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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we proposed a new subspace scanning algorithm to enhance the spatial resolution of electroencephalography (EEG) and 
magnetoencephalography(MEG) source localization. Subspace scanning algorithms, represented by the multiple signal classification 
(MUSIC) algorithm and the first principal vector (FINE) algorithm, have been widely used to localize asynchronous multiple dipolar sources 
in human cerebral cortex. The conventional MUSIC algorithm use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to extract the noise vector 
subspace, thereby having difficulty in discriminating two or more closely-spaced cortical sources. The FINE algorithm addressed the 
problem by using only a part of the noise vector subspace, but there was no golden rule to determine the number of noise vectors. In the 
present work, we estimated a non-orthogonal signal vector set using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 instead of using PCA and 
performed the source scanning process in the signal vector subspace, not in the noise vector subspace. Realistic 2D and 3D computer 
simulations, which compared the spatial resolutions of various algorithms under different noise levels, showed that the proposed 
ICA-MUSIC algorithm has the highest spatial resolution, suggesting that it can be a useful tool for practical EEG/MEG source localization.

Key words : Electroencephalography (EEG), magnetoencephalography (MEG), multiple signal classification (MUSIC), first principal vectors 
(FINE),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 source localization, subspace scann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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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간의 두피에서 측정된 뇌 (Electroencephalography: 
EEG)나 머리 외부에서 측정된 자기장 신호인 뇌자도

(Magnetoencephalography: MEG)를 이용하여 뇌 내의 류원 

치를 추정하는 기술은 인지과학  뇌 질환 진단에 리 활용되

어 온 유용한 기술이다. 특히, 뇌 나 뇌자도는 fMRI나 PET 등과 

같은 신경 상 기술에 비해 높은 시간 분해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

문에 간질 환자의 간질 발생 역(epileptogenic zone)의 탐색 등

에서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뇌 내 활동의 변화 양상을 찰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1,2]. 외부에서 측정한 뇌  는 

뇌자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뇌 내 류원의 치 는 분포를 추정

하는 방법론을 흔히 류원 국지화( 는 신호원 국지화 source 
localization)라고 하며 응용 분야에 따라 뇌 내 신호원을 다수의 

극자(dipole)로 가정하여 신호원의 치와 방향 성분을 탐색하

는 등가 류 극자(equivalent current dipole: ECD) 탐색법과 

류원 역에 해 분산된 류원의 분포를 복원하는 분산 류

원 모델(distributed source model)이 흔히 활용되고 있다[3]. 간
질 발생 부 의 탐색에서와 같이 일반 으로 좁은 역에서 발생

하는 류원을 국지화하기 해서는 주로 ECD법이 활용되고 있

는데[4] 이 기법  표 인 방법론으로 각종 류원 국지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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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에 채용되어 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  multiple signal 
classification(MUSIC) 알고리즘으로 표되는 부분공간 탐색 

알고리즘(subspace scanning algorithm)이 있다[5]. 
1992년 Mosher 등에 의해서 발표된 MUSIC 알고리즘은 두피

로부터 측정된 뇌 ( 는 뇌자도) 신호의 자기 상 행렬(spatial 
autocorrelation matrix)에 고유치 분해(eigen-decomposition)를 

용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잡음벡터(noise vector) 부분공간

(subspace)을 탐색하여 부분공간 상 도(subspace correlation)
를 측정함으로써 다수 류원을 국지화하는 기법이다[5]. MUSIC 
알고리즘은 일반 으로 매우 정확한 시공간 인 류원 국지화가 

가능하며 류원의 시계열을 손쉽게 추출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

지만 매우 가까운 뇌 역 사이의 기 인 활동을 구분하지 못한

다는 단 도 가진다[6].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MUSIC 알고리즘이 뇌 류원 국지화에 용된 지 약 10여 년 후 

first principal vectors(FINE)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6]. 두 알고

리즘의 기본 근 방법은 매우 유사하지만, MUSIC의 경우 고유치 

분해를 통해서 찾은 고유벡터  잡음벡터들 체를 사용하는 반면 

FINE의 경우 일부의 잡음벡터들만을 사용함으로써 공간 분해능

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FINE 알고리즘의 경우, 사용하는 

FINE 벡터(잡음벡터)의 개수가 결과에 결정 인 향을 미치지만 

정확히 몇 개의 FINE 벡터를 사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객 인 

기 이 없어 사용자의 경험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문제 으로부터,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더욱 높은 

공간분해능과 신뢰도를 가지는 류원 국지화 기법의 개발 필요성

이 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 성분 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기술을 이용하여 신호의 특징 벡터를 추출

하고 이를 부분공간 탐색 알고리즘에 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

도하 다. MUSIC과 FINE에서 사용하는 통 인 특징벡터들은 

고유치 분해를 이용하여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벡터들은 서

로 직교한 특징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서로 직교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는 두 류원을 국지화할 경우(두 류원의 거리가 가까울 경

우 직교하지 않은 벡터가 생성됨) 잘못된 국지화 결과를 얻거나 하

나의 류원만을 국지화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독립 성분 

분석을 이용할 경우 직교하지 않는 신호공간 특징 벡터 신호의 분

리 국지화에 유리하고 알려져있다[7].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ICA 
기반의 MUSIC 알고리즘(이후 ICA-MUSIC이라 칭함)은 서로 

직교하지 않은 특징벡터들을 ICA를 이용하여 구한 후, 부분공간 

탐색 알고리즘을 용하기 때문에 인 하게 치한 두 개의 류

원을 보다 정확하게 국지화할 수 있으며 잡음벡터가 아닌 신호벡

터를 직 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FINE에서와 같이 잡음벡터의 

개수에 향을 받지 않는다.

Ⅱ. 방법론

A. 기존의 부분 공간 탐색 알고리즘

통 으로 뇌의 류원 치  류원의 시계열(time series) 

신호를 얻기 해 사용되어 온 부분공간 탐색 알고리즘은 앞서 언

한 MUSIC과 FINE 알고리즘이 표 이다. MUSIC과 FINE 
알고리즘을 용하기 해서는 각각의 류원 시계열 신호가 서로 

선형 독립이어야 하며, 시간에 따라 양자화된 데이터의 수가 센서

의 개수보다 많아야 한다. 그리고 체 류원의 수는 센서의 개수

보다 많을 수 없다는 제 조건이 필요하며 이상과 같은 조건들은 

뇌 , 뇌자도 역문제에서 일반 으로 성립하는 조건들이다. 
MUSIC과 FINE 알고리즘은 입력 신호를 공간  자기-상 행렬

의 공간  특징벡터들을 고유치 분해(eigen-decomposition)를 이

용하여 계산한다. 이 게 계산된 특징벡터에 해 부분공간 상

도(subspace correlation: SC)를 지표로 활용하여 신호원의 치 

 시계열을 추출하게 된다. 아래는 그 과정을 개략 으로 기술한 

것으로서 우선 자기 상 행렬 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

  
 , (1)

이 때, 는 극에서 측정된 시계열 신호로서, 센서의 개수인 

행과 측정된 시간 샘 에 해당하는 열의 성분을 가진  by  행렬

이며 는 의 총 요소 개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입력 신호는 시간 

평균과 자기 공분산값이 시간에 해 독립 인 ergodic process이
어야 한다. 이 게 계산된 자기-상 행렬 에 고유치 분해를 

용하여 다음 식에서와 같이 고유벡터(eigenvector: Φ)와 고유치

(eigenvalue: Λ)를 계산하게 된다.

 ΦΛΦ
T, (2)

여기에서 고유치가 크다는 것은 그 고유치에 해당하는 고유벡터

의 특징이 측정된 신호에 매우 크게 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반 로 매우 작다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고유벡터의 크기가 

신호에 매우 작게 반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일반

으로 고유치가 큰 고유벡터는 신호의 특징을 변하며 반 로 

고유치가 작은 고유벡터는 잡음 성분을 변하게 된다. 이러한 특

징 벡터를 이용하여 noise space의 이득행렬과의 부분 공간 상

도를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한다.

 λ{UT
G φn φ

T
n UG} (3)

이 때, G는 부분공간의 이득행렬을 의미하는데 이는 뇌 내의 부

분공간 특정 치 L에서 류 극자로 정의된 신호원 벡터 Q와 

개의 센서에서 측정된 측정 신호 벡터 X를 선형 으로 계 지어

주는 행렬로서, 추정이 불가능한 잡음 성분을 무시할 경우 X = GQ 
의 계가 성립한다. 이득 행렬의 계산은 정문제 해석(forward 
calculation)을 필요로 하며 이를 해서 구형도체 모델, 경계요소

법(boundary element method: BEM),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FEM) 등이 리 활용되고 있다[8, 9]. UG는 (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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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by 3(단  벡터의 방향:  ,  ,  ) 행렬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부분공간에서의 이득행렬에 해, U의 행을 orthonormal 
basis로 사용한 특이치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용하여 계산된 좌측 특이벡터를 나타낸다. 한 λ{ · }는 신호의 

특징을 변하는 고유벡터인 신호벡터들(=Φs)을 이용한 경우 행

렬의 특이치 분해를 통해 계산된 값  가장 큰 특이치를 나타내며, 
반 로 잡음의 특징을 변하는 고유벡터인 잡음벡터들(=Φn)을 

이용한 경우 행렬의 특이치 분해를 통해 계산된 값  가장 작은 

특이치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서 계산된 SC(L)은 각각의 류원 

후보지(=부분 공간, 그리드)가 측정된 신호와 가지는 상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신호의 특징을 변하는 고유벡터인 신호벡

터들을 (3) 식의 계산에 용할 경우에는 SCsignal(L)값(signal 
subspace correlation)이 가장 큰 값을 가지는 부분공간의 치를 

류원으로 채택하며, 반 로 잡음의 특징을 변하는 고유벡터인 

잡음벡터들을 (3) 식의 계산에 용할 경우에는 SCnoise(L)값
(noise subspace correlation)이 가장 작은 부분공간의 치를 

류원으로 채택하게 된다. 측정 신호가 발생한 부분공간의 치가 

결정되면 각 류원이 가지는 시계열 정보는 선형 역산 과정을 통

해서 쉽게 추정할 수 있다[5]. MUSIC 알고리즘의 경우, 잡음 벡터

들 체를 (3) 식에 용하여 류원을 추정하며, FINE의 경우 모

든 잡음 벡터들을 활용하지 않고 일부분의 잡음 벡터들만을 선택

으로 용하여 부분공간 상 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FINE 알
고리즘의 결과가 일반 으로 MUSIC의 결과보다 더 높은 공간분

해능을 가져 근 하게 치한 두 개 이상의 류원을 잘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방법의 경우, 잡음벡터들의 개수에 

해 결과가 매우 크게 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 으

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무하다는 문제를 가진다.
통 인 부분공간 탐색 기법(MUSIC, FINE)의 경우, 뇌  

는 뇌자도에서 측정된 신호를 일정한 시간 구간으로 나 어 자기

상 행렬을 계산한 후, 이 결과에 고유치 분해를 용하여 각각의 

벡터들이 서로 직교성을 가지는 고유벡터들을 추출하게 된다. 하
지만 이러한 특징벡터 추출 기법은 서로 가까이 치한 여러 류

원을 분석할 경우에 정확하지 못한 추정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가까운 여러 류원이 존재할 경우 각 신호들의 특징 벡터

가 서로 직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서로 다른 

류원의 치가 가까워지면 두 류원의 특징을 변하는 벡터들 

사이 값이  작아지게 된다. 특히 근 한 거리에 연 성 있는 두 

류원(correlated sources)이 존재할 경우, 고유치 분해를 이용한 

결과는 두 고유벡터 값의 사이 값으로 하나만 나타나게 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직교하지 않는 특징 벡터를 추출하기 한 방법

으로 ICA를 용하 다.

B. ICA를 이용한 특징 벡터 추출

ICA는 사 정보 없이 복잡한 신호로부터 독립성분을 가진 신호

원을 찾아내기 하여 리 사용되는 기법으로 두피의 여러 극

에서 측정된 뇌의 기  활동 에서 안구 도  근 도와 같

은 인공잡음과 실제 뇌에서 발생한 신경 신호를 분리하기 한 용

도로 리 활용되어 왔으며[10, 11] 이를 간질 신호원의 국지화 등

에도 용하고 있다[12, 13]. 본 연구에서는 ICA의 특징을 이용하여, 
측정된 뇌 /뇌자도 신호로부터 새로운 특징벡터를 추출하고자 

하 다. ICA 알고리즘으로는 JADE(J.F. Cardoso et al., 1992 from 
EEGLAB)를 이용하 으며 Matlab(version 7.6, Mathworks, 
USA)을 이용하여 구 하 다. 제안된 방법에서의 특징벡터는 다

음과 같은 순서로 구할 수 있다. 

Step 1: C개의 채 과 T개의 시간 샘 에 해서 신호 를 

측정함

Step 2: 자기상 행렬에 고유치 분해 용

   ′ (4)

Step 3: 고유치로부터 류원의 개수 추정 ( ≥ threshold)
Step 4: JAD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변환행렬( 달함수) W 계산

  
JADE (5)(X,N)

Step 5: 변환행렬 W로 부터 특징 벡터들을 추출함.

   
+ (6)(N,C)

 과정에서, 
C = 채 의 수

T = 시간 샘

V = 고유벡터

D = 고유치

EIG( ) = 고유치 분해

W = ICA를 한 변환 행렬

A= ICA통해 얻은 특징 벡터

W+ = W 행렬의 pseudoinverse
를 의미한다.

여기서, Step 1의 X(C,T)는 C개의 센서에서 측정된 T개의 시간 샘

을 의미한다. 이어서 측정된 신호 X(C,T)는 Step 2에서 자기상

행렬을 계산하여 이 결과를 고유치 분해를 통해서 고유벡터와 고

유치를 계산한다. Step 3에서는 계산된 고유치를 기 으로 잡음 

수 에 따라 정해진 문턱치에 의거하여 류원의 개수를 추정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2개의 가까운 류원에 해서만 분석하

기 때문에 Step 3 과정을 생략하고 일 으로 2개의 류원을 설

정하 다. 이어서 Step 4에서는 JAD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달 

행렬을 구하 다. 여기서 JADE 알고리즘은 EEGLAB의 내장 함

수를 이용하 으며 옵션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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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두 전류원에 가정된 사인파 신호 (단위: mA)
Fig. 1. Sinusoidal signals representing two different sources (unit: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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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차원 모의 실험을 위한 센서와 그리드 위치

Fig.2. Sensors and grid positions for 2D simulation

analysis: PCA)를 이용한 차원 축소를 병행하 다. Step 5에서 계

산된 달함수의 pseudoinverse를 이용하여 역행렬을  계산함으

로써, Step 3에서 추정된 류원의 개수만큼의 독립성분 특징벡터

들을 추출하 다.

C. 부분공간 상관도의 측정

뇌 류원의 치를 추정하기 해서, 앞서 추출한 두피 극에

서 측정된 신호와 정문제 해석을 통해 계산된 이득행렬과의 부분

공간 상 도를 계산하게 된다. 부분공간 상 도는 앞서 MUSIC 
알고리즘과 FINE 알고리즘에서 사용되었던 수식 (3)을 그 로 활

용하 으며, 이 때 앞선 알고리즘들과의 차이 은 고유벡터 φn을 

수식 (6)에서 구한 특징벡터를 활용하 다는 이다. 이 때, SC(L)
은 L 치에서 발생한 신호의 특징 벡터와 이득행렬의 특징벡터 

사이의 상 도를 나타내며 이 상 도가 높다는 것은 측정된 신호

가 이 곳에서 발생한 신호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류원에 해서 SC(L)을 계산한 다음, 가장 큰 SC(L)을 가지는 L 
치를 탐색하면 류원의 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D. 모의 실험 조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해서 다양한 잡음 

수 , 치, 조건(2D/3D)을 가정하여 컴퓨터 모의 실험을 진행하

다. 총 2개의 류원을 그림 1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주 수 특

징을 가지게 하고, 두 류원 사이의 거리가 다른 값을 가지는 경우

들에 하여 통 인 알고리즘들의 결과와 비교하 다. FINE 알
고리즘의 경우 FINE 벡터의 개수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FINE 벡터들에 해서 그 결과를 평가하 다.

(1) 차원 모의 실험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기존의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직

으로 악하기 하여 우선 2차원 컴퓨터 모의 실험을 진행하 다. 
2차원 모의 실험의 목 은 평면 상에서 SC(L)의 분포 패턴을 악

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주 실제 인 모델은 아니나 최근 리 

연구되고 있는 두개강내뇌 (electrocorticography: ECoG)의 

류원국지화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14]. 보다 실제 인 

상황에서의 모의 실험은 이후에 소개할 3차원 모의 실험에서 행해

졌다. 2차원 모의 실험에서 가정한 2개의 류원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주 수 특징을 가지게 하 다. 실제와 유사한 분석

을 해서 정문제 해석을 통해 각 채 에서의 가상 측정 신호를 생

성한 이후 실제 뇌 에서 측정된 배경 잡음을 더하는 방식으로 보

다 실제 인 신호를 생성하 다. 샘 링율은 512 Hz로 가정하

으며, 신호와 배경 잡음의 비율은 7 dB로 설정하 다. 각각의 실험

에서 두 류원 사이의 거리를 3 mm와 5 mm의 2가지 서로 다른 

조건으로 가정하 다. 한 두 류원 치의 심은 류원이 

치할 수 있는 부분공간의 정 앙에 치하도록 하 다. 이 때, 센
서는 가로 11개 세로 11개의 (총 121개)을 0.5 mm 간격으로 배

치하 으며, 류원이 치할 수 있는 상 역은 가로 51개 세로 

51개의 을 0.1 mm 간격으로 배치하고, 센서 평면과 류원 부

분 공간 평면 사이의 거리는 10 mm로 가정하 다(그림 2). 정문제 

해석을 해서는 자유 공간 모델을 용하 다[9]. 

(2) 차원 모의 실험

3차원 모의 실험을 해서, MNI 표  머리 모델의 두피 표면에 

99개의 극을 가정하 다. 정확한 정문제 해석을 해서, 두개골 

내면, 두개골 외면, 두피로 구성된 3층 BEM 모델을 사용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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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차원 모의 실험을 위한 센서와 전류원의 위치

Fig.3. Positions of sources and sensors for 3D simulation

Noise Level 5 dB 10 dB 15 dB 20 dB 25 dB 30 dB

ICA-MUSIC 50.0 72.2 100 100 100 100

MUSIC 0 0 0 5.5 72.2 100

FINE (5) 50.0 50.0 38.89 50.0 66.6 83.3

FINE (35) 0 0 0 16.6 44.4 100

FINE (65) 0 0 0 5.5 66.6 100

표 1. 다양한 잡음 환경의 3차원 모의실험에서의 전류원 국지화 성공률

Table 1. Success rate of source localization in 3D computer simulation [unit : %]

[8] 각 역의 기 도도는 두피 0.33[S/m] 두개골 0.047[S/m] 
뇌척수액 0.33[S/m]으로 가정하 다[15]. 그림 3에서와 같이 10 
mm 간격으로 떨어진 2개의 류원을 x, y, z축을 따라 다양한 깊

이(10 mm 간격)에 치시켰다. 이때 류원이 치할 수 있는 부

분공간 그리드는 1 mm 간격으로 뇌 역 내에 균일하게 생성하

다. 2개의 류원이 가지는 시계열은 그림 1에 제시된 시계열과 동

일하게 가정하 으며 샘 링율 512 Hz를 가정하고 5 dB에서 30 
dB까지 5 dB간격으로 다양한 배경 잡음 환경을 가정하여 가상 측정 

데이터를 생성하 다. 류원의 치를 결정하기 해, 국소 피크 

탐색(local peak detection)을 수행하 으며 두 국소 피크가 4 mm 
반경 이내에 존재할 경우 더 큰 값을 가지는 피크만을 검출하 다.

Ⅲ. 결과 및 토의

우선, 2차원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이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 가까이에 치한 2개의 류원을 잘 분리하는 특

성을 시각 으로 검증하고자 하 다. 그림 4에 나타낸 결과는 

류원 부분공간에서의 모든 그리드 치에서 계산한 부분공간 상

도(SC)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a)는 두 개의 류원을 5 
mm간격으로 배치하여 얻은 결과로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에서는 2개의 피크가 확연히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MUSIC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 역시 2개의 피크

를 가지기는 하나 2개의 피크들 사이의 골(valley)이 제안한 알고

리즘에서보다 깊게 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두 개의 류원을 보다 더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을 간

으로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FINE 알고리즘의 결과를 보면 

FINE vector의 개수에 따라 결과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은 매우 은 FINE 벡터를 사용하

을 경우, 선명한 2 개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 
개의 피크 치를 제외한 다른 역에서도 다수의 피크들이 찰

되는데, 이는 작은 수의 FINE 벡터만을 이용하면 잘못된 치의 

류원을 찾을 가능성도 함께 높아짐을 의미한다. FINE 벡터의 

개수가 증가하면 결과가 차 으로 MUSIC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와 유사하게 수렴해 가는 양상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b)의 결과는 두 류원의 거리를 3 mm로 가정한 경우의 결과로

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경우, 2개의 피크를 확실히 구분하지만 

MUSIC이나 FINE 알고리즘의 경우 두 개의 류원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피크만을 검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Xu 등의 논문에 의거하면, MUSIC과 FINE 알고리즘  FINE 알
고리즘이 가까운 치에 있는 두 류원에 해서 높은 공간분해

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6], 본 모의 실험 결과에서는 

FINE 알고리즘보다도 제안한 알고리즘이 가까운 2개의 류원을 

더욱 잘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안한 알고리즘

의 경우 ICA를 이용하여 신호원의 특징만을 따로 추출한 후 부분

공간 상 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신호의 잡음 성분이 배제된 신호 

성분만을 이용함으로써 더 높은 공간분해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5는 3차원 컴퓨터 모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a)는 각기 다른 배경잡음 수 에 한 류원의 치 추정 성공

률을 나타낸 것으로서 원래 가정한 2개 류원의 치와 각 류원 

치에서 가장 인 한 국소 피크 사이의 평균 거리가 4 mm 이하인 

경우 성공 으로 2개의 류원을 분리하여 국지화한 것으로 별

하 다. 결과로부터 제안한 알고리즘이 MUSIC에 비해 모든 잡음 

환경에서 높은 류원 국지화 성공률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NE 알고리즘의 경우, 15 dB 이하의 매우 높은 잡음 환경

에서도 제안한 알고리즘과 유사한 수 의 성공률을 가지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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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7dB 배경 잡음 환경 속에서 계산된 부분공간 상관도(SC) 분포: (a) 두 전류원 사이의 거리를 5 mm로 가정함 (b) 두 전류원의 거리를 3 mm로 가정함. 
FINE이후의 숫자는 사용된 FINE 벡터의 개수를 나타냄.

Fig.4. Distribution of SC values on the source space (7dB backgroundnoise): (a) distance between sources = 5 mm, (b) distance between sources = 3 mm. 
Numbers after the word ‘FINE’ represent the number of FINE (noise) v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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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다양한 배경 잡음 환경에서의 3차원 모의 실험 결과: (a) 2개의 전류원 국지화 결과 분리 성공률(단위: %), (b) 전류원 위치에 따른 국지화 오차율 평균

(30 dB 잡음, 오차 단위: cm).
Fig.5. 3D simulation results under various (5~30 dB) noise levels: (a) success rate of discrimination of two sources (unit: %); (b) means of source localization 

errors at different source locations (noise level: 30 dB, unit: cm).

나, 체 인 성공률에 있어서 제안된 알고리즘이 훨씬 뛰어나다

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 그림 5(a)를 수치 으로 나타

낸 것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우수한 인식

률을 나타내는 것을 수치 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b)는 30 
dB의 잡음 환경에서 2 mm 간격으로 떨어진 두 류원을 서로 다

른 알고리즘들을 용하여 국지화하 을 때, 각 류원 치에서 

측정된 거리 오차(단  cm)를 색상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모든 

류원 치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이 가장 낮은 오차를 보 으며, 
FINE 알고리즘의 경우 FINE 벡터의 개수에 따라 결과가 매우 큰 

향을 받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 MUSIC에 비해 

가까운 두 류원을 잘 국지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FINE 알고리즘

의 경우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MUSIC 알고리즘에 비해 오히려 

오차가 격히 상승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5개의 FINE 벡터

를 사용한 경우, 두 개의 류원을 분리하는 성공률은 우수하나 국

지화된 류원의 치 오차는 다른 경우들에 비해 매우 커짐을 확

인할 수 있다.
제안한 알고리즘에서의 ICA(JADE)는 non-gaussianity를 최

화하는 첨도에 기반한(Kurtosis based) 통계 으로 독립된 

류원(statistically independent source)을 찾는 방법으로, 간질 스

이크(epileptic spike)와 같이 첨도가 큰 신호 분석에 성공 으

로 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상된다. 특히 ICA가 성공 으로 용

되었을 경우에 MUSIC의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그러나, 간질 뇌 를 제외한 자발뇌 (spontaneous brain 
wave)나 사건 련 유발뇌 (event related potential/field)에 

용하는 것에는 첨도에 기반한 ICA(JADE)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은 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모든 뇌  분석에 있어

서 의 모의 실험 결과와 같은 성능은 기 하기 어렵지만 간질 뇌

와 같은 신호 분석에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 된다. 특히 최근 간

질 뇌  분석에 MUSIC혹은 FINE과 같은 분석 방법이 사용되어 

간질 발생원(ictal onset zone)을 추정하고 추정된 류원들 사이

의 인과성을 분석한 연구들[16,17]이 행해져 왔는데, 제안한 방법

을 용할 경우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류원 국지화 기법의 공간 분해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독립성분분석 기법을 부분공간 탐색 알고리즘에 용한 

ICA-MUSIC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2차원  3차원 컴퓨터 모

의 실험을 통해, 제안된 기법이 기존의 기법들과 비교하여 낮은 오

차율과 높은 류원 국지화 성공률을 보임을 일 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뇌 /뇌자도 신호에서 신호 성분이 잡음에 비해 매우 

크며 인 한 류원의 분리가 매우 요한 간질 신호의 류원 국

지화[17]에 매우 합한 알고리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모의 실험에서는 가상 뇌  데이터만을 활용하 으나 뇌

와 뇌자도는 역문제 용 과정  수학  모델링이 완벽히 동일하

므로 뇌자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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