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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 상진단 검사에 한 연구

안산1 학 임상병리과

김  종  규

A Study on the MEG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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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netoencephalography (MEG) is the measurement of the magnetic fields produced by electrical activity 
in the brain, usually conducted externally, using extremely sensitive devices such as 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 (SQUID). MEG needs complex and expensive measurement settings. Because 
the magnetic signals emitted by the brain are on the order of a few femtoteslas (1 fT = 10-15T), shielding 
from external magnetic signals, including the Earth's magnetic field, is necessary. An appropriate magnetically 
shielded room is very expensive, and constitutes the bulk of the expense of an MEG system. MEG is a 
relatively new technique that promises good spatial resolution and extremely high temporal resolution, thus 
complementing other brain activity measurement techniques such as electroencephalography (EEG),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single-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 and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MEG combines functional information from magnetic field recordings with 
structural information from MRI. The clinical uses of MEG are in detecting and localizing epileptic form 
spiking activity in patients with epilepsy, and in localizing eloquent cortex for surgical planning in patients 
with brain tumors. Magnetoencephalography may be used alone or together with electroencephalography, for 
the measurement of spontaneous or evoked activity, and for research or clinic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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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 서      론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의 상승과 인

구 구성의 고연령화로 인하여 수반하는 질병구조가 변화

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의료에 한 심이 높아져 

앞으로 의료는 질 으로, 양 으로 증가되어 갈 것이다. 
이와 같은 고도의료시혜의 요구와 격히 증가된 의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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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에 한 처 방안으로 진단치료기술의 과학화와 함께 

새로운 원리에 의한 검사, 진단, 치료법의 개발이 요구되

고 있다.
사람의 뇌는 약 100억 개의 뇌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

는데, 뇌신경 세포의 기  작용에 의해 뇌활동과 뇌기

능을 수행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때마다 뇌에서는 여

러 가지 작용을 거쳐 기신호가 발생하고, 이 기신호

는 다시 자기신호를 유도한다. 이러한 자기신호는 특별

한 센서로 측정이 가능한데, 표면 극을 이용한 기신호 

측정을 뇌 , 머리밖에 형성된 자기장을 고감도 자기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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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양자간섭소자(superconducting quantum inter-
ference device, SQUID)로 측정한 것을 뇌자도

(magnetoencephalography, MEG)라 한다. MEG 신호를 측

정하고 분석함으로서 뇌신경 류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

고 나아가 정 한 뇌기능 연구가 가능하다. MEG 기술은 

비 , 비침습 인 측정방법이고 시간분해능과 공간분

해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뇌의 기능 인 정보를 얻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MEG 장비는 특히 간질발생의 치측정, 뇌수술에서 

가장 요한 수술  뇌피질의 기능진단, 인지기능 연

구, 정신질환의 진단 등에 유용하며, 이러한 기술은 다른 

MRI, CT 등과 더불어 진단, 수술 비에 요한 역할을 

하며, 직  칼을 들이 지 않고 방사선, 이  등을 이용

한 수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그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MEG는 1970년  SQUID 장치의 개발로 시작되었고 

MEG 상진단시스템은 체 두뇌 에 300개의 센서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뇌피질로부터 데이터를 측

정할 수 있으며, 최근 연구목  뿐만 아니라 임상  사용

이 시작되었고 오늘날  세계 으로 약 100군데에 MEG 
상진단시스템이 설치되었고, MEG는 수술  뇌기능 

매핑, 뇌의 병  기능결핍의 측정, 간질측정과 신경과학 

 정신과학연구에 사용되어지고 있다(Verrotti 등, 2003). 
Tanenbaum 등(2000)은 미국 방사선 회의 간질에 

한 정에서 MEG와 뇌 만이 ms로 측정 가능한 우수한 

시간분해능으로 간질성 뇌활동을 직 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 고, PET, SPECT, fMRI에서는 수 에서 수분

까지 측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MEG와 비교해 보면 시간

분해능이 좋지 못하다고 하 다.
Pataraia 등(2004)은 113명의 간질 환자에 한 MEG와 

V-EEG(Video-EEG)의 민감도와 선택성에 한 비교연구

에서  MEG와 V-EEG 둘 다 민감도와 선택성이 환자들 

 32.3%로 같았고, MEG에서는  40%의 환자에서  부가

으로 간질 국지화를 볼 수 있었다고 하 다.
Stefan 등(2003)은 MSI검사를 한 455명의 간질환자의 

측정에서, 특이  간질활동에 한 MEG의 평균 민감도

는 70% 다고 보고하 다.
Eliashiv 등(2002)은 간질 환자의 수술  측정에서 

ictal MEG기록의 가능성과 유용성을 결정하기 한 연구

를 하 으며, Stefan 등(2004)은 해면상 종에 기인한 

국소  발작 환자에서 MEG는 정확하게 간질조직 병변부

를 보여 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세계 으로 MEG 검사에 한 심과 필요성

이 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MEG 기기도입과 

이용이 진행 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MEG 검사의 원리, MEG 검사의 상, 

MEG 검사의 임상 용 질환, MEG 검사 시 실시사항, 
MEG 검사의 장 에 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MEG 검사의 원리

뇌 는 세포외 류가 만드는 압을 머리표면에서 측

정한 것이고, MEG는 세포 내 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머

리 밖에서 측정한 것이다. 보통 세포 외 류는 머리도체

를 넓게 퍼져 흐르므로 류 도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

로 낮은 반면 세포 내 류는 신경세포내의 국한된 공간

만을 흐르기 때문에 류 도가 높다. 
MEG 상진단시스템의 기본 인 원리는 뇌신경세포

의 기  활동에 따라 머리주 에 형성되는 자기장을 

도양자간섭소자(SQUID)라는 고감도 센서를 이용하

여 측정, 분석하여 병변을 진단한다(Fig. 1).

Fig. 1. Electrical activity in neurons produces magnetic fields 
that can be recorded outside the skull and used to calculate the 
locations of the activity within the brain.

MEG 신호의 종류는 알 리듬, 간질  등과 같이 자발

으로 발생되는 신호와 인체에 시각, 청각, 각 등의 자

극을 가했을 때 발생되는 유발자장신호가 있다. MEG신

호는 주로 1 Hz-100 Hz의 주 수 역에서 수십-수백 fT 
의 크기로 발생되며 지구자기장의 약 10억분의 1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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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1 fT=10-15T) 매우 미약한 자장신호이기 때문에 고

감도의 측정기술이 요구된다.
MEG 상진단시스템은 고감도 SQUID 센서 기술과  

자기잡음 제거기술, 구동회로기술과 미약 자기장 측정기

술,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과 자장분포 매핑, 류원 치

추정기술과 뇌기능 매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Clarke, 
1989; Drung, 1991)(Fig. 2).

Fig. 2. MEG Unit

뇌자기장 측정 환경은 주변 지구자기장등에 의한 향

을 차단하기 하여 검사실은 강자성체를 재료로 사용한 

자기차폐실이 사용되고 오 이터실과 분리되어 있다.

2. MEG 검사의 상

MEG 연구의 역사는 1972년에 미국 MIT 자기연구소

에서 D. Cohen이 개발한  1채  SQUID 시스템으로 알

리듬에 의한 자장신호측정에 최 로 성공한 이래 재 

뇌 체의 자장분포를 1회의 측정으로 알 수 있는 헬멧형 

MEG 상진단시스템이 개발되어 병원에 투입되기 시작

한 1995년 이후이며 이를 이용한 뇌기능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Wikso, 1995).
재 개발된 헬멧형 MEG 상진단 시스템은 150-300

개의 치에 센서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MEG로 측정된 데이터는 형분석과 활동 류의 국지

화를 통해 병변부 와 기능의 장애를 찾아낼 수 있다.
형분석은 진폭변화나 형의 극성변화를 살펴 간질

 검출  뇌병변 존재, 는 기능장애를 정량 으로 진

단하며, ms 단 의 짧은 시간동안의 뇌신경 류가 나오

는 치와 방향의 변화를 표시하는 류원의 국지화는 간

질발생의 치측정, 수술  뇌피질의 기능진단, 정신

질환의 진단 등에 활용된다.
 MEG는 머리 주 에 형성되는 자기장을 측정하기 때

문에 이나 개 없이 검사가 가능하며 뇌신경세포의 

기  활동을 직  찰하여 3차원 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에서 해부학 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뇌 CT나 

MRI, 피의 흐름, 산소이동 등 물질 사 과정을 측정하는 

PET 등의 장비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MEG는 해부학  치를 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MRI로 얻어지는 해부학  상과 결합시켜 간질발생 

치를 국지화시킨 상을 얻을 수 있다(Fig. 3).

Fig. 3. The sequence of steps to localize sources of neuronal 
activity from time-domain recordings to MRI overlay.

3. MEG 검사의 임상 용 질환

MEG기술의 주된 임상  응용분야는 간질발생부 의 

치추정, 수술  수술부 의 기능진단, 인지기능연구, 
정신질환의 진단 등이 있다(Lounasmaa 등, 1994; Kakigi 
등, 1995; Kitamura 등, 1995  Kuriki 등, 1996; Kuriki 등, 
1998). 간질에 해서는 국내에는 약 40만 명의 간질환자

가 있고 이 에서 약 20%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나 

재의 뇌 , fMRI, PET, SPECT 등의 측정방법으로는 간

질 발생부 를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렵고 진단에 소요되

는 비용과 시간이 환자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 그러나 

MEG 기술을 이용하면 간질발생부 의 치를 보다 정확

히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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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질 국지화

뇌피질 신경세포의 과도한 흥분에 의해 발생되는 간

질은 정상 인 신경활동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신경세포

에 류가 동시에 흐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MEG 신호도 

정상인에 비해 훨씬 크다. 간질진단에 있어서 신호 형의 

이상 유무 정, 간질 의 치추정, 간질발작 진행순

서의 동 해석에 MEG 기술이 용된다(Diekmann 등, 
1998). 

2) 수술  뇌기능 매핑

수술  뇌기능 매핑으로는 체성감각 유발자장 측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청각유발자장은 측두엽 부 에 병변

이 존재하는 경우 청각기능의 진단에 사용되며 이명환자

의 진단에도 사용된다.

3) 정신질환의 진단

MEG 기술의 비침습 인 특성을 이용함으로서 소아정

신질환의 정기 인 모니터링, 학습장애의 조기진단이 가

능하며, 알츠하이머 질환의 조기진단으로서 임상 으로 

심각한 장애가 나타나기 에 증상의 변화양상을 추 할 

수 있다.

4. MEG 검사 시 실시사항

① 진정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특별한 비사항은 없다.
② 자정이후에 식 하여야 한다.
③ 정기 으로 복용하는 약은 약간의 물과 함께 먹는  

     다.
④ MEG실에 들어갈 때 헐겁고 편안한 옷을 입는다.
⑤ 보석, 헤어스타일, 화장, 보청기, 의치를 하지 않는  

     다.
⑥ 미주신경 자극물이나 심박의 페이스메이커를 한 경  

     우에는 MEG를 할 수 없으므로 의사에게 문의한다.
⑦ MEG 상진단시스템의 측정을 방해하는 속물체  

     를 제거한 후 병원 가운으로 바꿔 입는다.
⑧ 센서들은 머리 에 치시키고 얼굴을 덮지 않게  

     한다.
⑨ MEG 검사는 1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린다.

5. MEG 검사의 장

뇌 는 뇌내의 활동 류가 기 도도가 다른 여러 물

질을 거쳐 머리표피까지 달되면서 공간 으로 심하게 

왜곡된 차를 측정하게 되므로 공간 인 정확성이 좋

지 않다. 그러나 MEG에서는 머리가 자기 으로 균일하

고 자기장에 해 투명하기 때문에 자장 발생원으로부터 

공간 으로 떨어진 치에서 측정이 가능하므로 주변 매

질에 의한 향이 뇌 측정에 비해 훨씬 다. 즉, 측정결

과가 주로 활동 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류원의 치

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MEG는 뇌기능을 검사할 수 있는 다른 각종 검사장비

들과 비교해 보면 시간분해능  공간분해능이 우수하나 

MEG신호는 지구자기장의 약10억분의 1에 해당하는 미

약한 자장신호이기 때문에 주변 자기장의 향을 차단하

기 해서 고감도의 측정기술이 요구된다(Fig. 4).

Fig. 4. MEG has the advantages of very high temporal and 
spatial resolution, however it requires highly sensitive 
instrumentation and sophisticated methods for eliminating 
environmental magnetic interference.

MEG는 뇌의 피의 흐름, 산소이동 등 물질 사를 2차

으로 측정하는 fMRI, PET,  SPECT에서의 기능  측정

과는 달리 뇌의 기능을 직  측정한다는 에서 다른 뇌

기능 상진단법과는 구분된다.
MEG는 fMRI, PET, SPECT가 자극을 오랜 시간동안 

가해서 뇌에서 응되는 활동부 를 찾을 수 있으나 

MEG는 ms의 짧은 자극 시에도 뇌에서 응되는 활동부

를 찾을 수 있어 우수한 시간분해능을 가진다.
MEG는 병변부를 수 mm 정도로 정 하게 국지화 할 

수 있어 우수한 공간분해능을 가진다.
MEG는 방사선물질의 주사나 X-선과 자기장에 노출되

지 않는 비침습 이어서 어린이와 유아에서 반복 으로 

검사 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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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를 이용한 진단은 비 ·비침습 이면서 3차원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한 시간분해능과 공간분해능을 

제공하여 인체의 기능 인 정보를 얻는데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따라서 MEG는 MRI로부터 얻은 해부학  정

보에 자기장측정으로부터 얻은 기능  정보를 결합함으

로서 매우 요한 의학 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Fig. 5).

Fig. 5. MEG combines functional information from magnetic 
field recordings with structural information from MRI.

Ⅲ. 결      론

MEG 상진단시스템은 뇌신경세포의 기  활동에 

따라 머리 주 에 형성되는 자기장을 고감도 센서인 

도양자간섭소자(SQUID)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MEG신호는 지구자기장의 약 10억분의 1에 해당하는

(1 fT=10-15T) 미약한 자장신호이기 때문에 지구자기장

을 포함한 외부 자기신호에 의한 향을 차단하기 하

여 검사실은 자기차폐실이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한다.
MEG장비는 비 , 비침습 인 측정방법이며 우수한 

시간분해능과 공간분해능을 가지므로 EEG, PET, 
SPECT, fMRI와 같은 다른 뇌활동 측정 장비와 함께 뇌

기능 연구  기능  질환진단에 요하게 사용될 수 있

는 새로운 진단 장비이다.
MEG는 MRI로부터 얻은 해부학 인 정보에 자기장 

측정으로부터 얻은 기능  정보를 결합함으로서 매우 

요한 의학 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MEG는 뇌신경세포에서의 기  활동을 직  찰할 

수 있다는 에서 다른 뇌기능 상진단법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며, MEG 기술의 주된 임상  응용분야는 간

질 발생부 의 국지화, 뇌종양 환자의 수술  뇌피질

의 기능진단, 인지기능연구, 정신질환의 진단 등에 응용

되고 있다.
MEG는 연구 는 임상진단의 목 으로 자발 으로 

발생되는 신호와 자극을 가했을 때 발생되는 유발자장신

호를 측정하기 해서 MEG 단독 는 뇌 와 함께 사용

하면 의료 진단 치료기술에 유익한 정보를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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