영역이었다.이 영역들은
ERP요소의 활성화 위치와 일치하며 GBA 증가가 나타난 곳이다.이들 영역간
coherence증가는 서로 다른 영역의 활성화가 거대 규모로 동기화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이와 같은 현상은 단어 인지과정에서 분산된 신경세포들이 연합하여 일
시적으로 발진 구조가 되는 것이며 [41,42],이는 다른 영역간의 피질 사이의 구
조적, 기능적 연관성을 나타낸다 [43].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전두부에서
gamma-bandcoherence가 강하게 증가되는 것은 기억을 검색하고 회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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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 신경세포들이 긴밀하게 결합되기 때문이며 [44],특히 일시적 기억을 요구하
는 작업에서는 오른쪽 prefrontal영역들의 결합이 왼쪽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45].그밖에 원거리간 동기화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넓은 규모로 정보
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반영한다 [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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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으로 단어를 제시하였을 때 유발되는 EEG를 측정하고 다
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언어의 단어인지과정에서 어떠한 시·공간적 패턴
으로 대뇌피질 내의 신경회로망들이 활성화되는가를 관찰하였다.
GFP와 토포그래피로부터 P1(104-124ms),N1(160-182ms),N2(한글,
영어:248-268ms,한자:258-278ms),P2(282-302ms,290-310ms),
LPC(500-700ms)의 요소파형들을 규명하였다.P1은 인지과정초기에 해당하며
언어 간 크기 차이가 없었다.N1은 한자를 제외한 언어에서 좌반구우세성이 확인
하였고 영어,한자,한글 순으로 언어 간 차이가 났다.N1은 시각적으로 주어진
단어의 글자 패턴을 인지하는데 기여도한 것으로 여겨진다.N2는 temporal영역
에서 반구우세성이 보이지 않았으며 증가 정도는 한글,영어,한자 순으로 각 언
어의 상대적 친밀감을 나타냈다.P2는 prefrontal영역에서 관찰되며 좌반구우세
성을 보였다.P2시간구간에 CSD 그림으로부터 운동 계획과 관련된 영역들의 활
성화를 볼 수 있었다.LPC는 P2과 동일 영역이지만 우반구가 강한 우세성을 보
이며 증가된 크기는 한자,영어,한글 순이었다.ICA를 통하여 ERP요소,mu리
듬,아티팩트에 해당하는 독립된 신호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가장 우세한 IC#1
은 ERP의 요소 P1과 N1에 대응하며 IC#2와 IC#3는 각각 ERP요소 P2와 LPC에
대응하였다.mu리듬을 나타내는 독립신호원은 운동피질 영역에 위치하며 주파수
대역 10Hz에서 스펙트럼의 크기가 크고 사건관련 비동기화를 나타내었다.아티
팩트로 규명된 독립신호원들을 제거하면 효과적으로 ERP파형이 개선되었다.
시각적 단어 인지 시 안정상태에 비해 전체적인 GBA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현
저하게 증가한 영역은 prefrontal,frontal,temporal영역으로 ERP파형 분석 결
과 증가가 나타난 곳과 일치하였다.Time-frequency 분석에 의하면 GBA 는
prefrontal,frontal,temporal영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형태를 보였다.특정위치
의 GBA 가 일관되게 증가하는 시간대는 찾을 수 없었고 개인 간 유사성 또한
찾을 수 없었다.전반적으로 GBA 증가는 우반구우세성이 관찰되었다.G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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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에서 영역간 coherence는 시각적 단어 인지 시 안정상태보다 증가하였다.근
거리간 현저하게 coherence증가를 보인 것은 전두부 영역이며 이는 국소 신경세
포들이 긴밀하게 통합하는 것을 반영한다.원거리 영역간 coherence증가는 전두
부,temporal,occipital영역간에 관찰됐으며 이는 넓은 규모로 정보를 통합하는
메카니즘을 나타낸다.
LPC 크기와 prefrontal영역의 GBA 모두 반응시간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LPC 크기와 prefrontal영역의 GBA 사이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따라서
prefrontal영역은 고차원적 지적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시간적 해상도가 높은 EEG는 대뇌에서의 빠른 시간 내에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뇌활성화 패턴을 분석하기에 적합하였다.ERP분석을 통해 ERP요소를 통계적
분석하고 신호원 국지화를 통하여 단어인지에 따른 여러 뇌영역의 순차적 활성화
를 관찰하였다.또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신경세포들의 기능적 연결성을 파
악할 수 있었다.
이는 인지신경과학적 연구를 위한 기초과학적 목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임상
적으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기능적 세부화와 기능적 연결강도로 알쯔하이머병
과 같은 질환의 초기 진단이 가능하며 병의 진행 단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비침습적 방법으로 뇌기능저하에 따른 기능적 연결강도의 저하와 재활 및
치료에 따른 기능적 연결강도의 증가를 관찰함으로써 뇌기능저하의 예방 및 치
료,뇌손상환자의 재활치료 등 임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뇌기능 수행 시 활성화되는 영역들이 어떠한 강도와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관계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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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MMMooonnniiitttooorrriiinnngggooofffBBBrrraaaiiinnnAAAccctttiiivvvaaatttiiiooonnnPPPaaatttttteeerrrnnnddduuurrriiinnngggVVViiisssuuuaaalll
WWWooorrrdddPPPeeerrrccceeeppptttiiiooonnnuuusssiiinnngggHHHiiiggghhh---dddeeennnsssiiitttyyyEEEvvveeennnttt---rrreeelllaaattteeeddd

EEEllleeeccctttrrroooeeennnccceeeppphhhaaalllooogggrrraaammm

Kim,JaHyun
Dept.ofBiomedical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wastoinvestigatethespatiotemporalactivation
patternofbrain during visualperceptionofwordsofKorean,English,and
Chinesetofindhow tooperateinbraincortex.
61 channelrecordings of electroencephalogram were obtained from 15
subjects while they were judging the meaning ofKorean,English,and
Chinesewordswithconcretemeanings.Weexaminedevent-relatedpotentials
(ERP)andappliedindependentcomponentanalysis(ICA)tofindandseparate
neuralsourcessimultaneouslyactivated.Spectralanalysiswasalsoperformed
toinvestigatethegamma-bandactivity(GBA,30-50Hz)whichisknownto
reflectthefeaturebindingprocessandtocomputethegamma-bandcoherence
to measure the lineardependency between two distantbrain regions on
gamma-band-relatedneuronalsynchrony.
FivesignificantERPcomponentswereidentified.Lefthemisphericdominance
wasobservedforallcomponentsexceptthelatepositivecomponent(LPC)at
frontalarea.Statisticalhypothesistesting showed meaningfuldifference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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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tudesand latenciesamong languages.Itseemed thatfamiliarity with
eachlanguageandorthographiccharacteristicsaffectedthecharacteristicsof
ERPcomponents.ICA ontheconcatenatedsingle-trialshelpedconfirm several
prominent sources corresponding to some of ERP components. Among
independentcomponents there was alpha activity blocking before response
whichwasmurhythm associatedwiththemotorsystem.Additionally,some
ofICswasartifactsaccountingforeyemovementsandmuscleactivity.The
results ofspectraland time-frequency analyses showed distinctGBAs at
prefrontal,frontal,andtemporalsites.TheGBAsatprefrontalandtemporal
sitesweresignificantlycorrelatedwiththeLPC amplitudeandresponsetime.
ThedifferencesinspatiotemporalpatternsofGBA amonglanguageswerenot
prominentcompared to the inter-individualdifferences.The gamma band
coherenceshowedshort-rangeconnectivitysignificantlyincreasedinanterior
network and long-range synchronization between anterior,posterior,and
temporalsitesduringwordperception.

Keyword
Visualwordperception,EEG,ERP,Gamma-bandactivity(G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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