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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nctional neuro-connectivity is one of the main issues in brain science in the sense that it is closely related
to neurodynamics in the brain. In the paper, we choose fMRI as a main form of response data to brain
activity due to its high resolution. We review methods for analyzing functional neuro-connectivity assuming
that measurements are made on physiological responses to neuron activation. This means that we deal with
a state-space and measurement model, where the state-space model is assumed to represent neurodynamics.
Analysis methods and their interpretation should vary subject to what was measured. We included analysis
results of real fMRI data by applying a high-dimensional autoregressive model, which indicated that diﬀerent
neurodynamics were required for solving diﬀerent types of geometric problems.
Keywords: dynamic causal model, eﬀective connectivity, functional connectivity, functional MRI, state space
and measurement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 time series model

1. 서론
서양에서의 골상학(phrenology)은 독일의 생리학자인 Gall(Franz Josef Gall, 1758–1828)에 의해서 정
립되었는데 19세기에 유럽에서 활발하게 이용되었으나 오늘날은 유사과학으로 분류되어있다. Gall에
의한 골상학의 기본 전제는 사람의 생각, 행동, 감정 등을 관장하는 일이 뇌의 서로 다른 부위에서 이루
어진다는 것이다. 즉, 뇌의 각 부위는 고유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뇌의 국소기능을 찾
는 것이 뇌과학의 중요한 주제였었다. 1808년에 유럽의 Athénée과학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골상학이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상학의 기본 전제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뇌
의 국소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Staum, 1995). 그러나 해부학적으로 멀리 떨어진 뇌부
위가 서로 연결된 것이 밝혀지면서 뇌의 특정 기능이 어느 한 부위에만 국한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1881년의 두뇌피질 국소기능(Localization of Function in the Cortex Cerebri) 학술회의에서 제
기되었다. 동물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기 자극 실험에서 자극이 직접 가해진 뇌 부위뿐 아니라 신경섬유
에 의해서 자극이 다른 부위에도 전달되기 때문에 전기 자극에 의한 뇌의 국소기능 확인은 분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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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Goltz, 1881). 이에 대한 대안으로 뇌 손상 환자에 대한 연구가 제시되었는데, 뇌 손상 연
구를 통해서 뇌가 상호 연결된 상태일 때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her과 Benson,
1993). 즉, 뇌는 부위별로 고유의 기능이 있다고 하여도 상호 연결된 상태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할 때 고
유의 기능이 제대로 발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뇌기능 연구는 국소적 기능과 기능적 연결성에 대한 연
구가 병행되어왔다 (Friston, 2011).
뇌에 병변이 있는 경우 병변이 발생한 뇌 영역과 손상된 기능을 연결시켜 해당 뇌 영역의 기능을 유추하
는 방식으로 인간 뇌 기능에 대한 탐구를 하였는데, 예를 들어, 특정 뇌 영역의 병변으로 인해 운동 기능
의 장애가 생겼다고 하면 병변이 발생한 해당 뇌 영역은 운동 기능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연구자가 관심 있는 뇌 영역에 국한된 병변을 가진 피험자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간 뇌 기능 연구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인간의 뇌 기능 연구는 뇌영상 방법의 발달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대뇌 피질에 직
접 전극을 삽입하여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은 국소 뇌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주기는 하나 뇌수술
이 필요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반면, 뇌영상 방법은 비침습적이면서 뇌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뿐 아니라 뇌 기능 연구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뇌파 또는 뇌전
도(腦電圖)(electroencephalography; EEG), 뇌자도(腦磁圖)(magnetoencephalography; MEG), 기능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은 현재 뇌 기능 연구를 위해 가장 활발
히 이용되고 있는 뇌영상 방법이다. 뇌 기능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뇌영상 방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신경
세포의 활성화 정도를 탐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EEG 및 MEG는 신경세포의 활성과 연관된 전자기
적 변화를 이용하고, fMRI는 신경세포의 활성과 연관된 혈역학적 변화를 이용한다. 시간 해상도 면에
서는 EEG 및 MEG가 우수하고 공간 해상도 면에서는 fMRI가 우수하기에 (Churchland와 Sejnowski,
1998) 뇌 기능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뇌영상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기술적인 제
한점이 있기는 하나 여러 뇌영상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시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총 5절로 구성되어 있다. 2절에서는 fMRI자료의 수집 방법과 원리를 소개하고 국소적 활성
화를 탐지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3절에서는 뇌기능 연결성의 두 유형, 실용적 연결성과 실질적 연결성
에 대해서 설명하고, 특히 실질적 연결성의 분석에 사용되는 모형들을 소개한다. 이어서 4절에서는, 실
질적 연결성 분석을 위한 방법 중에서 고차원 자기회귀모형의 개발 방법을 기술하고 실제 자료를 사용
해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5절에서는 뇌기능 연결성 분석에서 고차원 모델링을 위한 연구 방향을
언급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2. fMRI 자료 분석
본 논문에서는 통계적 분석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자료 유형 중의 하나인 fMRI에 초점을 맞춰 데
이터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른 뇌영상 방법과 마찬가지로 fMRI를 이용한 뇌 기능 연구는 뇌
의 국소적 활성을 찾는 시도로부터 시작되었다. 활성이 나타나는 뇌영역에서는 포도당 대사가 늘어나며
포도당 공급을 위한 혈류도 증가하게 되는데 혈류 산소수준 종속변화(blood-oxygen-level-dependent;
BOLD)라 부르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포착하여 가시화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fMRI 영상 방법이다
(Huettel 등, 2009). 뇌의 국소적 활성에 따른 이러한 혈역학적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흔히 관심 있는
뇌 기능과 연관된 과제 또는 자극을 계획된 조건 하에서 제시하며 fMRI 데이터를 얻게 된다. 예를 들
어, 운동 기능에 관심이 있다면 Figure 2.1의 실험 계획 예제에서와 같이 피험자가 운동과 휴식을 주기
적으로 반복하는 중에 fMRI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 예제에서는 3초 동안 뇌 전체의 3차원 영상을
한 스캔씩 얻도록 하여 300초에 걸쳐 총 100스캔을 얻도록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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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An example of fMRI experimental design for exploring diﬀerence in neuro-activation between exercise
and rest. The brain is scanned for 3 seconds 100 times.

Figure 2.2. Canonical hemodynamic response function. A neuron activation provokes an increased blood and
nutrient ﬂow to the active neuronal region. This function represents a pattern of the blood and nutrient ﬂow.

Figure 2.1의 예제와 같은 실험 계획은 피험자가 운동과 휴식을 주기적으로 반복했을 때 운동 기능과 연
관된 뇌영역의 경우 휴식 중에는 활성을 나타내지 않고 운동 중에만 활성을 나타내리라는 것을 전제하
고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하에서 기대되는 뇌의 국소적 활성에 따라서 fMRI 신호 크기가 변화할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fMRI 신호는 혈역학적 변화를 통해 신경세포의 활성을 간접적으로 나
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세포의 활성과 혈역학적 변화 간의 연관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두 현상
간의 연관성은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Logothetis, 2008) Figure 2.2에 나타낸 혈역학 반응 함
수(haemodynamic response function; HRF)라고 불리는 수학적 함수로서 근사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이 함수의 형태가 나타내는 대로 신경세포의 활성 이후의 혈역학적 변화, 곧 fMRI 신호 크기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수 초 지연되어 나타나며 그 뒤로 수초 또는 수십 초 동안 여파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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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A generalized linear model for detecting local neuron activation. This model is used for describing
observed fMRI signals as a linear function of the actual fMRI signal and a Gaussian white noise.

실험 계획에 따라서 설정된 과제 수행 또는 자극 제시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뇌의 국소적 활성에 반
응하여 나타나는 fMRI 신호 크기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추정 신호를 사용하여서 실제 측정한
fMRI 신호를 설명한다. 실제 측정한 fMRI 신호는 흔히 설명 변수의 선형 결합에 정규분포를 따르는 백
색 오차를 더해서 나타낸다. 이를 위해서, 일반 선형 모형(general linear model; GLM)을 주로 이용한
다 (Friston 등, 1995).
Figure 2.1의 실험 계획 예제의 경우 30초, 90초, 150초, 210초, 270초 시점에 각각 30초 동안 운동 과제
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제 수행 시간 동안 나타나리라 기대되는 신경세포의 활성에 혈역학 반응 함수
를 적용하여 fMRI 신호 크기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정한다. 이 추정 신호를 일반 선형 모형으로 나타
내면 Figure 2.3과 같다. 이 그림에서는 이 추정 신호와 기저 신호만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했으나 실제
로는 fMRI 측정 신호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있다. 이들 변수로는 신경세포의 활성과는 연관
이 없으나 fMRI 신호 크기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리적 원인의 잡음 및 머리 움직임 등이 있
다.
뇌의 국소적 활성을 탐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일반 선형 모형은 주로 계산 효율을 고려하여 일변량에 대
해 적용한다. 하나의 fMRI스캔이 뇌 전체의 3차원 영상을 구성한다고 할 때 이 영상의 최소 구성단위
를 복셀(voxel)이라고 하는데 뇌 전체의 3차원 영상은 흔히 수십만 또는 수백만 개에 이르는 복셀로서
구성되고 각 복셀에 대해 fMRI 측정 신호가 얻어진다. 따라서 뇌 전체에 걸친 복셀을 한꺼번에 다루는
다변량 일반 선형 모형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고 대개 복셀 별로 일변량 일반 선형 모형을 반복적으
로 적용한다. 복셀 별로 일변량 일반 선형 모형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t-값, F -값 등의 통계량을
계산하여 이 통계량을 해당 복셀에 매핑하는 과정을 통계적 모수 매핑(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
SPM) (Friston 등, 1995)이라고 부르고 매핑한 값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입혀 나타내게 되면
Figure 2.4의 왼쪽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뇌의 국소적 활성을 찾기 위해서 이 매핑 결과
에 통계적 유의수준을 적용하면 Figure 2.4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실제로는 이 유의수
준 적용 과정에서 일변량 일반 선형 모형의 반복적 적용에 따른 다중 비교(multiple comparison) 문제
등 여러 가지 통계적 문제들을 고려한다 (Genovese 등, 2002; Nichols와 Hayasaka, 2003).
Figure 2.4의 오른쪽 그림은 Figure 2.1의 예제와 같은 실험 계획 하에서 fMRI 데이터를 얻어서 Figure
2.3과 같은 일반 선형 모형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t-값의 통계량을 계산하여 p-값 0.001의 유의수
준을 적용한 후 얻은 것이다. 이 예제에서는 운동 과제 수행 중 일차 운동 피질(primary motor co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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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Voxelwise activity levels (left) and voxels signiﬁcantly activated (right). Only a slice is shown for
visual convenience.

M1), 전운동 영역(premotor area; PMA), 운동 보조 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 SMA) 등 운동
피질 상의 여러 뇌영역의 활성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3. 뇌 기능의 연결성 분석 방법
뇌 영상 방법을 이용한 뇌 기능 연구로서 뇌 기능에 따른 뇌의 국소적 활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다른 관점에서의 뇌 기능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소적 뇌영역의 역할뿐 아니라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진 다른 뇌영역 간의 연결성을 통한 역할에도 주목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의 차이는 뇌기능의 발현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도 연관되는 것으로서
기능적 분리(functional segregation) 관점에서는 뇌 기능이 국소적 뇌영역의 역할에 기인하여 발현된다
고 보는 반면,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 관점에서는 뇌 기능이 서로 다른 뇌영역 간의 연결
성에 기인하여 발현된다고 보는데, 최근의 견해에서는 이 두 관점이 서로 배타적이기보다는 상보적인 것
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Friston, 2005).
fMRI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뇌 기능 연결성 분석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고, 연결성의 종류
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통계적 상관관계에 기반한 실용적 연결
성(functional connectivity)을 추정하는 분석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인과관계와 연관된 실질적 연결
성(eﬀective connectivity)을 추정하는 분석 방법이다 (Friston, 2011). 관심있는 여러 뇌영역에서 시계
열 신호를 추출하고 이 시계열 신호의 관계를 분석하여 해당 뇌영역 간의 연결성을 추정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Figure 2.1의 예제와 같은 실험 계획 하에서 얻은 fMRI 데이터에 대해 M1, PMA, SMA 등
운동 피질 상의 세 뇌영역 간의 연결성을 분석하고자 하면 먼저 Figure 3.1에서와 같이 각 뇌영역에서
시계열 신호를 분석한다. 관심있는 개별 뇌영역(region of interest; ROI)의 공간적 범위는 뇌 기능적인
기준에서 Figure 2.4의 오른쪽 그림에 표현한 것과 같은 국소적 뇌활성의 범위로 한정할 수도 있고 뇌
해부학적인 기준에서 기존에 알려진 해부학적 특징에 따라 구분되는 범위로 한정할 수도 있는데 흔히 그
공간적 범위가 여러 복셀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뇌 영역에 포함된 여러 복셀의 시계열 신호의 대
표값으로서 해당 뇌영역의 시계열 신호로 사용한다.
서로 다른 뇌영역에서 추출한 시계열 신호의 관계는 가장 간단하게는 Figure 3.2의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상관관계(correlation)로서 나타낼 수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 모형 기반의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Figure 3.2의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나타낼 수도 있다. Figure 3.2의 왼쪽 그림은 세 뇌영역 간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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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Time-series signals measured at three brain regions in the parietal cortex.

용적 연결성을, 오른쪽 그림은 세 뇌영역 간의 실질적 연결성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뇌영역
간에 실질적 연결성이 있다면 이는 실용적 연결성도 함의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용적 연결성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실질적 연결성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두 뇌영역 간에 인과관계, 곧 서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없더라도 제 3의 뇌영역을 통한 간접적 영향에 의해 통계적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기 때
문이다. Figure 3.2의 오른쪽 그림에 표현한 세 뇌영역 간의 실질적 연결성은 동적 인과 모형(dynamic
causal model; DCM) (Friston 등, 2003; Penny 등, 2004)을 이용하여 추정한 것이다.
뇌의 국소적 활성을 탐구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일변량 일반 선형 모형은 과제 또는 자극에 따라 각
복셀에서 fMRI 신호로 나타나는 출력을 설명한다고 보는 반면, 동적 인과 모형은 과제 또는 자극에 따
라 각 뇌영역에 대해 주어지는 입력뿐 아니라 해당 뇌영역과 실질적 연결성을 갖는 다른 뇌영역과의 관
계에 의해서도 fMRI 신호를 설명한다고 본다. 이러한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Figure 3.3이다.
이러한 면에서 실제 측정한 fMRI 신호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동적 인과 모형은 일반 선형 모형의
확장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선형 모형에서와 같이 입력과 출력 사이의 과정을 혈역학 반응
함수로서 함축하여 기술하는 대신 신경세포 활성 상태와 혈역학 상태를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기술함으
로써 fMRI 측정 신호를 더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다.
Figure 3.1의 세 영역, M1, PMA, SMA에서의 활성화 상태를 x = (x1 , x2 , x3 ) 로, 외부로부터의
PMA에 대한 자극을 u ∈ {0, 1}로, 신호 잡음을 η로 나타내고 g(x, u, θ)를 3 영역에서의 뇌신경 활성화
변화율을 나타내는 함수라고 하면, 실제 변화율 ẋ은
ẋ = g(x, u, θ) + η

(3.1)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θ는 이 상태공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수벡터이다. 그런데 뇌신경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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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Functional connectivity among the three regions in the parietal cortex estimated by correlation coefﬁcients (left) and eﬀective connectivity estimated through a DCM (right). The arrows represent causal relations.

Figure 3.3. Conceptual comparison of GLM and DCM in the input-output process of fMRI experiment.

상태는 직접 관찰할 수 없으므로, 예를 들어서 BOLD와 같은 혈액산소의 변화량을 관찰해서 뇌신경 활
성화에 대한 반응 y를 관찰함으로서 뇌신경 활성화 상태를 역추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반응 측정치
를 x, u, θ의 함수로서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 = h(x, u, θ) + ,

(3.2)

여기서 은 측정오차를 나타낸다. 위 두 식을 각각 상태공간 모형(state-space model) 과 측정 모
형(measurement model)이라고 부르며 묶어서 상태공간-측정 모형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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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공간-측정 모형을 Figure 3.1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ẋ = θx x + uθxu x + θu u + η
θx =

∂g
;
∂x

θxu =

∂2g
;
∂x∂u

θu =

∂g
.
∂u

Figure 3.2의 오른쪽 그림에 상응하는 DCM모형에서의 θ행렬은 아래와 같다.
⎡
⎤
⎡
⎤
⎡
⎤
0 0 0
0
−0.3948 0.8606 −0.5077
⎢
⎥
⎢
⎥
⎢
⎥
θx = ⎣ 1.2337 −0.3870 −2.0974 ⎦ ,
θxu = ⎣ 0 0 0 ⎦ ,
θu = ⎣ 0.6607 ⎦ ,
−0.1660

0.5094 −0.3706

0 0 0

0

여기서 θxu 가 0-행렬인 것은 외부자극으로 인한 뇌 영역간 역학적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fMRI 데이터에 대해 실질적 연결성을 추정하는 분석 방법으로서 동적 인과 모형 외에 뇌 기능 연구
외의 다른 연구 분야에서 이미 사용해오던 분석 방법인 구조 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Astolﬁ 등, 2004; Buchel과 Friston, 1997; Kim 등, 2006; McIntosh 등, 1994), Granger 인과관
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Goebel 등, 2003) 등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실질적 연결성을 추정하고자 할 때 어떤 분석 방법이 더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다
(Friston 등, 2014). 또한, 실용적 연결성을 추정하는 것에 비해 실질적 연결성을 추정하는 것은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신경세포의 활성과 혈역학적 변화 간의 연관성에 의존하는 fMRI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
하지 않은 분석 방법은 실질적 연결성을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구체적 표현력은 떨어지더라도 실
용적 연결성을 분석하는 간단한 분석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Smith 등, 2011).
앞의 두 식 (3.1)과 (3.2)로 표현된 상태공간-측정모형을 자료 생성모형이라고 본다면, 무엇을 측정하느
냐에 따라서 측정모형 함수 h가 달라질 수 있다. EEG와 MEG는 각각 뇌신경회로를 흐르는 전류에 대
해서 전압의 변화와 전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고, fMRI는 BOLD변화를 측정한다. 이런 이유로 측정
장비에 따라서 반응측정치 y가 다르게 표현된다. 뇌신경세포의 활동 변화를 민감하게 측정하는 데에는
EEG와 MEG가 더 적합하지만 공간적 해상도는 좀 떨어진다. 그런 반면에 활동 변화 탐지의 민감도는
좀 떨어지지만 공간적 해상도에서는 fMRI가 높게 나온다. 따라서 다른 장치들에서의 측정 결과를 결합
해서 활용하면 시공간적 해상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로 다른 뇌영역 간의 연결성을 추정하였다면 이러한 연결성 양상은 Figure 3.4에서와 같이 점과 선으
로 구성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고 뇌 전체에 걸친 연결성을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다. 실
용적 연결성인지, 실질적 연결성인지에 따라, 그리고 연결성 유무만을 고려하는지, 연결성 강도의 차이
를 고려하는지에 따라 그래프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뇌를 일종의 네트워크로 보고 여러
상태에서의 뇌의 특성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Bullmore와 Sporns, 2009).
DCM모형은 뇌신경세포 활성화 반응을 잘 반영한 모형이다. 그런데 모형개발에서의 복잡성도 그만
큼 커지기 때문에 모형에 포함된 뇌영역은 대부분 10개 이내였다 (Daunizeau 등, 2009). DCM 모형
은 확률적 편미분방정식을 이용하는 연속시간 시계열모형을 다루고, 이와 대응되는 이산시간 모형으로
는 통계적 시계열 모형이 있다. 통계적 시계열 모형을 EEG나 MEG영상 자료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2008년경부터 fMRI자료에 적용하는 연구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Friston, 2011). 이것은 통계적 시계
열 모형의 모수추정 방법과 이론이 잘 개발되었고 생물정보학 분야 (Opgen-Rhein과 Strimmer, 2007;
Schäfer과 Strimmer, 2005) 등 다른 분야에서 고차원 다변량 시계열 모델링에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어
서 기술적 활용성이 높아졌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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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Functional neuro-connectivity in networks. The connectivity can be expressed in various types of
edges.

혈역학적 반응의 특성상 fMRI자료에서의 시간적 민감성은 떨어지지만 Figure 2.2에 나타난 바와 같
은 HRF함수의 특징을 적용해서 뇌기능의 근사적 연결성을 모델링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fMRI의 시간 지연 현상문제를 개선함으로서 시계열 모형을 사용한 연결성 모델링 방법의 연구가 주목
을 받고 있다 (Deshpande 등, 2010).

4. 고차원 뇌기능 연결성 모델링
Haxby 등 (2011)은 fMRI영상 자료를 사용해서 뇌의 시각중추신경 영역(ventral temporal cortex)을
복셀수준으로 세분화해서 반응변화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영역 세분화에 의한 분석을 통해서 전통적
으로 사용되어 온 해부학적 뇌 영역의 기능적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연구결과이다. 뇌기능 연결성 분석 방법으로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DCM과
SEM, 시계열 모형을 통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연결성 분석 방법이 있고, 상관계수와 편상관계
수(partial correlation)를 이용한 대칭적 관계에 바탕을 둔 연결성 분석 방법이 있다 (Marrelec 등,
2009). 상관계수는 두 변수 사이의 선형적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기 때문에 비선형적 관계는
제대로 표현이 안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Kullback-Leibler(KL) 정보발산(information
divergence)지수를 이용함으로써 상관계수로 놓칠 수 있는 연결성을 탐지할 수 있다 (Zhou 등, 2009).
상관계수와 KL정보발산 지수는 뇌영역 사이의 실용적인 연결성 파악에 적절한 지수인데, 실질적 연
결성은 뇌의 기능적 특성상 활성화의 시간차이로 판단한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인과적 연결성(causal
connectivity)이라고 부른다. 실질적 연결성은 뇌신경회로에서 신경단위(뇌신경세포 또는 뇌 영역)들
사이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로 나타내진다. 이 강도는 해당 시냅스에서의 신경전달 강도로 해석할 수 있
다 (Stephan과 Friston, 2011). 뇌신경 실질적 연결성 모델링에서 연속시간 모델링은 앞에서 설명한
DCM모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데, 이 모형에서 다루는 뇌영역(또는 변수)의 수는 지극히 제한적이
었다 (Friston, 2011). 이러한 상황은 SEM모형이나 graphical causal model(GCM)에서도 마찬가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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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뇌의 각 부위에서의 고유 기능이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침습형 뇌활동 측정을 위한 뇌부위의 개수
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임상적 실험의 경우에는 특정 뇌 기능에 국한해서 기능
분석을 하기 때문에 관심 영역의 수가 제한적이었다. 그렇지만 뇌영상자료 수집기술의 발전과 뇌의 국
소기능의 분류 세분화와 더불어서 Haxby 등 (2011)에 암시된 바와 같이 뇌영역의 기능적 연결성 분석
도 세분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뇌영역 세분화는 향후 뇌과학에서 고차원 모델링을 위한 수학 및 통계적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고차원 모델링은 많은 경우 고차원 희소자료 문제와 직결되는 데, 이미 생물정보학 분야
에서 연구개발 된 모델링 방법들 중에서 다변량 시계열 모형에 적용된 방법을 뇌기능 연결성 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다.
Lee 등 (2016a)은 뇌기능의 효과 연결성 해석에 중요한 모형으로서 벡터 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ve; VAR)모형의 개발을 위한 희소자료문제를 베이즈접근법으로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잡음분포를 하
나의 정규분포로 하지 않고 혼합형 정규분포를 가정함으로써 VAR모형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였으며, 모
형의 회귀계수와 잡음의 분산구조에 대한 선험분포를 설정하였다.
식 (3.2)에서의 반응변수 y가 yt = (yt1 , yt2 , . . . , ytd ) , t = −p + 1, −p + 2, . . . , T 로 표현되는 d-차원 시
계열이라고 하자. 이것이 VAR모형을 따른다고 하고
yt = Ψ  x t +  t

(4.1)



, . . . , yt−p
로 주어졌다고 하자. 여기서 xt = (1, yt−1
) 는 (dp + 1)- 벡터이고 Ψ는 (dp + 1) × d 회귀계
수 행렬이다. 또한,
−1
2

 t = zt δt

(4.2)

로 주어지는 데, 여기서 zt ∼ Nd (0, V)이고 δt 는 (0, ∞)에서의 분포를 갖는 확률변수이다.
모수 추정에서는 희소자료 문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축소추정방법을 사용하였는데 Lee 등 (2016a)
은 최적 축소지수(λ)가 VAR모형의 회귀계수(Ψ), 표본크기(T ), 모형의 차원(d), 모형의 시차 도
수(time-lag order)(p)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관계식은 실제자료 {yt }에 가장 가깝
게 자료가 생성될 수 있는 회귀계수 Ψ가 되도록 λ를 표현한 것이다. 그 관계식은 아래와 같다 (Lee 등,
2016a, Theorem 3).
λ=

d2 p + d
,
η(T − 1) + d2 p + d

(4.3)

여기서
η=

d(m0 + T )Ψ2F
trace(L0 ) + T E[δ1 ]E[δ1−1 ]trace(V)

이고 m0 와 L0 는 각각 V의 선험분포인 역위샤트(inverse Wishart)분포의 자유도와 척도행렬이고
Ψ2F 는 Ψ의 모든 구성성분값들의 제곱합이다. 식 (4.3)의 분자 분모를 d2 p + d로 나누면
λ=

1
η(T − 1)/(d2 p + d) + 1

(4.4)

가 되는데 d2 p + d는 VAR모형의 회귀계수의 개수이므로
d(m0 + T )Ψ2
η(T − 1)
=
2
d p+d
trace(L0 ) + T E[δ1 ]E[δ1−1 ]trace(V)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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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An example of the ﬁve task types

로 표현되고, 여기서 Ψ2 는 회귀계수제곱의 평균값이다. 식 (4.4)와 (4.5)로부터 λ와 모형의 다른 요소
들과의 관계를 더 명료하게 볼 수 있다. 잡음의 분산구조에 의한 영향과 회귀계수에 의한 영향이 축소지
수와 어느 정도로 서로 상반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축소지수 관계식을 이용함으로써 잘 알려진 베이즈 축소추정방법 (Ni와 Sun, 2005)이나 비모수적 축
소추정방법 (Opgen-Rhein과 Strimmer, 2007)에 비해서 성능이 적어도 비슷하거나 더 좋았으며 계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p = 1이고 d = 50인 VAR모형의 모수추정에 소요된
시간이 T = 40일 때, 1.2초 대 86.8초의 비율로 계산 시간이 감소했다. 전통적인 베이즈 축소추정방법
에서는 모형의 차원이 증가할수록 MCMC방법과 확률적 계산의 반복횟수가 차원의 증가율에 비해서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차원 모델링에서는 Lee 등 (2016a)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방법을 기존의 베이즈 축소추정방법과 구분하기 위해서 베이즈 방법-2라고 부르겠다.
4.1. 고차원 VAR모델링 사례
베이즈 방법-2를 실제 fMRI자료에 적용해서 뇌기능 인과적 연결성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여기서
fMRI자료는 27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시에 도형문제
를 풀게 하였는데, 총 5가지 유형의 도형문제를 사용하였다. 이 유형의 예시가 Figure 4.1에 주어졌는
데, 위부터 아래로, 도형완성(picture completion), 도형 회전(mental rotation), 전개도(surface development), 통과자국(aperture passing), 구멍뚫기(hole punching) 순이다. 이것을 차례대로 과제
1, . . . , 5로 부르겠다. 이 유형들은 교육심리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공받았으며 일부 분석 결과가
Lee 등 (2016b)에 소개되었다. 자료수집에 사용한 장비는 ISOL FORTE scanner(ISOL Technology,
Korea)이고 3 Tesla로 작동되었고, 수집방식은 T2∗ single-shot echo-planar imaging(EPI) sequence
방식이다. 영상의 구체적 사양은 아래와 같다.
repetition time(TR) = 35msec,
matrix size = 64 × 64,

number of slices = 36,

slice thickness = 3mm,

ﬁeld of view = 220mm × 220mm.

각 참가자는 MRI영상 촬영 중에 문제 유형당 3문제씩 총 15개의 문제를 풀게 된다. 그리고 한 문제를
푸는 시간이 21초이고 머리전체를 한번 스캔하는 시간이 3초이므로 문제당 표본크기가 7 이다. 문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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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r task type 1

(b) For task type 2

(c) For task type 3

(d) For task type 4

(e) For task type 5
Figure 4.2. VAR model structures for the 5 task types. Each of the structure is of the top 50 edges in edge
strength. The brain is viewed from the back (left) and from the top (right) of the brain. The red arrow means
a positive (+) eﬀect and the blue one a negative (-) eﬀect. This result is of a participant who is ranked the top
third in the task score among the 27 participants.

Modelling of functional neuro-connectivity

1141

(a) For task type 3

(b) For task type 4

(c) For task type 5
Figure 4.3. VAR model structures for task types 3, 4, and 5. The brain is viewed from the back (left) and from
the top (right) of the brain. The red arrow means a positive (+) eﬀect and the blue one a negative (-) eﬀect. This
result is of a participant who is ranked the top third in the task score among the 27 participants.

형 당 3개의 문제가 주어지므로 문제 유형당 표본크기는 T = 21이다. 뇌 영역은 총 82개의 브로드만
영역(Brodmann area)으로 나눠서 이 영역간 활성화의 인과적 관계를 보기 위해서 VAR모형을 적용하
였다. 따라서 이 자료에 대한 VAR모형은 T = 21, d = 82이다. 분석 결과 모형의 시차도수 p = 1이 최
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정할 회귀계수는 총 822 + 82 = 6806개이다.
베이즈 방법-2를 적용해 얻은 VAR모형에 의한 뇌기능 인과적 연결성 분석 결과가 Figure 4.2와 4.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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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 Figure 4.2는 전체 27명의 참가자 중에서 종합점수가 3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문
제유형별 인과적 기능 연결상태를 보여준다. 이 그림은 연결강도가 상위 50위 안에 드는 연결만 나타
낸 것인데, 이를 통해서 문제 유형별로 문제 풀이과정에서 뇌영역간 활성화 관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 유형 1과 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국지영역기반 오류탐지율(local area-based
FDR) ≤ 0.2) (Strimmer, 2008) 기능적 연결이 50개 이하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영역간 인과적 관계가
양(+)이면 활성화상태가 상호 동일한 방향임을 의미하고 이것은 빨간 화살로 표시했다. 그 반대로 인과
적 관계가 음(−)이면 활성화 상태가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됨을 의미하며 파란 화살로 표시했다.
문제 유형 3, 4, 5는 유의한 연결이 50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들에 대한 인과적 연결의 전체 구
조가 Figure 4.3에 있다. 두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제 유형 1(도형 완성)과 4(통과 자국)는
영역간 활성화 관계가 음인 반면에 나머지 세 유형은 양의 활성화 관계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영역과 상대적으로 많이 연결된 뇌영역(이것을 허브라고 부른다)들의 위치도 유형별로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뇌기능 연결성에서의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인지심리학자나 뇌과학자들에게 도형문제
에서의 문제 유형이 인지심리학적 측면에서 어떤 차별성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게 해주는 근거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신경세포 수준에서의 실질적 연결성에 대한 모델이 보다 정교해질수록, 신경세포의 상태를 1상(one
state)으로만 기술하기보다는 흥분성(excitatory)과 억제성(inhibitory)의 2상(two states)으로 세분화
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Marreiros 등, 2008). 더 나아가 신경세포의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므로 흥분성 신경세포를 소극별신경원(spiny stellate cells) 과 피라미드 세포(pyramidal cells)로
세분화하여 억제성 신경세포, 소극별신경원, 피라미드 세포에 따른 계층적인 연결성까지를 기술하는 것
이 가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교한 신경세포 수준 모델에 기반하여 신경영상 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신경영상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경세포 수준에서의 뇌 기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동물의 경우 신경세포에 직접 전극을 꽂고 신경영상 자료를 얻음으로써 미시적 수준에서 뇌 기능을 이해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침습적인 방법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fMRI,
EEG, MEG 자료 등에 의한 거시적 수준에서의 현상들을 미시적인 수준의 현상들과 결합시킬 수 있다
면 사람의 뇌기능에 대한 이해가 통합적인 뇌기능뿐 아니라 세분화된 국소적인 기능에 이르기까지 확대
되고 정교화될 것이다. 이를 위한 통계적 이론과 방법론의 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DCM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계산이 복잡하여 모델에서 다룰 수 있는 뇌 영역의 수가 실제적으로는 제한적
이어서 많은 뇌 영역들 사이의 실질적 연결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fMRI
자료의 경우 EEG, MEG 자료 등에 비해 시간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fMRI 자료만으로는
시간적인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SEM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모형의 구조
에 대한 가정이 적절치 못할 경우에 모수 추정 결과가 왜곡될 수 있고, 모형의 차원에 의해서 추정가능
모수의 개수가 제약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뇌 영역들 사이의 연결성을 신경세포 수준에서 기술
할 수 있으면서, 공간적으로 보다 광범위의 뇌 영역들을 다룰 수 있고 시간적으로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
하게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다변량 시계열 모형의 활용성이 뇌과학분
야에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도 이 모형의 사용빈도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뇌기능 연결성은 뇌신경회로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변환해서 표현할 수 있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은 뇌활동은 신경물질의 화학적 전달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신경회로 상에서의 역학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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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뇌영역 사이의 연결망은 다양한 유향적(directed) 선분으로 표현되는데, 이웃하는 영역들
사이의 영향이 상호적(bi-directional), 일방적(uni-directional), 또는 순환적(cyclic)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역학적 관계가 DCM과 SEM, 다변량 시계열 모형으로 표현가능하다.
이 세 모형의 개발과정에서 뇌 영역들 간의 실질적인 연결성에 대한 가정이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
므로 자료 기반 방법 등의 분석 방법을 활용함은 물론이고 해부학적 연결성 등의 정보도 활용함으로써
뇌 영역들 간의 실질적인 연결성에 대한 보다 타당한 가정을 수립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diﬀusion
tensor imaging(DTI) 자료 기반의 신경섬유다발 추적에 의해 사람에서도 비침습적으로 해부학적 연결
성을 가시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 연결성과 해부학적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해부학적
신경섬유 정보를 기능적으로 연관된 뇌 영역들 사이의 실질적 연결성을 기술하는 모델에 체계적으로 반
영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Kim 등, 2006).
끝으로, 뇌과학분야의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다. 뇌의 국소적 기능에 대한 확인이 현재 진행형이고, 따
라서 기능의 연결성과 관련된 연구도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영상기술의 발달로 뇌의 기능적
영상자료는 분석기술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세분화되고 있다. 뇌과학에서도 이미 빅데이터 시대이다.
그렇지만 뇌의 활동을 역학적 측면에서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기까지 우리들의 뇌는 미
지의 세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기에 통계학의 도움이 필요하고 많은 통계학자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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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뇌기능 연결성 문제는 뇌의 신경역학적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미에서 뇌과학에서 주요 연구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자료를 뇌활동에 대한 반응 자료의 주요 형태로써 선택하였는데, 이
fMRI자료는 높은 해상도 때문에 뇌과학 연구에서 선호되는 자료 형태이다. 뇌활동에 대한 생리학적 반응을 측정
해서 자료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뇌의 기능적 연결성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고찰하였다. 여기서의 전제란 상태공
간 및 측정 모형을 다룬다는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상태공간 모형은 뇌신경역학을 표현한다고 가정한다. 뇌기능
영상자료의 분석은 무엇을 측정하였느냐에 따라서 분석방법과 그 해석이 조금씩 달라진다. 실제 fMRI자료를 고차
원 자기회귀모형을 적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논문에 포함하였는데, 이 결과를 통해서 서로 다른 도형문제를 푸는데 서
로 다른 뇌신경 역학관계가 요구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주요용어: 역학인과모형, 실질적 연결, 실용적 연결,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상태공간 및 측정 모형, 구조
방정식 모형, 시계열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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