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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코마-후 의식장애를 겪는 환자 중에는 최소의식상태에 있

지만 심각 한 마비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식상태를
행동적 방식으로 보고하지 못 하는 환자가 존재한다. 최

소의식상태란 피질 기능, 특히 의식과 관련된 관리 수행
기능이 남아있는 상태로, 환자의 의식 회복과 재활에 핵
심적인 임상적 개념이다. 최근 뇌영상 기법이나 EEG를 이

용하여 비-행동적 방법을 통해 환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하
는 신경신호방법이 도입되었다. 신경신호방법의 기 본적
전제는 신경 신호가 환자의 의식상태에 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신경신호방법의
전제를 쉐넌의 정보이론으로 분석한다. 쉐논의 정보이론

은 신호 사용에 따른 정보적 측면과 공학적 측면 을 구분
한다. 코마-후 의식장애 연구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을 때,

신경신호의 정보적 측면이란 특별한 종류의 조건적 확률

을 의미한다. 환자에게 테니스를 치라는 상상을 하라고 주

문한 후, 환자의 운동피질을 관찰하여 환자에게 최 소의식
을 부여하는, 테니스-심상 실험을 예로 들어보자. 이때, 정

보적 측면 이란 운동피질에서 관찰된 활동이 주어졌을 때
환자가 테니스를 치는 상상 을 한다는, 즉 환자가 심적-운

동을 하고 있다는 확률의 변화를 뜻한다. 공학 적 측면은
신호의 물리적 성질이 신호-생성자에게 얼마나 효율적인
가에 달 려있다. 즉, 테니스-심상 실험에서 환자가 테니스

를 치라는 지시를 운동피질 의 활성화를 통해 실행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를 묻는 것이다. 이 논
문의 목적은 신경신호방법의 정보적 측면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공학적 측면에는 큰 문제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주제어 : 코마-후 의식장애, 정보, 신경 신호, 신호-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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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tcomatose disorders of consciousness (PDC) involve cases where patients have “residual consciousness” in that their conscious states might not be revealed by the tra-

ditional behavioral assessment (TBA). Despite that some TBA methods, for instance
CRS-R, can improve diagnostic accuracy, differentiating the vegetative state from the

minimally conscious state remains challenging. In contrast to the vegetative state, the

minimally conscious state is typically cortically mediated. And the cortically mediated
status provides clinicians with a strong evidence of eventual recovery of consciousness.

In short, delayed recognition of signs of minimal consciousness in PDC patients may

lead to suboptimal clinical care, distorted prognostic figures for rehabilitation, and ethical problems. A Fundamental problem of TBA might be that some minimally conscious

PDC patients lack the capacity to report their minimal consciousness by overt-behaviors

(e.g., eye-tracking, verbal reports, intentional motor-behaviors, etc.). Alternatively, clinicians have been using neuroimaging and electroencephalographic (EEG) measures (i.e.,

neural-signal-based assessment (NSA)) to test whether PDC patients have minimal consciousness. A basic assumption of NSA is that neural signals can carry the information

about conscious mental states. This paper analyses the basic assumption by the idea

of Shannon-information. Shannon’s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allows for
distinguishing between information and engineering aspects of the use of signals. In

case of neural signals in PDC studies, the information aspect concerns a special kind of

conditional probability (e.g., the probability that a subject is volitionally performing the
mental action of imagining playing tennis given particular brain activity). On the other

hand, the engineering aspect concerns a subject’s efficiently encoding information into
a signal-vehicle, where the signal-vehicle supposedly involves activity in some particu-

lar brain area under the given experimental conditions (e.g., the supplementary motor
area in case of the tennis-imagery task). I attempt to clarify the two aspects thereby
showing that while the information aspect raises relatively insignificant problems, the
engineering aspect might raise some serious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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