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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휴지기 뇌자도영상을 이용한 상태 기반 뇌 유효 연결망추정 

 

  휴지기 상태의 뇌의 기능연결망과 유효연결망은 시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동함이 알려져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능 

자기공명영상 및 뇌전도영상을 통해 관찰되었으며, 휴지기 상태가 

하나의 단일한 상태가 아니며 그 안에서 일정수준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역동적인 상태임을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휴지기 

상태와 가장 관련이 깊은 네트워크인 내정상태회로에 대해 뇌파의 

변화에 따른 동적 유효인과성 모델링 기반의 유효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뇌파의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나 뇌상태 변화는 보다 

느리고 완곡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비교적 긴 윈도우 

사이즈내에서 유효연결망을 추정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긴 윈도우 

사이즈를 이용해 유효연결망 분석을 수행할 시 유효연결망 기반의 

모델 비교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수 있음을 보였으며, 동적 

유효인과성 추정에서의 지나치게 좁은 주파수 특성 선택은 추정 

정확도와 모델 유의성 검증과정에 악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딩 윈도우 기반으로 내정상태회로의 유효연결망 

분석을 수행하고, 알파신호가 슬라이딩 윈도우를 따라 변화함에 

따라 뇌의 상태를 정의하였다. 알파신호가 강한 상태일때는 따라 

오른쪽 외측두정엽에서 내측전두전엽으로 가는 전향성 연결, 

반대방향의 역향성 연결, 쐐기앞소엽에서 오른쪽 외측두정엽로 

가는 역향성 연결의 세 연결성이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알파의 

신호강도와 휴지기 상태의 내정상태회로 뇌기능 자기공명영상 

BOLD신호의 강도가 서로 반비례하는 사례에 대한 원리를 유추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핵심되는 말: 동적 유효인과성 모델, 내정상태회로, 뇌자도, 뇌상태, 

모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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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기 뇌자도영상을 이용한 상태 기반 뇌 유효 연결망추정 

 

<지도교수 박 해 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손 준 호 

 

 

Ⅰ.  서론 

1. 뇌연구에서의 커넥톰분석과 유효연결망 분석 

뇌 기능에 대한 고전적 이해는 뇌의 서로 다른 인지기능이 

뇌의 특정한 영역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관점이었다. 이러한 

뇌기능의 지역화는 실제로도 뇌 기능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관점으로, 현재에도 특정 기능이 특정 영역에서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뇌의 각 영역들은 

신경다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역할을 여러 영역이 

함께 수행하며, 특히 주의집중, 정서, 기억과 같은 고위 

인지기능들은 여러영역들이 함께 작용하여 인지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뇌 인지기능의 매커니즘을 여러 영역간의 연결 및 

정보교환의 산물로 보고, 네트워크 분석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기법이 곧 커넥톰 분석이다1. 

커넥톰 연구의 대상은 서로 다른 자료 유형, 서로 다른 

관찰 범위(분자수준, 세포수준, 뇌영역수준, 뇌전체수준 및 뇌와 

신체간 상호관계, 그리고 개체간의 상호관계까지)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 예쁜꼬마선충에서의 뉴런간 구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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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에 대해서는 이미 개체수준에서의 지도가 완성된 

상태이며2,3, 그 외의 초파리의 시각 시스템의 구조연결지도가 

보고되었다4. 이러한 연결지도는 래비스 바이러스 등을 사용해 

수백개 이상의 뉴런들간의 실제 시냅스 형성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정보를 그대로 기반해 만든 계산모델을 

상세모델(Detailed model, dense model 등)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세모델은 아주 자세하고 예측된 모델의 행동이 현실과 

매우 가까울 가능성이 크나, 상세할수록 필연적으로 자료의 

크기가 커지며, 집단수준의 분석이 어려워지며, 모델을 구축하고 

수정하기위한 비용이 커지며, 또한 여러가지 분석을 하기위한 

계산비용(시간, 메모리, 컴퓨팅 파워 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는 연구자가 원하는 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여러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추상모델을 이용한다. 예를들어 뇌의 

한 영역에서 발생한 뇌파는 열종이상의 뉴런이 서로 다른 종류의 

시냅스를 이뤄가며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영역과도 

서로 다른 종류의 시냅스가 섞여서 영향력을 주고받으나, 추상 

모델(Abstract model, simplified model 등)에서는 보다 

간소화하여 영역 내에 하나 혹은 단 몇 개의 뉴런 군집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현상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뇌파와 

기능영상의 특성상 추상모델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어떠한 관찰대상이 존재하고 각 관찰 

대상 간의 상호관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방법론이다. 여기서 

관찰대상은 노드(Node)라 부르고 특정 분자나 세포, 혹은 세포의 

추상적인 군집 및 뇌의 영역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관찰대상 간의 

관계성은 엣지(Edge)라 불리는데, 뇌 연구분야에서는 관계성의 

정의 방식에 따라 크게 구조 연결망 분석, 기능 연결망 분석, 유효 

연결망 분석으로 나눈다5. 구조 연결망 분석은 두 영역사이의 

신경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한 정보를 주는 분석 방법으로, 해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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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래비스 바이러스등을 활용한 신경다발의 추적과 같은 침습적인 

연구방법과, 확산텐서 자기공명영상(Diffusion tensor 

imaging;DTI)을 활용한 비침습적인 연구방법이 있다. 두 영역이 

신경다발로 연결되어있으면 두 영역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음을 

알수는 있으나, 언제 정보가 전달되고, 얼마나 강한 강도로, 

얼마간의 시간동안, 어떤 형태의 신호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영역이 기능적으로 

연관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이 기능 연결망 

분석법이다. 기능 연결망 분석은 주로 두 영역의 기능적인 연관을 

두 영역에서 동시 측정된 신경/뇌 활성 자료의 피어슨 상관계수로 

나타낸다. 이는 두 영역이 기능적으로 강하게 연관되어있으면, 

측정된 자료 또한 서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낼 것이며, 이러한 

유사함의 정도를 두 영역사이의 연결성으로 정의하고자 함을 

말한다. 그러나 기능 연결성은 단순히 두 영역 신호의 유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 3의 영역이 원인으로 작용해서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두 영역이 똑같은 패턴을 나타내는 상황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나타낼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방법이 유효 연결망 분석으로, 서로 다른 영역이 

정보를 주고받는 인과적인 관계를 연결성으로 정의하여 방향성이 

존재하고, 특정 인지기능에서의 정보처리의 흐름등을 유효 

연결성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유효 연결망 분석을 통하면 

방향성이 없는 기능 연결망보다는 보다 직관적인 해석을 제공하며, 

앞선 문제와 같은 세 영역사이의 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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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파와 휴지기상태 뇌파 주파수 분석 

뇌파는 뇌의 전기신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류로 

인한 전압을 측정하거나, 전류로 인해 발생한 자기장을 측정하는 

방법론이다. 뇌의 대뇌 신피질은 주로 6층으로 이루어진 구성을 

보이는데, 이때 pyramidal cell은 1~2층에 수상돌기를 뻗고 

세포체는 5층에 존재한다. 이러한 pyramidal cell들의 수상돌기 

다발들은 신피질 표면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정렬해있는데, 이러한 

pyramidal cell들이 같이 흥분하게되면 신피질 표면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특정 영역이 활성을 

나타내면, 이러한 미세전류들이 합해져 넓은 영역에서의 전압차 

또는 자기장으로서 측정될수 있고, 이것을 전극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 뇌파측정이다.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중 뇌전도(EEG)와 뇌자도(MEG)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혈역학적 

특성으로 인해 자극과 반응에 시간차가 큰 

뇌기능자기공명영상(fMRI)와는 달리 주어지는 자극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측정할수 있다. 또한 뇌파는 

뇌기능자기공명영상과 달리 시간 해상능이 높고, 뇌신경활동이 

뇌파를 적접적으로 유발시키기 때문에, 분석에 용이하여 뇌인지 

연구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측정방법론이다. 뇌전도 측정은 

비교적 저렴한 측정장비 및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인지심리 실험에 사용된다. 뇌자도는 

두뇌피질에서 두피까지 여러 매질을 거쳐 전달되는 전압과는 달리 

매질에 영향을 적게 받는 점에 있어 장점이 있으나, 뇌자도는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폐된 공간안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뇌파의 다양한 연결망 분석은 주파수 분석과 혼합되어 

사용된다. 서로 다른 뇌파들은 서로 다른 상황,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알려져있는데, 이러한 뇌파 측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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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한 축은 휴지기 뇌파측정이다. 

휴지기는 특정 과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피험자가 

특정 행동이나 생각에 머물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데, Biswal 교수는 1995년 이러한 휴지기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의 활동이 단순한 배경잡음이 아니고, 특정 영역들은 과제가 

수행될시 활성이 줄어들고 휴지기 상태에서만 활성이 늘어나는 

변화를 fMRI를 통해 관찰하였다6. 그는 이러한 영역들을 휴지기 

네트워크(Resting state networks; RSNs)라 명명했다. Default 

mode network(DMN)는 이러한 휴지기 네트워크 중 하나로, 영역 

내에서 신호들이 강하게 연관되어있으며, 휴지기 상태에서 

네트워크의 활성이 강화되고 과제 상태에서 네트워크의 활성이 

줄어든다. 이러한 휴지기 상태를 대표하는 성질로인해 DMN은 

휴지기 네트워크 중 가장 중요하게 연구되는 대상이며, 

마찬가지로 휴지기 상태와 연관성이 깊은 알파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보고되는 중이다. 휴지기 상태에서 시각피질 알파 

신호의 세기는 DMN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기도 하고7, 음의 상관 

관계를 갖는 것이 보고되기도 하였다8,9. 이러한 서로 다른 

결과들로 인해 default mode network와 알파 신호는 단순한 상관 

관계보다 복잡한 관계를 맺고있는 현상임이 알려져있졌다. 

 

3. Dynamic Causal Modeling 

가) 인과적 유효연결망과 Dynamic causal modeling 

인과적 유효연결망 분석은 주로 데이터 기반 추정방법인 

Granger causality와 모델 기반 추정방법인 Dynamic causal 

modeling(DCM)으로 나뉜다. Granger causality는 인과적 

연결성을 정의 할때 만약 A에서 측정된 신호 패턴이 일정 시간 

간격 뒤에 B에서 측정이 된다면, A가 B의 신호에 대한 원인 혹은 

입력이 된다고 생각하며, A에서 B로의 인과적 연결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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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다. Granger causality는 뇌의 수많은 영역의 신호들을 

대상으로도 손쉽게 추정이 가능하고, 서로 다른 영역간의 

동조현상(Coupling)을 보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연경망 

아래에 존재하는 매커니즘을 설명하고 실험자가 지지하는 가설에 

기반하여 인과성(causality)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Dynamic causal modeling(DCM)은 Karl J. Friston 

교수가 2003년 소개한 방법론으로 베이지안 추론 기법을 

사용하여 인과적 유효연결망을 추정하는 모델기반 추정 

기법이다10. DCM은 모달리티에 따라 그에 맞는 신경생물학적인 

모델을 포함하며, 이러한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임의의 

연결성이 주어졌을때 어떠한 형태의 자료가 생성될것인지에 대한 

예측 모델을 제공한다. DCM은 변분베이즈추론에 기반한 

파라미터 최적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예측된 자료가 실제 측정 

자료의 특징에 가장 가깝도록 파라미터들을 수정해가며, 

결과적으로 측정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할수 있는 유효연결성을 

추정해준다. DCM에서는 예측 자료와 측정 자료간의 유사성을 

확률분포로서 나타내게되는데, 이를 자유에너지라는 개념으로 

계측한다. 

 

나) 변분추론과 자유에너지의 계산 

자유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ln 𝑝𝑝(𝑦𝑦|𝑚𝑚) = 𝐹𝐹 +𝐷𝐷(𝑞𝑞(𝜗𝜗)||𝑝𝑝(𝜗𝜗|𝑦𝑦,𝑚𝑚)) 
𝐹𝐹 =  ⟨𝐿𝐿(𝜗𝜗)⟩𝑞𝑞 − ⟨ln𝑞𝑞 (𝜗𝜗)⟩𝑞𝑞  

𝐿𝐿 = ln𝑝𝑝(𝑦𝑦, 𝜗𝜗) 

 

수식 1 변분추론에 사용되는 자유에너지의 수식적 정의. 좌변은 로그 모

델 에비던스(log model evidence)이고 우변의 q(θ)은 변분분포이며 

p(θ|y,m)는 사후분포(posterior)이다. D는 쿨백-라이블러 발산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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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분포간의 유사성을 재는 거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두 분포가 같은 

분포면 쿨백-라이블러 발산은 0을 갖는다11. 

 

1번 수식은 간단한 Bayes Rule에서부터 유도될 수 있는데, 

변분추론에서는 F에 해당하는 부분을 Evidence lower 

bound(ELBO)로 부르며 목적함수(Cost function, loss 

function)로 사용해왔다. 이때, 수식 1의 두번째 수식이 헬름홀츠 

자유에너지를 계산하는 식과 수식적으로 동일해 자유에너지라 

명명하게 되었다. 1번 수식에서 변분분포 q가 사후분포에 

가까워지면, D는 0에 가까워지고, 결과적으로 자유에너지 F는 

로그 모델 에비던스에 근사하게 된다. 또한, 쿨백-라이블러 

발산은 오직 양수만을 갖기 때문에, 자유에너지 F는 log model 

evidence를 상한값으로 갖는다. 따라서 파라미터 추정과정중에 

변분분포 q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사후분포와의 차이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q가 수정되며, 그에따라 자유에너지 F가 점점 커지다 

추정이 완료되면 더이상 커지지 않는 시점에 다다른다. 이러한 

자유에너지 F는 기계학습에서 말하는 loss function 혹은 cost 

function에 해당하며, DCM의 파라미터 추정과정은 기계학습에서 

사용하는 경사하강법과 변분EM알고리즘을 활용해 자유에너지를 

최대화하는 과정이라 할수있다. 해당 과정은 Friston 교수에 의해 

수식적으로 설명되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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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ynamic causal modeling의 파라미터 추정과정 모식도. 수식 1에 의하

면, 자유에너지는 log model evidence를 상한으로 갖는다. 따라서, 파라미터를 

변화시켜 변분 분포 q(θ)를 사후분포 p(θ|y,m)에 가깝게 하면, 쿨백-라이블러 

발산은 0에 가까워지고, 자유에너지는 log model evidence에 가까워진다. 따라

서 파라미터의 변화는 자유에너지를 최대화하도록 이루어진다(왼쪽 그림). DCM

은 매 추정 단계에서 새로운 파라미터로의 변화(Δparameter)가 자유에너지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갱신한다. 이는 곧 에너지경관(Energy 

Landscape)상에서의 기울기(Gradient)방향이며, 이는 자유에너지 변화(Δ

FreeEnergy)가 최대가 되는 방향이다(오른쪽 그림). 

 

 

다) Dynamic causal modeling framework 

앞서 설명했듯 Dynamic causal modeling은 현재 

파라미터 값이 주어지면 모델을 통해 주어진 데이터를 재생산 

해낼수있는 generative model이다. 이 모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실험자가 목표로 하는 관심지역(Region of 

interest; ROI)에서의 신호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신경역학모델(neuronal dynamics model)이고 다른 하나는 

각각의 관심지역의 신호가 어떻게 실험자의 관측장비로 

계측될것인지에 관한 모델인 관측모델(observation model)이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수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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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𝑥 = 𝑓𝑓(𝑥𝑥, 𝑢𝑢, 𝜃𝜃) 
𝑦𝑦 = 𝑔𝑔(𝑥𝑥, 𝜃𝜃) 
 

 

수식 2 DCM을 구성하는 두 가지 수식. 관측자가 알 수 없는 뇌의 상태

(x)의 변화를 표현한 수식인 신경역학모델수식(위)과 뇌의 상태 x가 결

정되었을 때 실제 관측되는 y가 어떻게 x로부터 나올 것인지를 결정하

는 관측모델수식(아래)으로 나뉜다. 

 

 

x는 관측자가 직접 관측할수 없는 감춰진 

신경상태(hidden neuronal state)이고, y는 계측된 자료, u는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신경활동(spontaneous neural 

activity, neural innovation, deriving input 등)를 나타내며, θ는 

파라미터들이다. 뇌파는 뇌의 영역에서의 신호 x에서 y로의 관측 

함수 g를 단순한 행렬곱으로 단순화한다.  

 

𝑌𝑌 = 𝐿𝐿𝑋𝑋 
 

수식 3 뇌파에서의 관측모델. 뇌파의 분석에서는 신호원 X에서 계측 값 

Y로의 선형적 매핑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고, L을 

leadfield matrix라 한다. 계측 값 Y와 X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L을 추

정하는 과정을 Forward Problem이라 하고, 추정된 L을 바탕으로 신호

원 X의 시계열 자료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Inverse Problem이라 한다. 

 
 

수식 3에서 보여주듯 수많은 뇌파의 신호원 X를 

재구성하는 알고리즘들은 위와 같은 단순 선형성을 가정한다. 

따라서 Dynamic causal modeling에서는 뇌의 비선형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신경역학 모델 혹은 관측 모델 둘 중에 하나에서 

비선형성을 구현하도록 하는데, 뇌파 모델에서는 신경역학모델이 

비선형성을 구현한다. MATLAB 프로그램인 SPM12에는 DCM의 

신경역학 모델에 사용될 계산 신경생물학 모델서 자주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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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모델들을 제공한다. 계산 신경생물학 모델에는 크게 수식의 

구현방식에 따른 구분, 관심영역과 공간의 관계에 따른 구분이 

존재한다. 수식의 구현 방식에 따른 구분은 conductance 기반의 

모델과 convolution 기반 모델로 나뉜다. Conductance 기반의 

모델은, Huxley와 Hodgkin의 모델에 기반하여 신경 세포막에 

존재하는 각 이온 채널들의 전기전도율(conductance)마다 각 

채널에서 발생하는 전류의 합을 세포막내외의 전위변화로 

계산하는 수식이다(수식 4). 

 

𝐶𝐶�̇�𝑉(2) = 𝑔𝑔𝐿𝐿�𝑉𝑉𝐿𝐿 − 𝑉𝑉(2)�+ 𝑔𝑔𝐸𝐸 �𝑉𝑉𝐸𝐸 − 𝑉𝑉(2)� + 𝑔𝑔𝑁𝑁𝑀𝑀𝐷𝐷𝐴𝐴𝑓𝑓𝑀𝑀𝑀𝑀 �𝑉𝑉
(2)��𝑉𝑉𝐸𝐸 − 𝑉𝑉(2)�+ Γ𝑉𝑉  

𝑔𝑔�̇�𝐸
(2) = 𝜅𝜅𝐸𝐸�𝛾𝛾2,3

(𝐸𝐸)
𝜎𝜎�𝜇𝜇𝑉𝑉

(3)
− 𝑉𝑉𝑅𝑅 , Σ(3)�− 𝑔𝑔𝐸𝐸

(2)�+ Γ𝐸𝐸  

𝑔𝑔�̇�𝑁𝑀𝑀𝐷𝐷𝐴𝐴
(2) = 𝜅𝜅𝑁𝑁𝑀𝑀𝐷𝐷𝐴𝐴 �𝛾𝛾2,3

(𝐼𝐼)
𝜎𝜎�𝜇𝜇𝑉𝑉

(3)
− 𝑉𝑉𝑅𝑅 , Σ(3)� − 𝑔𝑔𝑁𝑁𝑀𝑀𝐷𝐷𝐴𝐴

(2) � + Γ𝑁𝑁𝑀𝑀𝐷𝐷𝐴𝐴  

수식 4 Conductance based model 방정식. 축전용량 C와 전압 V, 전류 

I의관계는 𝐶𝐶�̇�𝑉 = 𝐼𝐼 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각 채널이 만들어내는 전류는 

전도율 g와의 관계식 𝐼𝐼 = 𝑔𝑔𝑉𝑉로 정의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식으로 나

타낼 수 있다.  

 

 

그에 반해 convolution model은 Jansen과 Rit이 1995년 출간한 

논문의 모델에 기반하여 뉴런 외부에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자극(impulse)의 대하여 이에대한 반응 함수 h(t)를 convolution 

계산을 통해 상태를 결정하는 모델이다(수식 5). 

 

𝑣𝑣(𝑡𝑡) =  ℎ𝑒𝑒/𝑖𝑖(𝑡𝑡) ∗ 𝑢𝑢(𝑡𝑡) 

ℎ𝑒𝑒/𝑖𝑖(𝑡𝑡) =  𝐻𝐻𝑒𝑒/𝑖𝑖𝜅𝜅𝑒𝑒/𝑖𝑖  𝑡𝑡 𝑒𝑒𝑥𝑥𝑝𝑝(−𝑡𝑡𝜅𝜅𝑒𝑒/𝑖𝑖) 
수식 5 Convolution based model 방정식. V는 해당 뉴런의 전압을 의

미하며, h(t)함수는 자극 u(t)가 들어왔을 때 그에 반응하여 전압이 상승

했다 천천히 파형을 나타내도록 한다. 첫번째 수식의 연산은 

convolution 연산이며 순간적인 단위자극 u(t)가 들어오면 h(t)의 함수 

모양이 v(t)에 표현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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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수식의 convolution 계산식을 풀면 다음과 같은 2계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낼수 있다. 

 

�̈�𝑣(𝑡𝑡) =  𝐻𝐻𝑒𝑒/𝑖𝑖𝜅𝜅𝑒𝑒/𝑖𝑖𝑢𝑢(𝑡𝑡)− 2𝜅𝜅𝑒𝑒/𝑖𝑖�̇�𝑣(𝑡𝑡) − 𝜅𝜅𝑒𝑒/𝑖𝑖
2 𝑣𝑣(𝑡𝑡) 

수식 6 Convolution based model의 2계 미분방정식. Convolution 

based model이 수식 5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위

와 같은 2계미분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 

 

 

계산신경모델의 또 다른 분류는 공간과 각 파라미터와의 

관계성으로 나뉘는데, neural mass model은 실험자가 관심있는 

관심영역에 가상의 점이 하나있다 가정하고 해당 점에서만 신호를 

생성해내고 다른 영역으로 영향을 줄때는 해당 점의 출력 

신호만이 다른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모델이다. 그에 반해 neural 

field model은 보다 사실적인 model로, neural mass가 끊임없이 

평면에 퍼져있다는 가정을 하고, 서로다른 두 영역사이의 

실제적인 두뇌 피질구조등을 고려해 세우는 모델이다. 비록 

neural mass model보다 neural field model이 보다 사실적인 

모델이기는 하나, 멀리 떨어진 영역간의 상호작용등을 모델링 

하기에는 neural mass model이 더 적합하다. 다음 예시는 

SPM12의 convolution based neural mass model의 하나인 

‘erp’모델이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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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PM12의 Convolution based neural mass model인 ‘ERP’ 모
델. ERP 모델은 신피질의 신경연결구조를 세개의 뉴런 군집의 연결성으

로 단순화한다. 각 관심 영역은 Spiny s tellate cell, inhibitory 

interneuron, deep pyramidal cell의 세 종류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시

스템으로 모사된다. 각 관심 영역의 출력 값은 pyramidal cell의 상태로 

결정되는데, 신호원에서 관측되는 시계열자료(수식 3의 X)는 이러한 

pyramidal cell의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12 

 

 

ERP 모델은 하나의 관심영역에서 나오는 신호를 세 개의 

추상화된 뉴런으로 모델링한다. 다른 관심 영역에서 들어오는 

자극은 forward, backward, lateral의 세 종류로 나누어 서로 

다른 효과를 내도록 모델이 구성되어있으며, DCM에서 언급하는 

유효연결성은 ERP 모델에서는 forward, backward, lateral 

connection의 세종류의 extrinsic connection으로 구현된다. 

  DCM framework은 위와같은 신경역학모델과 

관측모델을 합쳐 여타 다른 유효연결망 분석과는 다르게 

신경생물학적으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러한 

generative model을 기반으로 실험 자료를 시뮬레이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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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Bayesian framework에 기초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사전 지식을 모델에 반영하기에도 용이하다. 이러한 DCM연구는 

과제수행(task) 기반 연구13와 휴지기상태 연구14 양쪽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다양한 관측모델과 

신경역학 모델을 새롭게 발표하며 적용 가능한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15-17.  

 

라) Cross Spectral Density DCM (CSD-DCM) 

Cross-spectral density DCM(CSD-DCM)은 뇌의 각 영역의 

관측 자료Y를 cross-spectral density(CSD)의 형태로 만들어 

추정하는 방식으로, 유효연결망 분석이 주파수영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이러한 주파수기반 DCM은 fMRI1 8와 

뇌파12,19-22에 대해 도입되었고 그 유용성이 알려졌다. CSD-

DCM은 2초보다 큰 자료에 대해서는 0.25초씩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CSD를 각기 구한 뒤, 특이값 분해를 통해 CSD에 대한 

첫번째 고유값 벡터만을 취해 슬라이딩 윈도우에 따른 CSD중 

가장 우세한 CSD 컴포넌트만을 남긴다. 또한 서로 다른 절편의 

CSD를 평균냄으로서 하나의 자료가 갖고 있던 여러 절편으로부터 

하나의 대표되는 CSD를 계산하여 DCM추정의 타겟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보다 robust한 CSD를 추출하여 DCM이 보다 robust한 

결과를 낼수있게한다. 

 

마) Bayesian Model Reduction과 Parametric Empirical Bayes을 

활용한 그룹 수준 분석 

DCM framework에서는 집단수준의 분석을 하기위해 

Parametric empirical Bayesian 방법론을 활용한다. Parametric 

empirical Bayes(PEB) 방법론은 개인수준의 파라미터에 대한 

사전지식을 처음에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 대한 분포로 주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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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그룹수준 사후분포를 가지고 개인수준 파라미터에 대한 

새로운 사전분포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PEB를 활용하면, 

데이터로부터 이끌어낸 지식을 기반으로 개인수준의 사전분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DCM 

그룹수준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DCM framework의 한가지 문제점은, 복잡한 모델 사용으로 

인한 오버피팅(overfitting, overparameterization)과 그에 따른 

계산시간의 증가이다. 특히 뇌파 모델은 fMRI모델보다 더 많은 

파라미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이를 위해서 문제를 작게 만들어 추정에 필요한 파라미터 수를 

줄이게 된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를 작은 여러 문제로 나누게 되면 

DCM을 여러 번 추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 

Bayesian model reduction(BMR)이라는 방법이 도입되었다23. 

BMR은 계산이 오래걸리는 DCM으로 우선 모든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모델(full model)로 큰 문제로 추정 후, 크기가 줄어든 

모델(reduced model)로 간접 추정을 하는 방식이다. BMR은 

DCM추정보다는 연산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작은 

문제를 각기 풀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작은 

모델(reduced model)내에서의 그룹수준 자유에너지를 비교하면 

각각의 모델이 얼마나 유의한지 비교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12가지 유효연결망을 reduced 

model로 정의하고, 모든 연결성이 연결되어 있는 full model을 

먼저 추정한 뒤, BMR을 통해 각 reduced model들을 추정,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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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오픈소스 휴지기 MEG 자료 

본 연구에서는 Human Connectome Project(HCP)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데이터셋 중 50명의 휴지기 뇌자도(Resting state 

MEG)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24. 해당 자료에서 피험자는 

휴지기뇌자도 촬영도중 화면의 십자표시를 바라보도록 

지시받았다. 뇌자도 자료는 whole head MAGNES 3600(4D 

Neuroimaging, San Diego, CA) 시스템을 이용하여 차폐된 

공간내에서 2000Hz의 샘플링율로 촬영되었다. 한 피험자는 

6분의 휴지기 세션을 총 세번 반복해서 촬영을 하였고, Raw 

data는 fieldtrip toolbox와 HCP consortium에서 제공하는 

전처리 코드를 이용해 1차 전처리가 수행되었다. 이중 DCM 추정 

조건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연산시간의 절약을 위해 50명중 

30명만이 사용되었다. 

 

2. 전처리 및 알파신호 강도 계산 

전처리는 크게 HCP consortium에서 배포한 전처리 코드를 

기반으로하는 1차 전처리와 fieldtrip tool box25를 활용해 

수행하는 2차 전처리과정을 거쳤다. 1차 전처리에서는 

500Hz로의 다운샘플링(downsampling)과 통계적 유의성을 

높이고 잡음이 심한 구역을 제거하기위해 절편화(Epoching) 

과정을 거쳤다. 절편화 과정은 서로 다른 절편 길이가 DCM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절편내에서의 평균 알파세기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유효연결망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확인하고자 5초, 10초, 15초의 서로 다른 전처리결과를 만들었다. 

2차 전처리에서 다시 200Hz로 다운샘플링을 수행하고, 라인 

잡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1-50Hz로 밴드 패스 필터를 

적용하였다. 또한 Multi-taper method 기반 푸리에 변환(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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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er fast fourier transform)방법을 통해 각 채널의 

파워스펙트럼을 구한뒤, 각 절편마다 평균 알파 신호세기(α wave 

power)를 구했다. 알파 신호의 주파수 영역은 8에서 12Hz로 

정하였다. 

 

3. 휴지기 유효연결망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전처리조건의 탐색 

가. CSD-DCM과 주파수 feature selection 

앞선 전처리 절편 길이 차이에 따라 각기 CSD-DCM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효연결망으로 표현될 수 있는 뇌의 상태는 비교적 

느린 변화를 보일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이의 절편 

기반 유효연결망 비교를 통해 뇌의 상태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전처리 절편 길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DCM을 추정하기 위해 생성할 CSD를 특정 주파수에 한정시켜 

최적화를 진행가능한데,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목표로 추정한 

DCM들을 비교하면 서로 다른 주파수대역이 같은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자료에 대해 DCM을 여러 

주파수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추출 목표 주파수영역은 1~15Hz, 

1~30Hz, 5~15Hz, 5~30Hz, 15~30Hz 의 다섯 영역을 

사용하였다. 목표로 하는 주파수영역에 대해 주파수 영역이 

10Hz보다 작아지면 DCM이 제대로 추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관심있는 알파 영역(8-12Hz)와 그 주변 

영역을 중심으로 위의 다섯 주파수 영역을 잡았다. 알파 영역의 

주파수 대역은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파를 확실하게 포함시키기 위하여 5Hz에서 15Hz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DCM 프레임 워크는 DCM이 한번 추정된 이후부터는 

DCM이 데이터를 잘 반영하도록 추정이 되어있다는 가정하에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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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DCM의 추정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 

DCM의 추정 정확도는 측정 데이터의 CSD와 generative 

model에서 예측된 CSD의 분산을 기준으로 explained 

variation이라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추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DCM추정시 보다 정확한 사전 파라미터 분포를 제시하는 

것으로 추정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때 한번 DCM을 수행하여 

집단수준에서의 사후 파라미터 분포를 다시금 DCM 추정의 사전 

분포로 적용하는 방법을 Parametric empirical Bayesian(PEB) 

방법이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해주는 spm_dcm_peb_fit.m 

코드를 바탕으로 DCM의 full model 추정 정확도를 최대한 높였다. 

 

나. Default mode network의 관심영역(region of interest; 

ROI)과 유효연결망 모델 

  Default mode network에서의 유효연결망 연구는 

fMRI와 뇌파 등을 이용해 연구된바 있으며, DCM의 연산속도와 

오버피팅 문제를 고려하여 bilateral lateral parietal lobule (rLP, 

MNI 좌표 [49, -63, 33]; lLP, [-46, -66, 30]), precuneus(PreC, 

[0, -58, 0]), medial prefrontal cortex(mPFC, [-1, 54, 27])의 

네 영역만을 사용하였다. 유효연결망 모델은 그림3과 같이 

도식화되었다. 유효연결망의 reduced model은 네가지 규칙을 

만족하는 모델 중 12개의 모델을 선정하였다. 첫째, Forward 

connection과 backward connection을 서로 반대방향을 향하며, 

정보처리의 위계관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는 backward 

connection(Top-down regulation)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는 forward connection(Bottom-up message passing),  

그리고 위계관계가 비슷한 경우엔 lateral connection으로 

구성한다. 둘째, 영역 자기자신으로 향하는 연결성인 self-

recurrent connection은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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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사이엔 forward, backward, lateral connection중 어느 한 

가지 연결성으로 연결된다. 셋째, 모델은 대칭성을 나타낸다. 넷째, 

둘째와 셋째조건에 의해 모델당 연결성(edge)는 총 12개이다. 

네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델 중 그림 4의 12개의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림 3 ERP 모델기반 유효연결성 모델의 정의와 예시. ERP 모델은 Forward, 

Backward, Lateral connection을 갖는다. Forward connection은 붉은 화살표, 

Backward는 푸른 화살표, Lateral connection은 회색 화살표로 나타낸다. 이때 

Forward와 backward connection은 항상 반대 방향을 향하고있으며, forward 

connection은 정보처리의 위계관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것으로  향한다. lateral 

connection은 두 영역사이의 위계관계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각 reduced 

model은 self recurrent connection은 없으며, 서로 다른 두 영역은 어느 한종

류의 connection으로 연결되어 있도록 모델을 정의하였다. 

 

 

 

 

그림 4 12개의 Reduced Mode과 4개의 Family. 12개의 모델은 LP와 mPFC, 
LP와 PreC과의 연결성 방향에 따라 4개의 family로 나누었고, family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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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mPFC와 PreC사이의 연결성 종류에 따라 셋으로 나누었다. 
 

 family 1의 경우, 서로 다른 다양한 문헌에서 지지하고 

있는 모델들이 속해 있다. Model 2의 경우, 휴지기 fMRI를 통한 

DCM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26, 유사한 결과가 granger 

causality로도 밝혀진 바 있다27. EEG를 통해 PreC와 mPFC, 

Thalamus 사이의 유효연결망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PreC에서 

mPFC로 가는 forward connection을 보고했으며 Propofol 

마취에 의해서 mPFC에서 PreC로 가는 backward connection이 

감소했음을 밝혔다28. Frederik Van de Steen은 DMN의 1번 

모델 상에서 유효 연결망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이고, 

각각의 연결성 종류에 따라 변화 양상을 보고하였다14. 

각각의 모델에 대해 전부 DCM을 추정하는 것은 연산 수행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BMR 방법을 활용하여 모델 

비교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문헌적 근거를 토대로, 경험적으로 

Family 1이 가장 휴지기 상태를 잘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첫번째 

Family를 가장 잘 나타내는 분석방법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결정된 전처리 절편 길이, DCM추정의 추정주파수영역을 

결정하였다. 

 

다. 그룹수준에서의 model reduction과 family wise 

comparison. 

 그룹수준에서의 model reduction을 통해 그룹 수준에서 

유의한 reduced model 찾고 비교 가능하다. 먼저 개인 수준의 

DCM을 PEB-FIT (spm_dcm_peb_fit.m) 과정을 통해 

추정하였다. PEB-FIT은 그룹수준 파라미터 사후 분포를 다시 

첫번째 수준 DCM 분석의 사전분포로 활용하여 DCM 분석의 

추정정확도를 높이는 방법론이다. 그 뒤, 개인수준의 DC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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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B과정을 통해 그룹수준의 평균 파라미터를 구하였다. 이 

그룹수준 파라미터를 spm_dcm_peb_bmc.m코드를 활용해 그림 

4의 12개 모델로 model reduction을 수행하였다(그림 5). 

마지막으로 Fixed effect model을 가정하여 각 family의 유의도 

( 𝑝𝑝(𝐹𝐹𝐹𝐹𝑚𝑚𝐹𝐹𝐹𝐹𝑦𝑦|𝑌𝑌) )를 구하고, family의 유의도에 따라 각 

모델확률(𝑝𝑝(𝑚𝑚𝑚𝑚𝑚𝑚𝑒𝑒𝐹𝐹|𝑌𝑌))를 보정(𝑝𝑝(𝑚𝑚𝑚𝑚𝑚𝑚𝑒𝑒𝐹𝐹 | 𝑦𝑦,𝐹𝐹𝐹𝐹𝑚𝑚𝐹𝐹𝐹𝐹𝑦𝑦)), 비교하였다. 

 

그림 5 DCM 추정에서 Bayesian model reduction까지의 모식도. 원은 시계열 

자료를 나타내고 둥근 사각형은 추정된 DCM 모델을 나타냄. 각 조건에 맞게 full 

model DCM을 추정한 다음, Bayesian model reduction을 통해 reduced 

model(붉은 사각형)들을 간접적으로 추정할수 있다. 이후 각 reduced model의 

모델 유의도(Model evidence)를 기반으로 모델간 비교가 가능하다. 
 

라. 전처리 절편 길이에 따른 절편 내 CSD Heterogeneity와 

평균 CSD에 미치는 영향 평가 

 앞서 사용된 DCM의 CSD는 절편 내에서 2초짜리 sliding 

window를 통해 만들어진 여러 CSD가 평균화된 CSD로,  

subject의 대표적인 CSD 특징을 평균의 관점으로 나타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CSD의 평균화는 subject안에 내재된 여러 다양한 

상태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뇌내의 상태는 비교적 

천천히 변해갈 것이라는 가정하에, 절편 길이가 짧으면 한 절편 

내에는 비교적 유사한 상태들이 모여있을것이고 절편 길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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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면 상대적으로 diverse한 상태들이 섞여있을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이를 CSD의 fluctuation으로 측정할수 있고, 절편 내의 

sliding window간 CSD correlation을 구하고 이러한 

correlation이 얼마나 많은 cluster로 나뉠수 있는지를 기반으로 

CSD의 Heterogeneity를 간접적으로 보일수 있다. 또한, 

correlation coefficient의 mean과 variance를 통해서도 CSD의 

heterogeneity를 나타내는 index를 얻고, 이것이 그룹수준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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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태 기반 dynamic effective connectivity 분석. 

 

그림 6 상태 기반 dynamic effective connectivity 분석법 모식도. 
 그림 6는 알파파 신호 강도에 따른 상태기반 dynamic 

effective connecivity를 설명하는 모식도이다. 앞선 DCM 

분석과는 달리, 한 사람내에서 각각의 자료 절편(Epoch)들에서 

나온 CSD를 평균내지 않고, 각각의 자료 절편에서 나온 CSD를 

대상으로 CSD-DCM분석을 수행한다. 이로인해, 각각의 개인은 

수십개의 window 수준 DCM을 얻게 된다. 다음으로, 각각의 시간 

절편 내에서 MEG 채널들의 평균 알파파 신호강도를 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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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준 DCM을 추정하기위한 선형회귀모델의 예측변수로서 

사용한다. 이때 알파신호를 예측변수로 사용하기위해 정규화을 

수행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변수로 변환하여 회귀모형에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알파파의 상태에 따른 유효연결망의 

변동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CSD-DCM은 모든 연결성에 

대해 추정을 하는 full model을 기반으로 집단수준 

유효연결망까지 추정한다. 그 후 앞서 사용했던 peb-bmc 

방법론(spm_dcm_peb_bmc.m)을 활용해 Model reduction을 

수행한다. 

 Dynamic effective connectivity 분석에는 50명의 휴지기 

MEG 자료가 사용되었고, 앞선 결과에 의해 전처리 조건은 10초, 

CSD-DCM 추정 타겟은 1~15Hz로 결정하였다. Dynamic 

effective connectivity 분석은 데이터 절편별로 DCM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 조건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Model ruduction과정에서 Family 1의 세 모델들에 

대해서만 수행하였다. 이는 여러문헌에서 지지되는 1번 Family를 

잘 반영하는 조건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1번 Family 조건에 따라 

가장 유의한 모델이 1번과 2번을 사이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표 

2, 그림 6). 따라서 뇌의 상태에 따른 유효연결망은 모델은 1번 

Family 내에서 결정하고, 뇌의 상태에 따른 유효연결성의 변동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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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휴지기 유효연결망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전처리조건 

 

표 1 전처리 및 DCM 추정 주파수 조건 별 Family wise model comparison. 

 
표 2 전처리 및 DCM 추정 주파수 조건 별 Family 유의성에 따른 모델 유의성 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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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시 처리된 절편의 길이와 추정에 사용된 주파수가 

유효연결망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위해 전처리 절편 

길이를 5초, 10초, 15초로 바꾸어 가며 처리하였고, 

DCM과정에서 추정에 사용할 CSD 데이터 피처(data feature)를 

선택하는 범위를 1-15Hz, 1-30Hz, 5-15Hz, 5-30Hz, 15-

30Hz로 바꾸어 가며 어떠한 Family가 선택되는지 확인하였다(표 

1). 알파에 따른 뇌의 상태변화가 유효연결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위해 가장 최적의 조건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도 

갖는다. 5-15Hz의 경우 모든 전처리 길이 조건에 대해 모델 간의 

유의성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15-30Hz의 

조건에서 10초 이상의 전처리 조건일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절편의 길이에 따른 모델 선택의 변화는, 1-15Hz, 1-30Hz, 15-

30Hz의 조건에서 절편의 길이가 짧았을 때는 family 1을 

선택하나 절편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다른 family로 선택이 

바뀌어 갔다. 

 Family 1내에서는 1-15Hz는 전처리 길이 5초와 10초일때 

각각 model 1과 model 2를 선택하였고, 모든 조건에 대해서 

family 1내에서는 2번이 선택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2). 

그러나 본 연구와 유사하게 EEG에서의 dynamic effective 

connectivity를 확인했던 연구14에서도 1번 모델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1번과 2번 모델 중 상태기반 유효연결망 분석에 대해 어떤 

모델이 더 유의성을 보일지 검증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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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D Heterogeneity 평가 

 

그림 7 한 절편 내에서의 CSD Heterogeneity. 10초길이 절편 한개내의 32개 

s liding window에서 계산된 32개의 CSD feature가 보여짐(맨 위).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후 Network Modularity에 따라 cluster를 나눌 수 있음(두번

째 행). 

 CSD는 절편의 길이가 5초, 10초, 15초일때 각기 8개, 32개, 

48개의 sliding window로 나뉘어 CSD가 계산되며, 이러한 CSD들의 

대표성을 갖는 하나의 CSD로 재 추출된다. 그러나 그림 7에서와 같이, 

10초 길이 절편 하나 내에서 각각의 window CSD feature는 세 

군집으로 나뉘며, 그룹수준에서 군집 개수의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절편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cluster가 늘어남을 볼수있다(그림 8). 

이는 절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CSD feature의 heterogeneity가 

늘어남을 보여준다. 또한, CSD 는 cluster가 적을수록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높은 correlation을 보여주며, variation은 반대로 clust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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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수록 variation이 커진다. 이러한 경향성은 correlation 

coefficient mean이 절편 길이에 따라 각각 작아지고, variance는 

커지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질수 있으며, 앞선 cluster개수와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림 8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기반으로 한 CSD Heterogeneity 

지표. Network modularity c luster 수의 그룹수준 비교(좌), Correlation 

coefficient의 mean(우 상단)과 variance(우 하단)를 기반으로 한 그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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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태 기반 dynamic effective connectivity 분석 

 
그림 9 상태기반 dynamic effective connectivity 분석의 모델 유의성결과. 

Family 1 내의 세 모델에 관한, 상태기반 dynamic effective connectivity 분석

의 집단 수준 모델 유의성(좌). 전처리 길이는 10초이며 DCM추정의 타겟 주파

수영역은 1~15Hz이다. 첫 번째 모델이 선택되었으며, 첫 번째 모델의 구조는 오

른쪽 모식도와 같다. 

 

 

 상태기반 dynamic effective connectivity 분석 결과 

첫번째 모델이 선택되었다(그림 9). 첫 번째 모델은 mPFC가 가장 

상위의 위계를 갖는 모델로, mPFC가 다른 세지역에 top-down 

regulation을 수행하는 모델이다 

 

 
그림 10 Reduced Model 1번의 상태기반 그룹수준 유효연결성. 첫번째 행은 시

간에 따른 평균 유효연결성이며 두번째 행은 알파가 강한 상태일때 변화하는 유

효연결성을 나타낸다. 왼쪽 열은 forward connection을, 가운데 열은 backward 

connection을, 오른쪽열은 lateral connection을 나타낸다. 

 

가장 유의성이 높았던 모델 1에 대해 추정된 유효연결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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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을 때(그림 10),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연결성들의 

연결강도가 모두 음수로 나타났다. 뇌파 DCM에서 연결성의 

세기는 실제 연결강도에 로그를 취한 값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

0.3~-0.2는 0.74~0.82정도의 강도로 유효연결성이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휴지기 상태에서의 시간에 따른 평균 

유효연결성은 약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알파의 

신호강도 변화에 따른 유효연결성 변화는 rLP에서 mPFC로 가는 

forward connection과 PreC와 mPFC에서 rLP로 가는 

backward conncetion이 줄어듦을 보여준다(그림 10 하단, 그림 

11). 

 
그림 11 알파가 강한 상태일때 변동하는 유효연결성. rLP에서 mPFC

로 가는 forward connection이 감소하였고(진한 붉은 점선), mPFC와 

PreC에서 rLP로 가는 backward connection이 감소하였다(진한 푸른 

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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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휴지기 뇌상태를 유효연결성 지표로 설명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방법론인 Dynamic causal modeling 기법의 수행시, 전처리의 

조건과 feature 추출 과정이 서로 다른 유효연결망 모델의 검증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선행된 DCM 연구들에서는 주로 

DCM에 사용된 파라미터들의 사전 분포가 DCM 추정과 파라미터 사후 

분포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처리 절편의 

길이와 주파수 feature 선택에 따라 유효연결망 추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평가된 바가 없었다. 

Cross spectral density feature의 주파수 선택 범위가 변화함에 

따라 주파수 구간이 너무 짧은 경우 CSD 추출과정에서의 주파수 

해상능이 낮은 DCM분석 특성상 너무 적은 자료점만을 추출하게되고, 

이는 추정과정에서 초기값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다. 

DCM 추정에서는 초기값이 하나의 안정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보이론 관점에서 충분히 유의미한 값이 중간값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초기값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표 3). 이러한 결과는 

CSD-DCM을 수행할시 지나치게 짧은 주파수 구간은 추정과정에 지장을 

주며, 적어도 15Hz이상의 길이를 갖는 주파수 구간이 사용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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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인수준 DCM의 추정 정확도. 30명중 한 사람당 3세션으로 총 90개의 

DCM이 추정되었다. 붉은 막대는 80%미만의 추정 정확도를 모인 DCM이다. 1-

4Hz를 대상으로 DCM을 수행한 결과(좌)와 1-15Hz를 대상으로 DCM을 수행한 

결과(우) 

 

전처리 절편의 길이는 그 길이가 늘어남에따라 유효연결성 추정에서 

가장 유의하게 선택되는 모델이 변화되었다. 특히 1-15Hz, 1-30Hz, 15-

30Hz의 전처리 절편이 길어질 때 경우 문헌적인 근거가 가장 풍부한 모델 

family 1에서 다른 family로 변화하였고, 이는 절편길이가 길어질수록 

시간에 따른 CSD 변화양상이 더 많이 포함되기 때문인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가정은 각 절편내의 클러스터의 수와 평균 상관계수, 상관계수 

분산을 통해 간접적인 검증이 가능하였다. 앞선 결과인 추출 주파수 

구간의 효과와 더불어, 전처리 절편의 길이 또한 DCM 유효연결망 추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휴지기 DCM 유효연결망 분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DCM CSD 주파수 feature 영역은 

적어도 15Hz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휴지기 뇌자도 유효연결망에서 

절편화 전처리의 절편 길이는 10초이상일경우 서로 다른 모델간의 유의성 

비교가 어려워질수 있으므로, 10초 미만의 길이를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뇌의 상태가 비교적 느리게 변화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10초의 절편동안 뇌의 상태는 비교적 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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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지어 각 시계열 절편의 뇌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유효연결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서로 다른 뇌의 상태는 각 절편의 

알파파의 강도로 결정되었는데, 알파파가 강할때의 뇌상태는 rLP에서 

mPFC로 가는 forward connection이, mPFC와 PreC에서 rLP로 가능 

backward connection이 작아졌다. 휴지기 상태 때 강해지는 알파파가 

휴지기 상태 때 기능 연결성이 강해지는 Default mode network내에서의 

유효연결성을 작게 한다는 것은 모순처럼 보이나, 뇌파에서 알파파의 

세기와 Default mode network 활성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EEG 

알파파와 fMRI BOLD 신호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결과도 복수 

보고되었다. 다만 본 연구 결과는 알파신호가 강한 상태일때 Default 

mode network의 유효연결성이 낮은 것이 보다 상관성이 높다는 

의미로서, 유효연결망 자체는 1Hz에서 15Hz의 넓은 주파수영역으로부터 

추론된 지표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뇌의 상태를 8Hz에서 12Hz의 알파신호 

강도로 정의하였으나, 보다 넓은 영역의 주파수 영역에서 유효연결망을 

분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뇌파연구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이 

서로 연관되어있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잘 알려져있는데, 1Hz에서 

15Hz의 영역은 이러한 주파수 대역간 커플링(Inter-frequency 

coupling)을 포함하고 있고, 알파신호가 강한 상태와 상관성이 높은 

유효연결망을 추출하는 것은 알파신호의 변화 및 주파수 대역간 영향의 

결과로서 보여지는 변화일 것이다. 주파수 대역간 유효연결망 비교를 

위해선 서로 다른 추정 주파수를 사용한 DCM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수 있어야 하나, 아직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간접적으로 비교하고자 가장 유의하다고 판단되는 

모델이 선택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각 조건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좀더 직접적으로 확인하기위해서는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나누고 

서로간의 영향을 나타낼수 있는 새로운 DCM 추정 방법론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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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번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사용되었던 뇌파 

전처리과정의 절편화(Epoching)과정과 DCM 추정과정에서의 데이터 

특성 선택(Feature selection)과정이 그룹 수준에서의 모델 간 비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사용자가 어떠한 주파수 

영역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모델 비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절편 

길이도 달라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데이터 절편 내에서 CSD가 얼마나 

일정한 양상를 보이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나치게 좁은 

주파수 영역은 오버피팅 문제를 심화시켜 DCM의 추정 정확도를 낮추고 

모델 간 유의성 비교가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뇌파의 

주파수영역 DCM분석을 수행하고자 할 때 연구자들이 고려해야할 

부분들을 짚어내고 있으며 전처리 및 DCM 분석 조건을 결정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알파 신호의 상태를 기반으로 한 

dynamic effective connectivity 분석을 수행한 결과, 하나의 forward 

connection과 두개의 backward connection에서 알파 신호 강도와 

반비례하는 상관성을 보였다. David의 시뮬레이션12에 의하면, 두 

영역사이의 유효연결성의 감소는 두 영역 간의 상관성을 낮추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Goldman(2002)의 결과와 일치하며9, 알파신호가 Default 

mode network의 커플링이 깨질 때(음의 상관관계를 보일 때)의 

매커니즘을 유효연결성의 감소로 설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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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it is reported that resting-state brain network 

changes dynamically, in the terms of functional connectivity 

and effective connectivity. This phenomenon was reported by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fMRI) researches and 

electrophysiology studies, and it shows that resting-state is 

not a constant steady state but a very fluctuating state. In this 
research, we perform the dynamic causal modeling(DCM) on 

default mode network(DMN)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ting-state brain network. We expect that the 

effective connectivity inferred by DCM show slower state 

transition compared to brain wave state does. In this 
assumption, we estimated the effective connectivity with 

long-sized windows. In the case of excessively long window 

size, Bayesian model comparison did not distinguish 4 model 

families. When we use too much narrow frequency band to 

estimate DCM, because of lesser frequency feature, the DCM 
results show very poor accuracies. Finally, we analyze a 

sliding-window based effective connectivity on DMN, and we 

found the brain states that changes according to alpha wave 

state. We found that the forward connectivity from right 

lateral parietal lobule to medial prefrontal cortex and two back 

ward connections from medial prefrontal cortex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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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uneus to right lateral parietal lobule decreases at the high 

alpha state. This result is one of supporting example of 

simultaneous EEG-fMRI study which reports alpha wave 

power negatively related to default mode network fMRI BOLD 

signals, and this suggests the mechanism of such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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