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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질적인 신경 발달 장애로, 뇌기능영상에 기반한 기능적 연결성 행렬을 

이용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다. 기능적 연결성 행렬을 분석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을 이용하

며, 이를 통해 뇌의 기능적 경향성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서로 다른 연결성 성분 비율과 

주성분 벡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적 경향성 패턴을 얻을 수 있다. 패턴에 따른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의 성능이 달라지는데 이를 비교해본 결과, 상위 50%의 성분을 이용하여 만든 기능적 경

향성 패턴 1 이 데이터의 설명 비율도 높고, 우수한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1. 서론 

자폐 스펙트럼 장애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는 이질적인 신경 발달 장애다.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특징이

다[1]. 기존 연구들은 ASD 를 연구하기 위해 뇌기능영

상에 기반한 기능적 연결성 행렬 (Functional 

connectivity, FC)을 사용했다[1]. FC 는 뇌 영역들의 활

성화가 통계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으로[2], 각 피험자들이 속한 집단의 요인과 피험

자들이 갖는 개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ASD 피험자와 정상 발달 (Typical 

development, TD) 피험자 사이의 뇌 활성화를 비교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고차원 데이터인 FC

를 분석하기 위해 FC 데이터를 가공한다[3]. FC 데이

터를 가공하기위해, 강한 연결성을 갖는 성분만 남긴 

후, 차원 축소 기법 중 하나인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이 때 다양한 주성분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해서 

뇌의 기능적 경향성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능적 경향성 패턴의 차이를 이용해서 ASD 집단과 

TD 집단을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SD 집단과 TD 집단을 잘 구분하는 방법을 찾기 위

해 다양한 가공법을 적용해본 후 랜덤포레스트 분류 

성능을 비교해보려 한다. 

 

2. 방법 

본 연구는 Autism Brain Imaging Data exchange-I 

(ABIDE-I) 데이터베이스로부터 ASD 피험자 103 명, 

TD 피험자 108 명, 총 211 명 피험자의 휴지 상태 기

능성 자기공명영상 (resting state functional MRI, rs-

fMRI) 데이터를 얻어서 진행되었다[4]. ASD 는 성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남성 데이터만 

사용하였다[5]. 뇌 영역은 기능과 구조에 따라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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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360 개의 영역으로 나타낸 표준뇌지도인 

multimodal parcellation (MMP)[6]에서 정의됐다. 정의된 

뇌 영역의 서로 다른 두 영역의 rs-fMRI 시계열 데이

터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FC 를 계산했다. 

그리고, 계산된 FC 행렬에 Fisher z 변환을 적용한 후, 

각 행별로 강한 연결성을 갖는 성분만 남겼다. ASD

집단과 TD 집단의 분류에 끼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 상위 10%, 25%, 50%의 성분을 남기고 연구

를 진행했다. 

PCA 는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변환하는 선

형 변환 방법이다. 최대 분산을 설명하는 직교 성분 

집합으로 변환시킨다[3]. 각각의 주성분 고유 벡터는 

뇌의 활성화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에, 강한 연결성을 

갖는 성분만 남긴 FC 행렬의 고윳값을 분해해서 행렬 

성분들의 최대 분산을 설명하는 주성분 고유 벡터들

을 구하였다. 1,2,3 주성분 벡터를 구해서 집단 분류에 

끼치는 영향력을 확인했다. 각각의 주성분 벡터를 같

은 공간에서 비교하기 위해, 피험자 별로 계산된 주

성분 벡터를 집단 평균 FC 행렬의 주성분 벡터로 

Procrustes 정렬을 하였다. 

각각의 주성분 벡터를 통해 구한 기능적 경향성 패

턴에서 ASD/TD 집단 별 유의한 차이가 나는 뇌 영역

을 선택하기 위해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LASSO) 변수 선택 방법을 이용했다.  

 

 
(그림 1) 주성분 벡터로 구한 기능적 경향성 패턴. 

 

FC 의 성분 비율과 주성분 벡터를 다르게 해서 구

한 기능적 경향성 패턴에서 집단 별 유의한 차이가 

나는 뇌 영역을 구한 후, 이를 이용해서 랜덤포레스

트 분류모델을 만들었다. 5-fold 교차검증을 해서 평

균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를 측정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3. 결과 

서로 다른 성분 비율을 갖는 FC 를 이용하여 주성

분 벡터 1,2,3 을 구했다. 각각의 주성분 벡터에 따른 

3 개의 기능성 경향성 패턴을 확인하고, 각각의 패턴

에서 유의한 뇌 영역을 이용하여 랜덤포레스트 분류

를 한 결과, <표 1>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FC 의 상위 10%의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기능적 경 

 

(그림 2) 전체적인 연구방법. 

향성 패턴 3 가 72.8%로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

지만, 데이터의 11.3%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성분을 사용할 때, 그리고 상위 50%의 

성분을 사용해서 만든 기능적 경향성 패턴 1 이 

39.4%, 39.3%로 다른 성분 비율에 비해 데이터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50%의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패턴 1 의 경우, 65.1%의 분류 

성능을 나타냈다. 

 

4. 결론 

이번 연구를 통해 뇌기능영상에서 얻은 뇌의 기능

적 경향성 패턴이 ASD 집단과 TD 집단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기

능적 경향성 패턴이 서로 다른 분류 성능을 보였고, 

데이터의 설명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성도 다를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연구에서 각 패

턴이 설명하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분류 성능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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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남겨진 성분 비율과 사용한 기능적 경향성 패턴에 

따른 모델 분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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