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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서를 이루는 단어들의 빈도수가 지수법칙(power law)를 따른다는 지프의 법칩(Zipf’s law)

이 있다. 이러한 단어분포를 고려하여 문서의 토픽을 찾아내는 기계학습법이 디리쉴레 프로세

스(Dirichlet process) 이다. 이를 발전시켜서 데이터의 잠재 요인(latent factor)들을 베이즈 확

률모델에 기반한 샘플링 바탕으로 찾는 방법이 인디언 뷔페 과정(Indian buffet process) 이다. 

우리는 25가지의 특징(feature)들에 대한 점수(rating)들이 볼드(blood oxygen dependent 

level) 신호와 함께 주어지는 PBAIC 2007 데이터에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적용했다. PBAIC 2007 데이터는 비디오 게임을 수행하며 기능적뇌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촬영을 하여 얻어진 공개데이터이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10개의 독립 성분(independent component)들을 찾았다. 그리고

1.75초 마다 촬영된 BOLD 신호와 10개의 고유벡터(eigenvector)들간의 내적을 취하여 가중치

(weight)를 구하였다. 성분들의 가중치를 낮은 순서로 정렬함으로써 각 시간마다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분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1. 서론 

 

fMRI 데이터는 피츠버그대학의 브레인 발화 해석 콘테

스트 (Pittsburgh brain activity interpretation contest, 

PBAIC 2007)의 공개데이터를 사용하였다[1]. 이 데이터

에는 피험자가 비디오 게임을 수행할 때의 다섯 가지의 

감정상태와 게임내용이 관련된 20가지 특징들이 0부터 

1까지의 실수로 표시되어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뇌의 

기능적 활성화 패턴과 외부자극간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반을 제공한다.  

 

많은 자연의 시스템은 복잡하게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

를 가진다. 언어[2], 인간관계[2], 브레인 네트워크[3] 

등등이 그러하다. 네트워크 구조는 정보의 전달과 정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연결이 많은 소수의 허브 노드와 

많은 수의 연결이 적은 보통의 노드들로 구성된다. 공평

하게 연결이 되어 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각 방면

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허브를 거치면 정보처리단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 결과 20대 80의 법

칙이라는 파레토(Pareto) 법칙이 존재하게 된다. 

 

Sporns 교수는 특히 브레인 네트워크의 작은 세상

(small world) 성질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4]. 브레인 

네트워크는 원숭이의 신경다발연결성과 fMRI의 기능적 

연결성, 그리고 확산텐서영상(diffusion tensor imaging, 

DTI)을 이용한 구조적인 연결성의 연구 등으로 수행된

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에 따른 뇌세포의 발화를 통계

적으로 분석하여 독립된 성분을 분석한 연구는 발전 단

계에 있다. 이러한 통계적 방법은 문서의 단어의 분포를 

이용하여 문서의 토픽을 구분하는 분야에서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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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표적으로 토픽들의 분포에 중점을 둔 Dirichlet 

process와 여러 개의 잠재요인(latent factor)들이 섞여

있는 경우를 다루는 인디언 뷔펫 프로세스[6][7]가 있

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인디언 뷔페 프로세스의 논리를 

따라가며 fMRI 데이터를 다루고자 한다. 

 

2. 이론 

 

인디언 뷔페 프로세스는 차례로 들어오는 입력에 대하

여 관련있는 요인들을 찾는다. 뷔페에서 식사를 하는 비

유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인디안 부페를 제공하는 

음식점에 손님들이 줄을 서서 차례로 입장한다. 손님들

은 입력되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문서에서는 문장에 해

당한다. 첫째 음식을 접시에 담고, 다음 음식으로 움직

여 접시에 담을 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모든 요리들을 

다 거치면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둥근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 여기서 요리는 데이터의 요인들에 해당한

다. 요인들의 빈도분포를 위하여 다음의 규칙을 부여한

다. 여기서 빈도분포는 많은 손님들이 선택하는 소수의 

요리들과 요리들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선택되는 다수의 

요리들로 나누어짐을 의미한다. 여기서 많은 손님들이 

선택하는 소수의 요리는 네트워크 이론에서 허브에 해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지수법칙을 만드는 규칙은 다음 요리로 이동하고 요리

를 접시에 담을 확률을 이전의 사람들이 그 요리를 얼

마나 많이 선택하였는가에 비례하게 베르누이 시행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자연적으로 부

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서 많이 선택되는 요리와 적

게 선택되는 요리들로 구분되게 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인디언 뷔페 프로세스에서 사용하

는 베이지안 확률모델에 의한 샘플링 방법 대신에 주성

분 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하면 샘플

링을 수행하는 경우보다 계산량과 계산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인디언 뷧페 프로세스의 장점인 

요인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잃게 되지만 적당한 조건을 주어 요인의 개수를 

선택하면 주요한 성분들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은 데이터를 잠재요인 행렬과 요인 데이터 행렬

로 분해하는 인디언 뷔페 프로세스의 원리를 보여준다. 

그림 2는 잠재요인 행렬을 좌측으로 정렬된 형태(left-

ordered form)로 정리한 그림이다. 행렬의 각 열은 각 

성분들을 나타낸다. 각 행은 입력 데이터에 포함된 성분

들의 조합을 표시하여 준다. 

 

 

그림 1. 입력 데이터의 잠재 요인 행렬과 요인 데이터 

행렬로의 분해. X는 입력 데이터를, Z는 잠재 요인 행렬

을, 그리고 Y는 각 요인들의 데이터들을 나타낸다. Y의 

각 행은 각 요인들의 데이터를 표시하고 Z의 각 열은 

각 요인들을 의미한다. Z의 각 행은 입력 데이터 X에 

포함된 성분들을 표시한다. [7]에서 가져옴. 

 

 
그림 2. 잠재요인 행렬의 좌측으로 정렬한 모습(left-

ordered form). [6]에서 가져옴. 

 

3. 연구 방법 

 

우리는 1.75초 마다 촬영된 한 피험자의 볼드 신호를 

1408개 받아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위 부피요

소인 복셀(volume element, voxel)들의 수는 57789개 

이며 일반적인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하면 메모리가 많

이 필요하고 실행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우리는 데이터 

수보다 데이터의 차원이 매우 클 경우에 사용하는 주성

분 방법을 이용하였다[8]. 이렇게 찾아진 고유벡터들 

중 고유치가 높은 순으로 열 개의 성분을 선택한다. 그

리고, 열 개의 성분과 볼드 신호와의 내적을 구하여 각 

성분들이 각 시간마다의 볼드 신호에 기여하는 가중치

를 구하였다. 이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X를 (NXD)의 차원을 가지는 데이터라고 하자. 여기서 

N은 데이터의 수를 나타내고 D는 각 데이터의 차원을 

나타낸다. X의 n번째 행은 실제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 )T
nx x− 이다. 공분산행렬(covariance matrix) S는 

다음과 같다. 

1 TS N X X−= . 

그리고, 고유벡터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1 T
i i iX Xu u

N
λ=  

위의 식에 X를 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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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T
i i iXX Xu Xu

N
λ=  

이제 i iv Xu= 로 vi를 정의하면, 위의 식은 다음과 같게 

된다. 

1 T
i i iXX v v

N
λ=  

위의 방정식은 차원이 NXN인 XXT에 대한 

고유벡터방정식으로 DXD의 XTX의 행렬보다 쉽게 

고유벡터와 고유치를 구할 수 있다. 

위의 식에 XT를 곱하면 다음의 식을 얻는다. 

1 ( ) ( )T T T
i i iX X X v X v

N
λ⎛ ⎞ =⎜ ⎟

⎝ ⎠
. 

위의 식에서 (XTvi)는 공분산행렬 S의 고유벡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규화된 고유벡터 ui는 아래와 같다. 

1/2

1
( )

T
i i

i

u X v
Nλ

= . 

 

먼저, 고유치 iλ 의 분포를 구하여 그려본다. 이로부터 

1408개의 고유벡터 iv 의 기여도를 볼 수 있다. 

 

가장 큰 고유치에서 열 개의 고유벡터와 1408개의 

시간에서의 볼드 신호 X와의 내적을 구하여 기여도 

가중치 wi라고 한다. 

i iw u X= ⋅  

i=1,2,3,…,10의 고유벡터를 나타내는 인덱스이다. 

 

각 시간에서의 가중치 wi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상위 세 개의 고유벡터를 고른다. 그 뒤, 세 개의 

고유벡터 1408 묶음에서 각 고유벡터의 개수를 구하여 

본다. 구한 개수의 크기를 기준으로 내림차수으로 

정렬한다. 그리면, 개수의 분포로부터 여러 번 등장하는 

요인과 드물게 등장하는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4. 연구 결과 

 

그림 3은 고유벡터 iv 의 고유치 열 개를 보여준다. 처음에는 

급격히 감소하고 긴 꼬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고유벡터 iu 의 고유치가 아니라 

고유벡터 iv 의 고유치라는 점이다. 

 
그림 3. 고유치의 분포  

 

그림 4는 각 시간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성분들을 

3개씩을 구한다음 총 4224개의 합에서 10가지의 

성분들이 몇 개나 포함이 되었는지를 나타낸다. a, b, 

c,…,j 순으로 고유치가 큰 고유벡터를 나타낸다. 

4224개의 합에서 성분들을 구하였을때, a, b, e, c, d, 

I, h, f, g, j의 순으로 개수가 감소하였다.  

 

 

그림 4. 1408개 시간의 볼드 신호와 상관관계가 

높은 상위 3개의 고유벡터 개수 분포. 

 

표 1은 열 개 각각의 고유벡터와 상관관계가 가장 

큰 특징들을 설명한다. Valence란 얼마나 환경이 

좋은가 나쁜가를 나타내는 특징이다. Search 

people은 피험자가 게임에서 관통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찾을 때를 나타낸다. Fixation은 시선을 

고정하는 큐가 주어졌을 때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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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유벡터와 가장 가중치가 높은 특징 

고유벡터 특질 가중치(wi) 

a fearful anxious 1.1267 

b search people 0.6757 

c Fixation 0.8850 

d Valence 1.0894 

e Body 1.5851 

f dog visible 1.6464 

g dog visible 1.1224 

h Velocity 1.1015 

i Happy 1.6351 

j Happy 1.6748 

 

5. 논의 

 

그림 4과 표 1에서 1408개의 스캔에서 많이 나타나는 

성분들이 a(fearful anxious), b(search people), e(body) 

순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고유벡터에는 25가지의 

특징이 섞여 있다. 표 1의 특징은 여러가지 특징 중에서 

내적으로 구한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것을 표시한다. 주성분 

분석법으로 성분을 구하고 내적 가중치로 주요한 특징을 

결정하는 방법은 본 논문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방법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주성분 분석법에서 고유치는 급속히 

감소하고 긴 꼬리를 가지는 분포를 가진다. 이 때, 고유치를 

그 고유벡터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하이퍼그래프의 인접행렬(adjacency matrix)에서 

고유치가 가장 큰 고유벡터를 추출하는 연구[9]와 유사하다. 

 

후속연구로서 깁스 샘플링(Gibbs sampling)[6] 혹은 입자 

필터(particle filter)[7]의 방법으로 성분 분석을 해볼 수 

있겠다. 계산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리눅스 클러스터링 

컴퓨터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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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플랫폼 기반 계획 및 학습 인지 모델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BK21-IT사업에 의해 일부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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