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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정정정량량량 뇌뇌뇌파파파의의의 전전전역역역 동동동기기기화화화 분분분석석석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초초초기기기 치치치매매매 진진진단단단

치매는 인지 및 기억력 저하를 유발시키는 만성 퇴행성 뇌질환으로서,많은 연
구에서 치매 환자 진단을 위해 정량뇌파(quantitative electroencephalogram:
qEEG)데이터를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해 왔다.가장 대표적인 분석 방법
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정량뇌파 데이터에서의 서파(slow wave)를 관찰하여 주
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진단 방법이다.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정량적인 분석을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주파수 분석기법이나 coherence분석과 같은 선형적인 분
석 기법들을 적용하기도 하였다.최근 비선형 동역학 이론의 발전으로 많은 비선
형 기법들이 소개되었으며,이를 정량뇌파 데이터 분석에 적용하고 있다.특히,복
잡성(complexity)을 측정하는 Lyapunov exponent(L1),correlation dimension
(D2),entropy와 같은 분석 기법들이 치매 환자 연구에 적용되어 왔다.최근 연구
에서는 대뇌 피질 신경세포들의 동기화 현상이 학습,기억,사고 분석 과정 등의
인지능력과 관련하여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특히,감마대역 이상의 높은 주파
수 대역에서 동기화 현상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치매 진단을 위한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기 위하여,뇌의

전역 동기화 현상을 측정하는 GlobalField Synchronization(GFS)과 Global
SynchronizationIndex(GSI)기법을 눈을 감은 휴식(resting)상태에서 측정된 뇌
파 데이터에 적용하였으며 치매 의심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에 대해 그 결과를 비
교하였다.환자와 일반대조군과의 통계적 분석 결과,1)GFS에서는 베타1,베타2
베타3대역에서,2)GSI에서는 델타,베타1,베타2,베타3와 감마 대역에서 유의미
한(p<0.05)차이를 보였다.3)인지 능력의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단축형
정신 상태 검사(Mini-mentalstate examination,MMSE)및 임상 치매 척도
(Clinicaldementiarating,CDR)와 GFS,GSI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유의
미한(p<0.05)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4)환자군과 정상군을 분리하는 데 있



어서는 GSI가 다소 유용하나 증상의 심각도와의 상관도는 두 방법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GFS와 GSI기법을 정량뇌파 데이터 분석에 적용한 결과,인지

능력과 관련성을 지닌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두 지표 모두 환자군의 상대적인 감
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GFS와 GSI가 초기 치매 진단
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 되는 말:동기화,초기 치매,비선형,뇌파(EEG),GFS,GSI



- 1 -

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치매는 인지 및 기억력 저하를 유발 시키는 만성 퇴행성 뇌질환으로,고령화
가 진행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미국 치매 관련
통계에서는 2005년 현재 약 4백 50만 명으로 치매환자가 보고되었으며,2050년에
약 1천 3백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1].국내 관련 통계에서는 1997
년 현재 치매 환자가 약 24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되었으며,2020년에는 약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최근 연구에서는,약물 치료로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되기
도 했다 [3].다만,위 약물은 치매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초기 치매
로 진단된 환자에서만 그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으므로 치매의 조기 진단과 조
기 치료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치매의 진단에는 임상 전문가의 심리학적 문진에 의한 방법과 뇌기능 측정 장
치에 의한 방법이 있다.치매 진단을 위해서는 심리학적 문진을 일반적으로 하지
만,치매 진단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된다.특히,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심리학적 문진만으로는 치매를 진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치매의
조기 진단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뇌기능 측정 장치에 의한 치매의 진단에는 fMRI또는 PET를 이용하여 얻어
지는 뇌 영상을 통해서 치매의 진행 정도를 진단하는 방법과,뇌파(EEG,
Electroencephalogram)또는 뇌자도(MEG,Magnetoencephalogram)와 같은 전기
생리학적(electro-physiological)인 측정 기법을 이용하여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

fMRI나 PET 같은 뇌 영상 장비를 이용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은 뇌 안의 베
타 아밀로이드 또는 아세틸콜린의 변화를 측정하여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
는 기술이 개발 중이다.그러나 치매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뇌 영상 촬영 기술의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장비가 고가인 점과 피험자가 자기장 및 방사성 동위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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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노출되는 문제로 널리 사용되는데 제한이 있다.

한편,EEG를 이용한 치매 진단 방법은 적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비침습
적으로 측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EG데이터를 이용한 치매 진단은,임상
전문가(정신과 전문의)가 EEG파형을 직접 관찰하거나,선형 또는 비선형 분석과
같은 정량적 분석 기법들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측정된 데이터로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신경과 전문의가 서파(Slow wave)를 관찰하고 진
단한다.서파는 posterior영역의 주기적인 리듬이나 서파 중의 저주파 대역(알파)
고주파 대역(베타)을 정의하여,알파 베타 리듬의 감소로 치매 환자를 진단하기도
한다[4,5].하지만,치매 진단을 위해서는 임상 전문가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
요가 있으며,특히,초기 치매 환자의 EEG파형은 일반인의 EEG파형과 비교하여,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에 기초하여서는
초기 치매 진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EEG를 이용한 치매 진단의 최근 연구에서는,측정된 EEG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정량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해석 기법이 보고
되고 있다.이와 같은 EEG 데이터의 정량적 분석에는 전통적인 주파수 분석과
coherence분석 등의 선형 해석 기법과 시계열 데이터의 안정성(Stability)및 복
잡성(Complexity)을 추정하는 비선형 해석 기법이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6,7,
8,9,10,11,12].

선형 해석 기법의 하나인 주파수 분석을 치매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의 EEG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치매 환자군에서 알파(8-12.5Hz)와 베타 (13-32Hz)대역
에서 주파수 스펙트럼의 파워가 감소하였고,델타(0.5-4Hz)와 세타 대역(4.5-7.5
Hz)의 파워는 증가하는 현상이 보고되었다 [6].또한,대뇌 피질의 기능적 연결성
을 측정하는 coherence분석은 EEG채널들의 crossspectrum의 제곱으로 계산되
어지는데 coherence의 감소는 대뇌 피질의 기능적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베타(13-32Hz)와 알파(8-12.5Hz)대역에서 환자의 coherence가 감소하는 현상이
보고되었다 [7,8,9].

한편,비선형 동역학 이론의 발전으로 많은 비선형 분석 기법들이 치매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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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EG 데이터에 적용되었다.특히,시계열의 안정성을 정량화하는 르야프노프
지수법(Lyapunov exponent), 복잡성을 정량화하는 상관 차원(correlation
dimension)과 같은 비선형 분석 기법들이 치매 환자 연구에 적용되어 왔다.르야
프노프 지수법의 경우 치매 환자 데이터에서 안정화도가 감소하였고,상관 차원
의 경우 치매 환자의 후두부(occipital)영역에서 복잡도가 감소한다는 것이 보고
된 바 있다[10,11,12].하지만,비선형 분석 기법들은 embeddeddimension,time
delay,cutoffnoiselevel등과 같은 파라미터들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신경 과학자들은 대뇌 피질 신경세포들의 동기화(synchronization)현상
이 학습,기억,사고 분석 과정 등의 인지능력과 관련하여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13,14,15].특히,베타(13-32Hz)대역 이상의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의 동
기화 현상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16,17].동기화를 공
학적 시각으로 본다면 선형과 비선형 시스템 둘 다에서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18].두 채널의 동기화를 측정하는 위상 동기화(phasesynchronization)기법과,
동기화 우도(synchronizationlikelihood)기법의 적용 결과는 치매 환자의 베타 대
역에서 동기화 정도가 감소됨을 보고하고 있다[19,20].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치매 환자 진단을 위한 새로운 지표의 도입이다.특히,
인지 능력과 연관된 높은 주파수 대역의 동기화 현상에 주목하여,뇌의 전역 동
기화 현상을 검토할 목적으로 global field synchronization(GFS)과 global
synchronizationindex(GSI)기법을 도입하였다 [21,22].GFS는 전체 채널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전역 기능적 연결성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치매 환
자의 진단에 적용된 바 있으나 치매 환자의 증상 심각도와의 비교 연구 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GSI는 채널별 상관 관계를 검토하여 전역 동기화 현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 최초로 치매 환자 EEG 신호에 적용하였으며 역
시 치매 환자의 증상 심각도와의 비교연구도 수행된 바 없다.본 연구에서는 치
매 환자 의심군과 일반 대조군의 휴식 상태에서 측정된 EEG 신호를 사용하였다.
두 군(치매 환자 의심군(Alzheimer'sdisease),일반 대조군)의 EEG 신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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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GFS와 GSI를 적용하여 주파수 대역별 분석을 실시하였다.이 결과를 토대로
대뇌 전체 영역에서의 기능적 연결성 및 동기화 정도의 정량화에 대한 GFS와
GSI의 적용 가능성과 초기 치매 진단 및 치매 증상의 심각도에 대한 새로운 지
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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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방방방 법법법

222...111개개개요요요

치매 의심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의 EEG 신호를 이용한 전역 동기화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하였다.1)치매 의심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을 대상으로
EEG 신호를 측정하였다.2)측정된 EEG 신호는 뇌파 측정 장치의 아날로그 필
터로 1-70Hz로 필터링 하였고,디지털 컨버터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였다.3)
모든 피험자를 대상으로 저장된 EEG 신호 데이터를 이용 Global field
synchronization(GFS)와 Globalsynchronizationindex(GSI)방법을 사용,전역 동
기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21,22].4)얻어진 GFS와 GSI값을 이용,통계적 분석
을 실시하였다.

222...222GGGlllooobbbaaalllFFFiiieeellldddSSSyyynnnccchhhrrrooonnniiizzzaaatttiiiooonnn(((GGGFFFSSS)))

2.2.1개요

전체 채널에서 주파수 대역별 동기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는 globalfield
synchronization(GFS)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된다.1)측정된 EEG신호를 푸
리에 변환을 이용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한다.2)주파수 대역별로 복소평면에 실
수부 값과 허수부 값을 나타낸다.3)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채널에 대해서 계산한
후, 복소평면에 나타낸다. 4) 복소평면에서 해당되는 값들의 공분산 행렬
(covariancematrix)을 계산한 후 주성분 분석을 시행한다.5)주성분 분석으로
얻은 고유치로 GFS를 계산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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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푸리에 변환(Fouriertransform)

시계열(timeseries)신호에서 얻을 수 있는 주파수 특성은 신호처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 중 하나이다.시간에 따른 주파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영역(timedomain)신호를 주파수 영역(frequencydomain)으로 변환해야 하
는데,일반적으로 푸리에 변환을 사용한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EEG신호는 시계
열 신호의 하나로써,주파수 특성을 얻기 위해서 푸리에 변환을 이용한다.

푸리에 변환은 푸리에 급수로부터 유도된다.푸리에 급수(Fourierseries)는 주
기 함수를 사인과 코사인 또는 복소 지수의 급수로 나타낼 수 있다.푸리에 급수
가 주기 함수를 나타낸다면,푸리에 적분(Fourierintegral)은 비주기함수를 나타
내며,특히 푸리에 변환은 푸리에 적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푸리에 변환은 푸
리에 적분함수(Fouriertransform analysisequation)(2.1)과 적분함수의 계수 함
수식(Fouriertransform synthesisequation)(2.2)로 구성되며,계수 함수식은 푸
리에 변환,적분 함수식은 푸리에 역변환이라 한다.

F(w)=⌠⌡
∞

-∞
f(t)e-iwtdt (2.1)

f(t)= 1
2π
⌠
⌡
∞

-∞
F(w)eiwtdw (2.2)

측정된 EEG 신호를 주파수 변환 하기 위해서는 이산 푸리에 변환(discrete
Fouriertransform)을 사용한다.이산 푸리에 변환을 사용할 때 주파수 해상도는
시간구간(timewindow)에 비례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주파수 해상도를 높이면
시간구간도 늘려야 하지만 시간 해상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따라서 적절한
시간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본 연구에서는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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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샘플)길이의 시간 구간 30개를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 하였다.

2.2.3주성분 분석(Principlecomponentanalysis)

주성분 분석은 통계학에서 데이터 집합을 분석하는 기법 가운데 하나이다.원
래 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표시되는 새로운 주성분을 찾는 방법으로,각각의 변
수들은 선형 결합이기 때문에 각 성분들의 내적은 1이다.따라서 각 성분들은 직
교하고,선형 결합 계수는 고유치,주성분은 고유벡터라고 할 수 있다.고유치와
고유벡터는 선형대수학의 고유치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다시 말하
면,데이터 분포를 대표하는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이나,상관 행렬
(correlationmatrix)을 구한 후 행렬의 고유치를 얻는다.여기서 얻은 고유치들의
고유벡터가 주성분들이 되며,그 중 가장 큰 고유치의 고유벡터를 제1주성분
(firstprinciple)이라 한다.두 번째 큰 고유치는 제2주성분이 되며,각각의 주성
분들은 서로 직교한다.

주성분 분석을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먼저,식 (2.3)을 이용 공분산 행렬을
계산한다.

Σij=cov(xi,xj)= 1T∑k(xi(tk)-μi)(xj(tk)-μj) (2.3)

시계열 분산의 행렬인 공분산 행렬을 통해 시계열 분포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공분산 행렬은 항상 대칭이며,대각 성분(diagonalterm)은 데이터 간의 분산을
나타낸다.예를 들어 2×2행렬인 공분산 행렬 Σ'의 대각 성분 요소가 Σ'11과

Σ'22라고 가정한다면, Σ'11값이 Σ'22보다 작고,대각 성분이외의 값들이 0이라면

데이터의 분포는 그림 2.1의 (a)와 같다.또,Σ'11값이 Σ'22보다 작고,대각 성분
이외의 값들이 0이 아니라면 그림 2.1의 (b)의 분포를 따르게 된다.만약 공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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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의 대각 성분 Σ'11과 Σ'22의 크기가 같다면 원의 모양을 갖게 된다.

(a) (b)
그림 2.1공분산 행렬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

데이터로부터 얻은 공분산 행렬을 식 (2.4)에 나타낸 고유치 분석을 통해서 주
성분 분석을 수행한다.

Σv= λv (2.4)

이 식에서 Σ는 공분산 행렬, λ는 고유치,v는 고유 벡터를 의미한다.주성분
분석에서 λ중 가장 큰 값이 제1주성분이 되고,해당되는 벡터 v가 고유 벡터가
된다.그림 2.1(a)에서 첫 번째 주성분은 y축이며,y축과 직교하는 x축은 두 번
째 주성분이다.그림 2.2(b)에서는 x'이 첫 번째 주성분이 되며,x'축과 직교하는
y'축이 두 번째 주성분이 된다.

2.2.4Globalfieldsynchronization(GFS)

GFS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측정된 EEG신호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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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널에 대해 푸리에 변환을 적용하여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다.주파수 영역으
로 변환된 데이터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어지는데 계산된 값들을 복소평면에 주
파수 대역별(델타(1-3Hz),세타(4-7Hz),알파(8-12Hz),베타1(13-18Hz),베타
2(19-21Hz),베타3(22-30Hz),감마(31-50Hz))로 나타낼 수 있다.같은 방법으로
다른 채널들도 푸리에 변환 후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루어진 복소평면에 나타낸다.
주파수 대역별로 채널수만큼의 값을 복소평면에 나타낼 수 있다.복소평면의 실수
부와 허수부의 좌표를 이용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componentanalysisPCA)을
실시하여 얻은 고유치     를 얻는다.각 고유치 중 가장 큰 값은 첫 번째
성분(firstprinciplecomponent)을 의미하고 두 번째 값은 첫 번째 성분과 직교하는
성질을 가진 두 번째 성분(secondprinciplecomponent)이다.주성분 분석으로 얻어
진 두 개의 고유치에 대해 식 (2.5)를 적용하면 GFS값을 얻을 수 있다.

GFS(f)= |E(f)1-E(f)2|
E(f)1+E(f)2

(2.5)

주성분 분석으로 얻어진 고유치의 비율인 GFS는 값이 0보다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면 측정된 EEG신호가 동기화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1보다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면 측정된 EEG신호가 동기화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GFS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림 2.2의 (a)와 (b)는 각각 한 개의 임의의 주
파수 대역에 대해서 18개 채널의 복소수를 복소평면에 나타낸 사례이다.그림 2.2에
서 (a)는 위상이 전체적으로 동기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며 (b)는 위상이 동기화되
어 있는 경우의 사례를 보여준다.그림 2.2(a)의 경우는 각 채널에서 측정한 시계열
의 특정 주파수에서의 실수부,허수부 값이 복소평면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첫 번째 와
두 번째 성분의 고유치 사이의 비가 적게 되므로 식 2.5에 의해서 GFS값은 0에 가
깝게(0.98)된다.따라서 0에 가까운 GFS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위상 동기화가
약한 경우임을 추정할 수 있다.반면,그림2.2(b)는 데이터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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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되어 있는 것으로 채널별 데이터가 위상 동기화가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그림
2.2(b)의 데이터를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면,첫 번째 와 두 번째 성분의 고유치 사
이의 비가 크게 되므로 식 2.5에 의해서 GFS값은 1에 가깝게(0.11)된다.따라서
위상 동기화가 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GFS값을 통해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
다.

(a) (b)
그림 2.2GFS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a)GFS=0.11,(b)GFS=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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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GGGlllooobbbaaalllsssyyynnnccchhhrrrooonnniiizzzaaatttiiiooonnniiinnndddeeexxx(((GGGSSSIII)))

2.3.1개요

채널별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전역 동기화 현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법인
GSI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된다.1)GSI는 EEG 신호를 버터워스 필터링을
통해서 주파수 대역별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든 후,해당되는 주파수 대역의 상관
행렬(equaltimecorrelationmatrix)을 계산한다.2)상관 행렬의 고유치를 고유치
분석을 통해서 얻는다.3)GSI값의 정규화를 위해서 대리 자료 방법으로 대리
상관 행렬을 계산한다.대리 상관 행렬을 고유치 분석을 통해서 고유치를 얻고,
그 고유치를 활용하여 GSI값을 계산한다.주파수 대역별로 나눈 다른 신호에 대
해서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당 주파수별 GSI값을 얻는다.

2.3.2Globalsynchronizationindex(GSI)

Globalsynchronizationindex(GSI)는 채널별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고유치 분석
을 통해 동기화 현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법으로 GFS보다 상대적으로 최근인
2007년 Li등에 의해 제안되었다[22].Li등에 의해 제안된 GSI는 침습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간질파에 적용되어 간질의 발작을 예측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되었
으나 치매 등 정신질환의 진단을 위해 적용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GSI를 주파수 대역별(델타(1-3Hz),세타(4-7Hz),알파(8-12Hz),베타1(13-18
Hz),베타2(19-21Hz),베타3(22-30Hz),감마(31-50Hz))로 계산하기 위해서 버터
워스 필터로 대역통과 필터링을 수행하였다.GSI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 되
는 주파수 대역(델타,세타,알파,베타1,베타2,베타3,감마)의 EEG신호로 상관행
렬을 구한다.상관행렬은 모든 채널 신호의 상관계수를 계산한 행렬로 계산을 위해
equal-timecorrelationmethod를 사용했다.상관 행렬은 동일 시간에 측정된 신호
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게 되며 식 (2.6)과 식 (2.7)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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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tk)= Zi(tk)-<Zi>σi
(2.6)

cij= 1
T∑kxi(tk)xj(tk) (2.7)

이 때,Zi(tk)는 모든 채널의 시계열을 나타내며 i(1,...,M)는 채널의 번호를,t는
시간을 나타낸다.모든 채널의 정규화를 위해서 시계열의 표준 편차와 평균을 이용
하여 xi(tk)를 만들고 정규화 된 xi(tk)신호로 (2.7)식을 이용하여 상관행렬 C를
계산하게 된다.정규화 된 C의 각각의 요소들은 -1부터 1까지의 값을 갖게 된다.cij
가 -1보다 1에 가까울 때는 강한 상관관계(correlation)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cij가 1보다 -1에 가까울 때는 반상관관계(anti-correlation)를 가짐을 의미한다.만
약 cij가 0이라면,두 신호는 상관관계가 없음(uncorrelation)을 의미한다.

상관 행렬 C에서 신호 자체에 대한 자기상관관계(autocorrelation) 성분
(diagonalterm)은 항상 1을 갖게 된다.그림 2.3은 실제 EEG측정 데이터에 대해서
상관행렬의 요소들의 값을 도시한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C행렬의 고유치는 식 (2.8)에 나타낸 고유치 분석을 이용해서 계산된다.식 (2.8)
에서 고유치 분석을 통해서 얻은 값인 는 고유치를 나타내고,는 고유 벡터를
나타낸다.

 





 (2.8)

상관 행렬 C에서 행렬의 성분이 1에 가까울 때 동기화가 클러스터링 되었다고
정의하며,1에 근접한 성분이 많을수록 클러스터의 크기는 크다고 할 수 있다 [22].
상관 행렬 C의 성분 중 대다수가 1에 가까운 값을 가진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룬 행
렬일 때 행렬의 고유치를 구한다면,그 중 가장 큰 고유치와 그를 제외한 나머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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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와의 값의 차이는 크게 된다 [22].고유치를 정규화 시킨 GSI값을 위의 예시로
계산한다면,가장 큰 GSI는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그 외의 GSI값들은 0에 가까
운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림 2.3상관행렬 C의 예시 -실제 측정된 18채널 EEG데이터에 대해 적용한
사례임.가로축과 세로축은 채널 번호를 나타냄

정규화된 GSI값을 얻기 위해서는 통계 처리 방법 중 하나인 대리 자료
(surrogatedata)방법을 사용한다.이 때,대리 자료는 원래 신호를 퓨리에 변환을
통해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 다음,무작위로 할당된 위상 항을 곱한 후,다시 역퓨
리에 변환을 해서 얻은 새로운 신호이다.대리 자료 방법은 새로운 신호가 원래 신
호와 똑같은 분포의 파워 스펙트럼을 갖지만,무작위로 할당된 위상 항을 통해 채널
들 간의 상관관계들을 제거하게 된다.대리 상관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채
널들 간의 상관관계를 없애기 위해,모든 채널들을 무작위로 재배치시킨다.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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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자료 방법을 이용해서 얻어진 새로운 신호들로 대리 상관 행렬(surrogate
correlation matrix) R 을 구한다.대리 자료는 amplitude-adjusted Fourier
transform (AAFT)방법을 이용,신호의 상관관계를 없애준다 [23].식 (2.9)과
(2.10)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AAFT 방법을 나타낸다.

|Yk|2=|1N∑N-1n=0
y(n)exp(i2πknN )|2 (2.9)

식 (2.9)에서 y(n)은 원래 신호를 나타낸다.먼저 푸리에 변환으로 y(n)을 주파
수 영역으로 변환(Yk)한 다음,구해진 위상을 Yk에 곱한다.식 (2.10)을 이용하여
새로운 신호인 대리 시계열 신호 y'(n)를 구한다.

y'(n)= 1
N|∑N-1n=0

Ykeiθkexp(- i2πknN )|2 (2.10)

대리 시계열 신호 y'(n)을 식 (2.6)와 (2.7)을 이용 대리 상관 행렬 R을 구한다음
식 (2.11)로 대리 상관 행렬 R의 고유치인 

′을 계산한다.







′
 (2.11)

대리 상관 행렬을 N번 반복하여 계산한 후 N개의 

′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계산한다.상관 행렬 C로부터 얻은 고유치 와 대리 상관 행렬 R로부터 얻은 고유

치 

′으로 정규화 된 동기화 값 GSI를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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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식 (2.12)의 결과로 도출되는 GSI는 GFS와 마찬가지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
진다.기본적으로 GSI의 값은 채널의 개수만큼 나오게 되나 고유치가 임계값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 해석에 고려되지 않는다.본 연구
에서는 가장 큰 값을 가지는 GSI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을 가지는 GSI값만을 분석에
적용하였다.GSI가 1보다 0에 가깝다면,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하며,0보다 1에 가깝다면 강한 동기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식 (2.12)에서
M은 모든 채널수를 의미하고,K는 threshold 상수로서 Bonferronicorrection
(SISA 2007)으로 유의미(p<0.01)한 값으로 3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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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44EEEllleeeccctttrrroooeeennnccceeeppphhhaaalllooogggrrraaammm(((EEEEEEGGG)))신신신호호호 측측측정정정

EEG실험에는 치매 의심 환자군 22명 (남 3,여 19,73.8±7.7세)및 일반 대조
군 23명(남 14,여 9,72.0±4.8세)이 참가하였다 (실험 대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3장에 다시 제시함).실험 대상자는 실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실험 동의서
를 작성하였다.EEG 측정은 소음이 없는 차폐실(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 신경정
신과)에서 측정하였다.실험 대상자는 안정 상태에서 2분간 EEG 신호를 측정 하
였으며,처음 1분간은 눈을 감은 상태,이후 1분간은 눈을 뜬 상태에서 측정하였
다.측정시 사용한 전극은 18개(Fp1,F3,C3,P3,Fp2,F4,C4,P4,F7,T3P7,
O1,F4,T8,P8,O2,T1,T2)이며,기준(reference)전극은 귀 뒷부분에 한 개를
배치하였다.전극 배치 방법은 그림 2.4와 같은 international10-20system 방법
을 따랐다.

그림 2.4사용한 전극 배치 방법 (international10-20system)

EEG 신호는 32채널 측정 장치(NicoletBiomedical,Madison,WI,USA)를 이
용하였다.측정 시 감도는 7μV이고,1-70Hz에서 대역 통과 필터와,60Hz노치
필터를 적용하였고,Samplingfrequency는 250Hz로 측정 하였다.눈 깜빡임에
의한 artifact와 기타 잡음은 수작업을 통해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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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55통통통계계계 분분분석석석

GFS와 GSI값들의 통계 분석을 위해 그룹 간 평균의 통계적 차이를 비교하
는 Student'st-test와 상관관계의 정도를 검토하는 Spearmancorrelation을 사용
하였으며 분석 프로그램은 SPSS for window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http://www.spss.com/).통계적 유의미성은 확률 p값이 0.05보다 작을 때로 판
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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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피피피험험험자자자 정정정보보보

치매 의심 환자군(22명)과 일반 대조군(23명)의 연령과 교육 수준 차이는 표 3.1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하지만,치
매 진단과 증상 심각도를 검토하는 단축형 정신 상태 검사(Mini-mentalstate
examination,MMSE)및 임상 치매 척도(Clinicaldementiarating,CDR)는 치매
의심 환자군(17.93.8,range:11–26)과 일반 대조군(26.41.0,range:25–30)의 통계
적 차이가 유의미(p<0.05)하게 나타났다.GSI를 계산한 실험군은 치매 의심 환자군
(25명)에서는 3명이 더 추가되었으며,일반 대조군(22명)에서는 추가된 데이터와 샘
플수를 맞추기 위해서 1명을 제외하였다.

표 3.1치매 환자 의심군과 일반 대조군의 임상적 특징

AD patients
(N=22)

Controls
(N=23)

p-value

Age(year) 73.8±7.7 72.0±4.8 0.35

Females : Males 19 : 3 9 : 14

Education duration (years) 5.2±4.7 6.2±4.9 0.49

MMSE Score 17.9±3.8 26.4±1.0 <0.01

CDR score 1.3±0.5 0.0±0.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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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EEG 신호를 푸리에 변환 후,주파수 대역별 공분산 행렬을 계산해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인 GFS를 치매 환자 의심군과 일반 대조군에 대해
서 각각 계산하였다 (전체 계산된 결과는 부록에 표로 제시함).계산되어진 값은
표 3.2와 표 3.3에 나타내었다.표 3.2와 표 3.3에서는 얻어진 GFS값들로 환자
의심군과 일반 대조군에 대해 Student'st-test를 통해 그룹 간의 통계적인 유의
미성을 검토했다 (표 3.4).GFS값의 그룹 간 차이를 계산했을 때,베타1(13-18
Hz,p=0.001),베타2(19-21Hz,p=0.035),베타3(22-30Hz,p=0.002)대역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한 차이를 보였다.하지만,알파,세타,델타,감마
밴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2치매 의심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그룹간 GFS값의 t-test결과

Frequency bands (Hz) AD NC p-value  

Delta(SD) (1-3 Hz) 0.547 (0.040) 0.561 (0.036) 0.19

Theta(SD) (4-7 Hz) 0.540 (0.023) 0.555 (0.032) 0.075

Alpha(SD) (8-12 Hz) 0.560 (0.055) 0.575 (0.037) 0.295

Beta1(SD) (12-18 Hz) 0.499 (0.026) 0.523 (0.020) 0.001*

Beta2(SD) (19-21 Hz) 0.496 (0.027) 0.514 (0.029) 0.035*

Beta3(SD) (22-30 Hz) 0.482 (0.021) 0.505 (0.026) 0.002*

Gamma(SD) (30-50 Hz) 0.475 (0.041) 0.486 (0.027) 0.28

*는 p<0.05인 경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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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증상의 심각도와 GFS값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Spearman's
correlation방법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GFS 값과 치매의 심각도 지수인
MMSE,CDR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상관관계 분석은 치매 의심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과에 대해 두 군 전체 상관관계와 치매 의심 환자군 내에서의 상관관
계를 계산하였다.

치매 의심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과의 전체 상관관계 분석에서 MMSE점수와
GFS와의 상관관계는 표 3.3에 나타내었으며 알파 (8-12Hz,r=0.35,p=0.018),
베타1(13-18Hz,r=0.49,p=0.001),베타2(19-21Hz,r=0.46,p=0.001),
베타3(22-30Hz,r=0.52,p=0.0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한 양의
상관관계를 얻었다.반면에 CDR 점수 에서는 알파 (8-12Hz,r=-0.32,p=
0.032),베타1(13-18Hz,r=-0.49,p=0.001),베타2(19-21Hz,r=-0.39,p=
0.009),베타3(22-30Hz,r=-0.47,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한
음의 상관관계를 얻었다.

표 3.3.모든 피험자들의 MMSE,CDR점수와 GFS와의 correlation분석 결과

Frequency bands (Hz) MMSE(R) p-value  CDR(R) p-value  

Delta (1-3 Hz) 0.09 0.562 -0.07 0.641

Theta (4-7 Hz) 0.07 0.652 -0.16 0.287

Alpha (8-12 Hz) 0.35 0.018* -0.32 0.032*

Beta1 (12-18 Hz) 0.49 0.001* -0.49 0.001*

Beta2 (19-21 Hz) 0.46 0.001* -0.39 0.009*

Beta3 (22-30 Hz) 0.52 0.0002* -0.47 0.001*

Gamma (30-50 Hz) 0.25 0.092 -0.22 0.155

*는 p<0.05인 경우를 나타냄



- 21 -

표 3.4는 환자군 내에서만 실시한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결과이다.MMSE와
GFS의 상관관계를 보면 베타1(13-18Hz,r=0.47,p=0.029),베타3(22-30
Hz,r=0.51,p=0.016)밴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한 결과가 나왔으며,
GFS와 CDR의 상관관계는 델타(1-3Hz,r=0.43,p=0.045)밴드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p<0.05)한 결과가 나왔다.

표 3.4.치매 의심 환자군내 MMSE,CDR점수와 GFS의 correlation분석

Frequency bands (Hz) MMSE(R) p-value  CDR(R) p-value  

Delta (1-3 Hz) -0.19 0.397 0.43 0.045*

Theta (4-7 Hz) -0.23 0.309 0.35 0.106

Alpha (8-12 Hz) 0.36 0.101 -0.12 0.585

Beta1 (12-18 Hz) 0.47 0.029* -0.36 0.098

Beta2 (19-21 Hz) 0.31 0.156 -0.2 0.372

Beta3 (22-30 Hz) 0.51 0.016* -0.28 0.199

Gamma (30-50 Hz) 0.21 0.344 0.05 0.812

*는 p<0.05인 경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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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EEG신호를 관심 있는 주파수 대역으로 버터워스 필터링한 후 채널별
동기화 현상을 계산하는 GSI를 치매 의심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에 대해서 각각
계산하였다 (전체 계산된 결과는 부록에 표로 제시함).계산된 GSI값들로 치매
의심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에 대해 Student'st-test를 통해 그룹 간의 유의미성
을 검토하였다 (표 3.5,표 3.6).식 (2.12)를 통해 계산된 GSI값에서 가장 큰 고
유치를 통해 계산된 λ1GSI값과 두 번째로 큰 고유치로 계산된 λ2GSI를 고려
하였으며 이들 중 식 (2.12)의 threshold를 만족하지 못하여 0의 값을 가지게 된
경우는 모든 피험자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았다.

GSI값의 그룹 간 t-test결과,표 3.5에 나타낸 λ1GSI의 값은 세타(4-7Hz,
p = 0.025),베타1(13-18Hz,p = 0.001),베타2(19-21Hz,p = 0.000),베타
3(22-30Hz,p=0.000),감마대역(31-50Hz,p=0.00)에서 치매 의심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한 차이를 보였다.표 3.6에 나타
낸 바와 같이 λ2GSI의 값은 알파(8-12Hz,p=0.021),베타1(13-18Hz,p=
0.011),베타3(22-30Hz,p=0.003),감마(31-50Hz,p=0.01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한 차이를 보였다.

GSI의 경우,GFS와 달리 각 주파수 대역별로 2개의 값을 추출하였는데,이는
두 번째로 큰 고유치를 사용하여 계산한 GSI값도 가장 큰 고유치 값을 이용하
여 계산한 GSI값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
함이었다.실제로 치매 의심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사이의 차이는 가장 큰 고유
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GSI값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λ2GSI의 값도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는 주파수 대역이 나타났으며 GSI를 사용할 경우 보다 많은 진단
파라미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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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치매 의심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그룹 간 λ1GSI값의 t-test결과

Frequency bands (Hz) AD NC p-value  

Delta(SD) (1-3 Hz) 0.282(0.036) 0.289(0.047) 0.601 

Theta(SD) (4-7 Hz) 0.287(0.036) 0.312(0.038) 0.025*

Alpha(SD) (8-12 Hz) 0.345(0.092) 0.340(0.055) 0.824 

Beta1(SD) (12-18 Hz) 0.254(0.034) 0.286(0.028) 0.001*

Beta2(SD) (19-21 Hz) 0.217(0.029) 0.262(0.035) 0.000*

Beta3(SD) (22-30 Hz) 0.229(0.025) 0.271(0.025) 0.000*

Gamma(SD) (30-50 Hz) 0.218(0.031) 0.254(0.035) 0.000*

*는 p<0.05인 경우를 나타냄

표 3.6치매 의심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그룹간 λ2GSI값의 t-test결과

Frequency bands (Hz) AD NC p-value  

Delta(SD) (1-3 Hz) 0.091(0.010) 0.086(0.015) 0.177 

Theta(SD) (4-7 Hz) 0.130(0.018) 0.135(0.025) 0.465 

Alpha(SD) (8-12 Hz) 0.098(0.040) 0.123(0.030) 0.021*

Beta1(SD) (12-18 Hz) 0.138(0.020) 0.151(0.20) 0.011*

Beta2(SD) (19-21 Hz) 0.081(0.014) 0.090(0.016) 0.053 

Beta3(SD) (22-30 Hz) 0.134(0.019) 0.152(0.020) 0.003*

Gamma(SD) (30-50 Hz) 0.132(0.025) 0.151(0.026) 0.014*

*는 p<0.05인 경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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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심각도와 GSI 값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Spearman's
correlation방법을 적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했다.표 3.7과 3.8은 λ1,λ2GSI
값과 치매의 심각도 지수인 MMSE,CDR와의 상관관계를 치매 의심 환자군과 일
반 대조군 전체 데이터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표 3.7은 전체 피험자들의 λ1
GSI값과 MMSE,CDR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MMSE 점수와 λ1GSI와
의 상관관계는 베타1(13-18Hz,r=0.551,p=0.000),베타2(19-21Hz,r=
0.539,p=0.000),베타3(22-30Hz,r=0.648,p=0.000),감마 (31-50Hz,r=
0.549,p=0.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한 값을 얻었다.반면에 CDR점
수와 λ1GSI와의 결과에서는 델타 (1-3Hz,r=0.591,p=0.002)세타 (4-7Hz,
r=0.433,p=0.044),감마 (31-50Hz,r=-0.565,p=0.003)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p<0.05)한 상관관계를 얻었다.

표 3.8은 전체 피험자들의 λ2GSI값과 MMSE,CDR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
과이다.MMSE점수와 λ2GSI와의 상관관계는 베타1(13-18Hz,r=0.420,p=
0.003),베타2(19-21Hz,r=0.288,p=0.050),베타3(22-30Hz,r=0.443,p=
0.002),감마 (31-50Hz,r=0.308,p=0.03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한
값을 얻었으나 CDR 점수와 λ2GSI와의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
한 상관관계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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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모든 피험자들의 MMSE,CDR점수와 λ1GSI와의 correlation분석

Frequency bands (Hz) λ1MMSE(R) p-value  λ1CDR(R) p-value  

Delta (1-3 Hz) -0.127 0.397 0.591 0.002*

Theta (4-7 Hz) 0.191 0.199 0.433 0.044*

Alpha (8-12 Hz) 0.185 0.214 -0.201 0.335 

Beta1 (12-18 Hz) 0.551 0.000* -0.211 0.312 

Beta2 (19-21 Hz) 0.539 0.000* -0.361 0.077 

Beta3 (22-30 Hz) 0.648 0.000* -0.338 0.098 

Gamma (30-50 Hz) 0.549 0.000* -0.565 0.003*

*는 p<0.05인 경우를 나타냄

표 3.8모든 피험자들의 MMSE,CDR점수와 λ2GSI와의 correlation분석

Frequency bands (Hz) λ2MMSE(R) p-value  λ2CDR(R) p-value  

Delta (1-3 Hz) 0.009 0.952 -0.072 0.731 

Theta (4-7 Hz) 0.207 0.162 -0.317 0.151 

Alpha (8-12 Hz) 0.281 0.056 0.161 0.441 

Beta1 (12-18 Hz) 0.420 0.003* -0.352 0.085 

Beta2 (19-21 Hz) 0.288 0.050* -0.319 0.120 

Beta3 (22-30 Hz) 0.443 0.002* -0.334 0.103 

Gamma (30-50 Hz) 0.308 0.035* -0.271 0.189 

*는 p<0.05인 경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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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는 환자군 내에서만 실시한 MMSE,CDR과 λ1GSI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MMSE와 λ1GSI의 상관관계를 보면 델타(1-3Hz,r=
-0.421,p=0.036),베타1(13-18Hz,r=0.464,p=0.020),감마 (31-50Hz,r=
0.511,p=0.009)밴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한 결과가 나왔으며,λ1GSI
와 CDR의 상관관계는 델타 (1-3Hz,r= 0.591,p = 0.002),세타 (4-7Hz,
r=0.433,p=0.044),감마 (31-50Hz,r=-0.565,p=0.003)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표 3.10은 환자군 내에서만 실시한 MMSE,CDR과 λ2GSI과의 상관관계 분
석 결과이다.MMSE와 λ2GSI의 상관관계를 보면 베타1(13-18Hz,r=0.429,
p = 0.032)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한 결과가 나왔으며,λ2GSI와
CDR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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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치매 의심 환자군내 MMSE,CDR점수와 λ1GSI의 correlation분석

Frequency bands (Hz) λ1MMSE(R) p-value  λ1CDR(R) p-value  

Delta (1-3 Hz) -0.421 0.036* 0.591 0.002*

Theta (4-7 Hz) -0.380 0.061 0.433 0.044*

Alpha (8-12 Hz) 0.314 0.127 -0.201 0.335 

Beta1 (12-18 Hz) 0.464 0.020* -0.211 0.312 

Beta2 (19-21 Hz) 0.344 0.093 -0.361 0.077 

Beta3 (22-30 Hz) 0.343 0.093 -0.338 0.098 

Gamma (30-50 Hz) 0.511 0.009* -0.565 0.003*

*는 p<0.05인 경우를 나타냄

표 3.10치매 의심 환자군내 MMSE,CDR점수와 λ2GSI의 correlation분석

Frequency bands (Hz) λ2MMSE(R) p-value  λ2CDR(R) p-value  

Delta (1-3 Hz) 0.084 0.690 -0.072 0.731 

Theta (4-7 Hz) 0.233 0.262 -0.317 0.151 

Alpha (8-12 Hz) -0.205 0.324 0.161 0.441 

Beta1 (12-18 Hz) 0.429 0.032* -0.352 0.085 

Beta2 (19-21 Hz) 0.317 0.123 -0.319 0.120 

Beta3 (22-30 Hz) 0.385 0.057 -0.334 0.103 

Gamma (30-50 Hz) 0.183 0.382 -0.271 0.189 

*는 p<0.05인 경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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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기 치매 환자 진단을 위한 새로운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
GFS와 GSI분석 방법을 치매 의심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의 EEG 신호에 적용하
였다.뇌의 주파수 대역별 기능적 전역 동기화 현상을 검토 할 수 있는 GFS는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치매 의심 환자의 경우 베타 대역에서의 동기화
가 감소하는 현상이 동일하게 관찰되었으며,본 연구에서는 나아가 GFS값과 치
매 증상 심각도와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다.채널 별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전역
동기화 현상을 측정하는 GSI는 최초로 치매 의심 환자군의 EEG 신호에 적용되
었으며 GFS와 동일하게 치매 의심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의 차이를 고찰하고 증
상 심각도와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다.

치매 의심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의 군간 차이를 보는 통계 결과에서 치매 의
심 환자군의 GFS값이 베타1,베타2,베타3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
소하였으며,GSI에서는 세타,베타1,베타2,베타3,감마 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한편,인지기능의 저하를 측정하는 MMSE,CDR값과 GFS,GSI사이의 상관
관계를 통계 분석한 결과에서,GFS값은 MMSE,CDR점수와 알파,베타1,베타2,
베타3대역에서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고,GSI와 MMSE,CDR점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델타,세타,알파,베타1,베타2,베타3,감마 대역에서 강한 상관관계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치매 의심 환자군 내에서 실시한 증상 심각도와 GFS,GSI와의 상관관
계 분석 결과에서,GFS값과 MMSE,CDR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델타,베타1,베타3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GSI값과
MMSE,CDR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델타 세타 베타1감마에서 상
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 중 치매 환자의 베타 대역 동기화가 감소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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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nig등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21].Stam 등도 역시 치매 환자의 베타 대역 동
기화 감소를 보고하였으며,이 수치가 증상의 심각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고 보고 하였다 [20].Koenig등과 Stam 등의 연구에서는 다른 주파수 대역인,
알파,세타,델타,감마 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얻지 못했으므로,
베타 대역의 동기화 감소가 치매 환자의 뇌의 병리적 현상과 연관이 있다고 결론
지었었다.

높은 주파수 대역의 동기화 현상은 학습,기억,사고,분석 과정 등 인지능력
전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13,14,15].높은 주파수 대역의 동기화 현
상 중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Koenig등과 Stam 등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20].
본 연구에서는 치매 증상의 심각도인 MMSE와 CDR점수와 EEG신호의 동기화
를 계산하는 GFS와의 상관관계를 계산한 결과,GFS와 MMSE는 베타1,베타3
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GFS와 CDR과는 델타 대역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얻었다.GSI와 MMSE점수와의 상관관계 결과 중
λ1GSI와 MMSE에서는 델타,베타1,감마 대역에서,λ2GSI와 MMSE에서는 베
타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GSI와 CDR점수와의 상관관계 결
과 중 λ1GSI와 CDR에서는 델타,세타,감마 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얻었고,λ2GSI와 CDR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치
매 의심 환자군의 GFS와 GSI결과에서 인지 능력과 연관성이 있는 높은 주파수
대역의 동기화 값 감소는 치매 환자의 특징인 인지 능력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
는 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GSI와 GFS는 각각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강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coherence분석의 결과에서는 치매 환자의 경우 알파 대역에서 유의미하
게 파워가 감소함이 보고된 바 있다 [9].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GFS와 GSI가 유
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이유를 추론해 보면,먼저 피험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
에 통계적 결과가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두 번째,일반 대조군과 차이가 적
은 치매 의심 환자군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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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세 번째,기법 자체의 성능 차이가 있을 수 있다.즉,coherence가 알
파 대역에서 민감한 결과를 얻는다는 보고가 있는 것에 반해,전역 동기화 기법
은 높은 주파수 대역에 더 적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

GFS는 위상의 동기화 현상을 검토 할 수 있고,GSI는 correlation의 동기화를
검토 할 수 있다.GSI,GFS와 MMSE,CDR 점수와의 상관관계 결과는 GFS와
GSI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
었다.GFS와 GSI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으로써,두
개의 기법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치매 환자 진단에 보다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기본적으로 GFS와 GSI모두 치매 의심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주파수 대역을 나타내
었으며 두 방법 사이의 성능을 완전하게 비교하기에는 실험 데이터의 수가 많지
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GSI가 GFS보다 많은 주파수 대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임상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치매 의심 환자군 내에서의 증
상 심각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역시 GSI가 GFS보다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
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상대적으로 성능이 뛰어나지는 않으나 두 번째로 큰
고유치를 활용하여 계산한 λ2GSI의 경우에도 베타1대역에서 MMSE와의 상관
관계가 관찰되었다.GSI의 경우에는 GFS와 달리 보다 많은 진단 파라미터들을
추출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본 연구는 몇 가지 제약점이 있다.첫 번째로 EEG 신호를 측정할 때
휴식 상태에서만 측정했기 때문에,학습,기억,사고 분석 과정과 같은 인지 과정
에서 뇌의 기능적 연결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비록,감마 대역 동기화 값이 치
매 의심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지만,이 결과는
뇌의 여러 부분이 복합적으로 활동하는 인지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단정 짓기 어
렵기 때문이다.하지만,휴식 상태일지라도 뇌의 기능적 연결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대조군과 치매 의심 환자군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 되었으리라고 본
다.두 번째로 EEG 신호가 왜곡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EEG 신호는 대뇌 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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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백질에서 발생하는 활동 전위(actionpotential)를 측정한다.그러므로,전기
전도도가 낮은 두개골을 통과할 때 EEG신호에 왜곡이 가해져서 높은 주파수 대
역 신호가 약해질 수 있다 [24].주파수 대역이 낮은 경우에는 신호에 왜곡이 적
지만,베타 대역 이상의 높은 주파수 대역은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이 문제 때문
에 높은 주파수 대역 신호 분석이 어려워지므로,높은 주파수 대역의 동기화 현
상을 측정하는 GFS와 GSI의 값이 부정확해질 수 있다.세 번째,MMSE와 CDR
점수로 치매 증상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향후 다양한 인지 기
능 척도(cognitivefunctionscales)들을 사용한다면 전역 동기화와 기능적 연결성
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네 번째,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들의 약물 통제를 하지 않았다.EEG 신호를 측정 할 때,대부분의 치매 환자 의
심군 피험자들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약물이 EEG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논쟁 중이지만,약물 복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EEG 신호를 측정 하지
못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단점이 될 수 있다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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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기 치매 환자 진단을 목적으로 전역 동기화를 측정하는 방법
인 GFS와 GSI기법을 EEG 데이터 분석에 도입한 결과,치매 의심 환자군과 일
반 대조군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GFS의 결과에
서는 베타1,베타2,베타3대역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였고,GSI에서는 베타
1,베타2,베타3,감마 대역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통계
적 분석 결과 GFS와 GSI중 GSI가 치매 의심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을 분리하는
데 상대적으로 나은 성능을 보였다.

GFS와 GSI모두 높은 주파수 대역인 베타 대역 이상(13-50Hz)에서 치매 의
심 환자군의 동기화 현상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GSI기법의 경
우,이전 연구에서 베타 대역에서만 관찰되던 동기화 감소를 감마 대역에서도 관
찰할 수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이 결과는 치매 환자의 인지 능력이
감소된다는 보고를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이와 같은 결과들은
최종적으로 GFS와 GSI가 조기 치매 환자의 진단을 위한 지표 역할을 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GFS와 GSI의 두 지표 모두 치매 의심 환자군 내에서 증상 심각도를 나타내
는 지표인 MMSE와 CDR과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이는 전역 동기화를 측
정하는 지표인 GFS와 GSI가 단순히 치매 의심 환자군과 일반 대조군을 분리하
는 진단 지표로서 활용되는 것에서 나아가 치매의 발전 정도를 예측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인 GFS는 이전에 치매 진단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연구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으나 증상의 심각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는
적용된 바가 없으며,GSI의 경우에는 치매 등 정신 질환의 진단 연구에 적용된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다.본 연구에서 제시된 두 가지 기법들은 기존에 활용되
어 온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인 정량 뇌파 분석이나 동역학 분석 방법 등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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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진단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이어지는 연구들에서는 EEG 신호 측정 시 약물 통제를 적절히 실시하고,치
매 증상 심각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심리 척도를 실시해서 진단 정확도를 향상 시
킬 수 있을 것이다.또한,휴식 상태뿐만 아니라 인지 과정 실험도 수행,전역 동
기화 현상을 검토해서 치매 환자의 인지 능력이 감소되는 요인을 밝혀낸다면 초
기 치매 환자 진단 및 치료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론들을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의 진단 등 다양한 기타 정신 질환의 진단을
위해 적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지 능력이 감소하는 초기 치매 환자에 높은 주
파수 대역의 전역 동기화 현상을 정량화 하는 GFS와 GSI기법을 적용,초기 치
매 진단에 유용한 도구로써 이용 될 것을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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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DDDiiiaaagggnnnooosssiiisssooofffAAAlllzzzhhheeeiiimmmeeerrr'''sssDDDiiissseeeaaassseeeBBBaaassseeedddooonnnGGGlllooobbbaaalll
SSSyyynnnccchhhrrrooonnniiizzzaaatttiiiooonnnAAAnnnaaalllyyysssiiisssooofffQQQuuuaaannntttiiitttaaatttiiivvveeeEEEllleeeccctttrrroooeeennnccceeeppphhhaaalllooogggrrraaammm

Che,Huije
Dept.ofBiomedical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Dementia is a kind ofchronicaldegenerative brain diseases which is
typically characterized as declination of cognitive functions and memory.
Quantitativeelectroencephalogram(qEEG)hasbeenfrequentlyusedtodiagnose
dementia.InordertoanalyzetheqEEG data,researchershaveadoptedlinear
techniquessuchaspowerspectrum analysisandcoherence.Recently,nonlinear
techniqueshavebeenalsowidelyappliedtothediagnosisofdementia,e.g.,
Lyapunovexponenttomeasurestabilityandcorrelationdimensiontomeasure
complexity. On the other hands, some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synchronization ofneuronsisclosely related tocognitivefunctionssuch as
learning, memory, and recognition. Particularly, synchronization of high
frequencyoscillationattractedgreatintentioninthelateststudies.
Thisstudyintroducesnew measurestodiagnoseearlydementia.Globalfield

synchronization(GFS)andglobalsynchronizationindex(GSI)havebeenapplied
totheanalysisofqEEG datarecordedinrestingstateandtheircapability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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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e dementia patients from normalcontrols was investigated.The
globalsynchronization valuesshowed significantdifference(p<0.05)between
dementiapatientsandnormalcontrolsin Beta1,Beta2,and Beta3bandsin
GFS andDelta,Beta1,Beta2,Beta3,andGammabandsinGSI.Mini-mental
stateexamination (MMSE)and clinicaldementiarating(CDR)werestrongly
correlatedwithGFSinDeltaandBeta1bandsandGSIinBeta1andGamma
bands.GSIshowedbetterperformancein discriminating suspiciousdementia
patientsgroupfrom normalcontrolgroup;whileboth GFS andGSIvalues
showed strong correlation with thesymptom severity.Wefound thatboth
GFS andGSIvaluesindementiapatientsweredecreasedinhighfrequency
bands,whichmightberelatedtothecognitivedecline.ItisexpectedthatGFS
andGSIwillbeusedaspromisingtoolstodiagnoseearlydementia.

��������������������������������������������������������������������������������������������

Keywords:synchronization,dementia,nonlineardynamics,EEG,GFS,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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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GGGFFFSSS,,,GGGSSSIII수수수치치치 데데데이이이터터터
표 1.GFSvaluesinnormalcontrol

Subjects Delta Theta Alpha Beta1 Beta2 Beta3 Gamma Full

1 0.575 0.567 0.596 0.541 0.541 0.51 0.482 0.523

2 0.569 0.56 0.523 0.553 0.521 0.532 0.486 0.521

3 0.609 0.551 0.558 0.508 0.507 0.499 0.519 0.524

4 0.598 0.557 0.542 0.496 0.531 0.477 0.475 0.501

5 0.662 0.531 0.496 0.488 0.463 0.481 0.48 0.494

6 0.554 0.642 0.569 0.542 0.516 0.537 0.56 0.556

7 0.508 0.582 0.591 0.558 0.492 0.519 0.496 0.526

8 0.56 0.55 0.589 0.541 0.503 0.525 0.471 0.51

9 0.534 0.517 0.535 0.533 0.485 0.486 0.476 0.497

10 0.541 0.54 0.624 0.518 0.536 0.519 0.512 0.531

11 0.564 0.558 0.549 0.528 0.561 0.546 0.476 0.519

12 0.567 0.615 0.56 0.492 0.497 0.504 0.494 0.515

13 0.586 0.592 0.654 0.54 0.548 0.528 0.461 0.522

14 0.61 0.581 0.619 0.525 0.485 0.474 0.459 0.506

15 0.504 0.525 0.575 0.491 0.437 0.441 0.435 0.467

16 0.543 0.519 0.595 0.533 0.511 0.504 0.505 0.52

17 0.519 0.544 0.571 0.519 0.525 0.497 0.495 0.515

18 0.522 0.562 0.627 0.505 0.5 0.473 0.445 0.492

19 0.561 0.53 0.563 0.532 0.519 0.505 0.475 0.505

20 0.554 0.558 0.574 0.543 0.545 0.527 0.509 0.532

21 0.576 0.536 0.529 0.515 0.533 0.525 0.476 0.507

22 0.55 0.551 0.601 0.53 0.542 0.526 0.52 0.536

23 0.557 0.502 0.581 0.504 0.534 0.487 0.47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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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GFSvaluesinADpatients

Subjects Delta Theta Alpha Beta1 Beta2 Beta3 Gamma Full

1 0.522 0.522 0.523 0.514 0.488 0.494 0.471 0.495

2 0.545 0.573 0.533 0.496 0.449 0.449 0.454 0.479

3 0.534 0.543 0.555 0.496 0.484 0.438 0.419 0.469

4 0.561 0.513 0.524 0.492 0.475 0.502 0.436 0.476

5 0.546 0.523 0.527 0.461 0.474 0.509 0.565 0.529

6 0.58 0.599 0.52 0.51 0.492 0.48 0.461 0.495

7 0.644 0.545 0.558 0.509 0.475 0.492 0.487 0.509

8 0.549 0.52 0.577 0.474 0.488 0.492 0.576 0.536

9 0.515 0.523 0.492 0.462 0.492 0.47 0.488 0.486

10 0.544 0.534 0.546 0.538 0.524 0.502 0.509 0.522

11 0.484 0.508 0.618 0.517 0.532 0.505 0.489 0.512

12 0.468 0.524 0.63 0.538 0.563 0.511 0.481 0.518

13 0.516 0.536 0.535 0.493 0.524 0.467 0.445 0.48

14 0.576 0.572 0.533 0.494 0.511 0.494 0.421 0.478

15 0.521 0.542 0.52 0.474 0.453 0.447 0.475 0.481

16 0.565 0.551 0.677 0.506 0.48 0.479 0.45 0.5

17 0.485 0.534 0.685 0.547 0.511 0.493 0.417 0.489

18 0.576 0.518 0.512 0.516 0.517 0.488 0.468 0.495

19 0.571 0.522 0.553 0.463 0.5 0.474 0.476 0.49

20 0.596 0.568 0.531 0.456 0.462 0.449 0.47 0.482

21 0.547 0.538 0.532 0.5 0.502 0.478 0.514 0.51

22 0.582 0.569 0.642 0.521 0.515 0.488 0.474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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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λ1 GSIvaluesinnormalcontrol

Subjects Delta Theta Alpha Beta1 Beta2 Beta3 Gamma Full

1 0.3797 0.2697 0.2478 0.2400 0.1935 0.2325 0.2427 0.2681 

2 0.2901 0.4306 0.3320 0.2623 0.2218 0.2405 0.3171 0.3605 

3 0.2278 0.3290 0.3954 0.2905 0.2608 0.2643 0.2318 0.3206 

4 0.2837 0.2962 0.3388 0.2935 0.2266 0.2821 0.2290 0.2999 

5 0.2835 0.2740 0.3125 0.2680 0.2281 0.2497 0.2373 0.2761 

6 0.2625 0.3120 0.3471 0.3174 0.2760 0.2846 0.2756 0.3126 

7 0.2723 0.3123 0.2973 0.2873 0.3147 0.2914 0.2399 0.2960 

8 0.3426 0.3491 0.2838 0.2618 0.2503 0.2886 0.2970 0.3202 

9 0.2774 0.3239 0.4356 0.3049 0.3130 0.2984 0.2332 0.3506 

10 0.3340 0.3399 0.4793 0.2908 0.2585 0.2346 0.2274 0.3781 

11 0.2430 0.2955 0.3155 0.2768 0.2142 0.2317 0.1761 0.2686 

12 0.2896 0.2907 0.4145 0.2764 0.2442 0.2642 0.2619 0.3276 

13 0.2250 0.2778 0.3129 0.2595 0.2134 0.2506 0.2500 0.2650 

14 0.2470 0.3050 0.3978 0.2523 0.2750 0.2538 0.2209 0.3370 

15 0.2698 0.2922 0.3100 0.3198 0.2938 0.2921 0.2659 0.3111 

16 0.3680 0.3486 0.3035 0.3433 0.3077 0.3129 0.2780 0.3385 

17 0.3924 0.3600 0.3329 0.2919 0.2895 0.2882 0.2589 0.3626 

18 0.2771 0.3057 0.3216 0.2527 0.2491 0.2531 0.2251 0.2816 

19 0.2493 0.3047 0.3417 0.3276 0.2915 0.2893 0.2921 0.3259 

20 0.2689 0.2832 0.2717 0.2865 0.2719 0.2693 0.2400 0.2486 

21 0.3001 0.3170 0.3581 0.3211 0.2913 0.3143 0.3331 0.3259 

22 0.2680 0.2541 0.3399 0.2647 0.2691 0.2709 0.2562 0.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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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λ1 GSIvaluesinADpatients

Subjects Delta Theta Alpha Beta1 Beta2 Beta3 Gamma Full

1 0.2450 0.2650 0.2587 0.2335 0.2207 0.2386 0.2348 0.2491 

2 0.3031 0.2924 0.2851 0.2197 0.1903 0.2063 0.1782 0.2796 

3 0.2860 0.2502 0.2561 0.2075 0.1983 0.2525 0.2031 0.2519 

4 0.2636 0.2686 0.2752 0.2374 0.1835 0.2181 0.2229 0.2432 

5 0.3573 0.3530 0.3027 0.2435 0.2242 0.2229 0.1874 0.3191 

6 0.3228 0.2614 0.3279 0.2584 0.2080 0.2132 0.1948 0.2430 

7 0.2659 0.2622 0.4096 0.2508 0.1872 0.2120 0.2082 0.3038 

8 0.2649 0.2733 0.2488 0.2163 0.1850 0.2043 0.2068 0.2655 

9 0.2487 0.2832 0.2844 0.2572 0.2422 0.2646 0.2836 0.2858 

10 0.2420 0.2583 0.4020 0.2928 0.2424 0.2726 0.2350 0.2630 

11 0.2690 0.3196 0.3615 0.2458 0.2259 0.2428 0.1944 0.3341 

12 0.2275 0.2894 0.4729 0.2900 0.2439 0.2461 0.2209 0.3710 

13 0.2637 0.2660 0.3799 0.2321 0.1927 0.2004 0.1942 0.2953 

14 0.3015 0.2906 0.2515 0.2449 0.1931 0.2231 0.1866 0.2693 

15 0.2857 0.2563 0.2620 0.2124 0.1831 0.2308 0.2462 0.2511 

16 0.2548 0.2945 0.5580 0.2713 0.2711 0.2194 0.2023 0.4116 

17 0.2594 0.2568 0.5216 0.2800 0.2386 0.2247 0.1774 0.3452 

18 0.2633 0.2652 0.2640 0.2713 0.2534 0.2489 0.2465 0.2757 

19 0.2957 0.3300 0.3212 0.2523 0.1989 0.2242 0.2186 0.3275 

20 0.3313 0.3098 0.2652 0.1900 0.1821 0.1698 0.1822 0.3056 

21 0.2960 0.3024 0.3019 0.2905 0.2239 0.2294 0.2072 0.2813 

22 0.2689 0.2823 0.5114 0.2685 0.2575 0.2621 0.2485 0.3714 

23 0.3782 0.4099 0.4018 0.3197 0.2675 0.2756 0.2614 0.4121 

24 0.2681 0.2788 0.3519 0.2446 0.1962 0.2030 0.2893 0.3036 

25 0.2968 0.2592 0.3617 0.3248 0.2194 0.2232 0.2109 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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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λ2 GSIvaluesinnormalcontrol

Subjects Delta Theta Alpha Beta1 Beta2 Beta3 Gamma Full

1 0.0521 0.1226 0.1180 0.1320 0.0672 0.1467 0.1161 0.1486 

2 0.0805 0.0479 0.0768 0.1608 0.0767 0.1280 0.1017 0.1146 

3 0.0709 0.1688 0.1183 0.1686 0.1016 0.1590 0.1493 0.1920 

4 0.0979 0.1477 0.1532 0.1475 0.0911 0.1587 0.1671 0.2073 

5 0.0950 0.1106 0.1370 0.1518 0.0954 0.1412 0.1490 0.1932 

6 0.0876 0.1560 0.1457 0.1657 0.0940 0.1709 0.1715 0.2102 

7 0.0870 0.1443 0.1655 0.1584 0.0959 0.1858 0.1846 0.2113 

8 0.0868 0.1331 0.1711 0.1535 0.0889 0.1396 0.1332 0.1848 

9 0.0959 0.1446 0.1166 0.1922 0.1215 0.1711 0.1628 0.1902 

10 0.0788 0.1668 0.0426 0.1701 0.0984 0.1287 0.1260 0.0936 

11 0.0957 0.1393 0.1286 0.1049 0.0604 0.0934 0.1002 0.1674 

12 0.0782 0.1513 0.0981 0.1845 0.1150 0.1627 0.1640 0.1710 

13 0.0973 0.1331 0.1367 0.1564 0.1022 0.1614 0.1639 0.1902 

14 0.0829 0.1349 0.0921 0.1398 0.0871 0.1558 0.1172 0.1318 

15 0.0760 0.1319 0.1574 0.1412 0.0787 0.1479 0.1451 0.1696 

16 0.0718 0.1525 0.1212 0.1357 0.0765 0.1630 0.1662 0.1634 

17 0.0541 0.0954 0.1368 0.1240 0.0542 0.1386 0.1796 0.1278 

18 0.0964 0.1336 0.0988 0.1573 0.0942 0.1591 0.1569 0.1374 

19 0.1025 0.1339 0.1453 0.1475 0.0825 0.1657 0.1866 0.1859 

20 0.0977 0.1408 0.1074 0.1323 0.0919 0.1540 0.1678 0.1591 

21 0.0867 0.1345 0.1300 0.1642 0.1033 0.1795 0.1842 0.1914 

22 0.1122 0.1455 0.1025 0.1431 0.0958 0.1340 0.1364 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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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λ2 GSIvaluesinADpatients

Subjects Delta Theta Alpha Beta1 Beta2 Beta3 Gamma Full

1 0.0891 0.1215 0.1437 0.1413 0.0870 0.1418 0.1850 0.1839 

2 0.0872 0.1440 0.1262 0.1293 0.0676 0.1255 0.1256 0.1673 

3 0.0687 0.1138 0.1275 0.1153 0.0737 0.1326 0.1497 0.1643 

4 0.0991 0.1443 0.1357 0.1284 0.0867 0.1326 0.1444 0.1710 

5 0.0903 0.1175 0.1212 0.1468 0.0954 0.1464 0.1321 0.1631 

6 0.0964 0.1518 0.0975 0.1491 0.0884 0.1394 0.1186 0.1696 

7 0.0753 0.1056 0.0704 0.1396 0.0806 0.1160 0.1119 0.1401 

8 0.0837 0.1273 0.1267 0.1110 0.0719 0.1181 0.1239 0.1612 

9 0.0952 0.1372 0.1487 0.1693 0.0944 0.1699 0.1834 0.1743 

10 0.0749 0.1176 0.0474 0.1548 0.0765 0.1533 0.1516 0.1569 

11 0.1045 0.1476 0.1107 0.1304 0.0656 0.1095 0.1008 0.1567 

12 0.0851 0.1392 0.0447 0.1633 0.0982 0.1433 0.1101 0.0870 

13 0.0938 0.1339 0.0664 0.1372 0.0851 0.1280 0.1270 0.1672 

14 0.0958 0.1331 0.1413 0.1330 0.0899 0.1434 0.1311 0.1889 

15 0.0863 0.1345 0.1088 0.1162 0.0767 0.1040 0.1070 0.1678 

16 0.1097 0.1446 0.0118 0.1656 0.0652 0.1434 0.1413 0.0571 

17 0.0926 0.1400 0.0486 0.1699 0.1112 0.1443 0.1269 0.1469 

18 0.1002 0.1302 0.1423 0.1456 0.0849 0.1455 0.1629 0.1758 

19 0.0866 0.0851 0.0975 0.1028 0.0678 0.1172 0.1050 0.1366 

20 0.1136 0.1481 0.1368 0.1151 0.0478 0.0962 0.1017 0.1664 

21 0.0838 0.1186 0.1065 0.1176 0.0702 0.1239 0.1162 0.1606 

22 0.0919 0.1640 0.0212 0.1482 0.0959 0.1451 0.1503 0.0862 

23 0.0868 0.1291 0.0770 0.1420 0.0982 0.1790 0.1731 0.1418 

24 0.0941 0.0978 0.0827 0.1263 0.0787 0.1351 0.1164 0.1302 

25 0.0828 0.1309 0.1010 0.0954 0.0624 0.1137 0.1092 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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