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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신경 연결망

 뇌는각영역이유기적으로연결된대규모복합연결망 (Large-scale complex network).

 다양한인지작업이이러한신경연결망내영역간정보교환및통합을통해이루어짐.

 뇌인지 연구의 방법론 변화

 특정인지과정수행중통계적으로유의한뇌활성영역(region)을확인하는기존방법

 최근에는각영역들간의연결성(connectivity)을확인하는방법에대한연구가활발함

연구배경

Bullmore & Sporns (2009), Honey et al. (2007)



연구배경및목표

 뇌 연결성 분석 방법

 구조적 (structural/anatomical) 연결성: 뇌의 해부학적 영역들이 연결되는 물리적 관계

 기능적 (functional) 연결성: 특정 시간에 활성화된 뇌영역간의 유의미한 상관 관계

방향성은 고려하지 않음 (symmetrical correlations).

 유효 (effective) 연결성: 활성화 영역 간의 인과 관계(asymmetric/causal dependencies) 

설명 (Dynamic causal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 transfer entropy, Granger causality, directed transfer function)

 연구 목표

 뇌 연결성 분석 방법 중 유효 연결성 분석 방법에 대해 연구

 기억 회상 과제를 이용한 기억 과정에 따른 뇌 영역 간 EEG 데이터 확보

 Directed transfer function (DTF)을 이용, 기억 인출 과정에 대한 뇌활성화 패턴 확인

 기억 인출 과정에 따른 뇌 활성화 영역간 인과 관계 분석

Bullmore & Sporns (2009), Honey et al. (2007)



연구방법 (1/2)

 모델 적합화 및 검정 방법

 모델 적합화(fitting) 방법

 VAR 모델적합화: Vieira-Morf (다른방법들에비해계산속도가빠름)

 슬라이딩윈도우방식의Adaptive MVAR 기법을적용하여모델을구함 (안정성고려)

 적합한모델차수검출을위한정보지수확인방법: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Bayes criterion, Final prediction error criterion, Hanna-Quiin criterion

 모델 적합화 검정 방법

 잔차데이터의백색성(whiteness of residuals) 검정

 Autocorrelation function, Portmanteau 검정 (Box-Pierce, Ljung-Box, Li-McLeod)

 Percent Consistency 계산을통한일관성검사

 고유값분석을통한안정성(stationary and stability) 검사

 Directed Transfer Function (DTF)

 MVAR에기반하여 시계열 사이의 인과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선형 분석 방법





연구방법 (2/2)

 기억 회상 과제

 기억 저장 단계: 실험 자극 비디오 시청 (27분)

 기억 인출 단계: 인출 단서 비디오 시청→ 내용 회상→질의 응답 (20회 수행)

• 질의(Query): 두 정지영상의 순서가 올바른지 틀린 지를 결정

 EEG 측정 방법

 측정 장비: Neuroscan Synamps, 128채널 Quik-cap

 측정 위치: 국제 표준 10-20 체계에 근거함.



실험결과 (1/4)

 모델 차수(order)에 따른 정보 지수 결과

 Akaike information criteria, Schwarz-Bayes criterion, Final prediction error criterion, 

Hanna-Quiin criterion 을모두 고려하여, 평균값인 15를모델 차수로 결정하였음.

[ Query Task ] [ Fixation ]



실험결과 (2/4)

 모델 적합화 검정 결과

 백색성 검사 (ACF & Portmanteau) : ACF에서는 백색성 없음, Port에서는 존재

 일관성 검사 (Percent Consistency): 각각 85.16%, 85.51%로 유의한 일관성을 보임

 안정성 검사 (고유값 분석): 261개전체 윈도우에서 안정성이 검정되었음

[ Query Task ] [ Fixation ]



실험결과 (3/4)

 주요 채널 간 DTF의 Time-Frequency Grid

 두 단계에서 상반된 ERSP를나타내며, 채널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있음.



실험결과(4/4) 및결론

 주요 채널 간 인과 관계

 Query Task에서는 ERSP 증가, Fixation에서는 ERSP 감소

 특정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향하는 우세한 연결성 확인 (F3→F4, F3→F5, F3→O2)

 결론

 기억 인출 과정에 대한 EEG의 유효 연결성 분석

 MVAR와 DTF를 이용하여 모델 적합화 및 인과 관계 측정

 Query Task와 Fixation 단계에서의 뇌 활성화 차이 및 연결성을 확인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