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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측두구의 동  뇌 연결성 
학습 기반 자폐 진단 시스템

(An Autism Spectrum Disorder Detection System Based on 

Learning Dynamic Connectivity of the Superior Temporal Sulcus)

박 경 원 †     부 석 †     조 성 배 ††

                   (Kyoung-Won Park)     (Seok-Jun Bu)      (Sung-Bae Cho)

요 약 시각 피질 영역과 연결된 상측두구의 기형이 자폐증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가설을 고려하여, 신

경생물학적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두 영역 간의 뇌 기능 연결성을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뇌 영상 이미지 내부의 동적 연결성을 관측치에 근거하여 선택 및 추출할 수 있는 자가집중 

메커니즘과 컨볼루션 순환신경망의 조합을 제안한다. 신경망 내부에서 손실되는 동적 연결성을 보존하기 

위한 계층 간 연결을 포함하는 구조와 자가 집중 메커니즘을 통해 연결성으로부터 자폐 특성을 선택 추출

하는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함으로써 일반화 성능을 고려하면서 두 영역의 동적 연결성 보존하는 기능을 제

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10겹 교차검증으로 평가하고, 기존 최고 자폐 진단 성능을 달성한 앙상블 신경망 

대비 4.90% 성능 향상을 달성한다. 추가로 신경망의 활성화 영역과 신경망 내부 임베딩 벡터 가중치를 시

각화함으로써 제안하는 방법의 자폐 진단 및 뇌 영상 모델링 분야 타당성을 검증한다.

키워드: 자폐 스페트럼 장애, 동적 연결성, 4D 자기 공명 영상, 딥러닝

Abstract Considering a hypothesis that abnormalities in the superior temporal sulcus (STS) 

connected with visual cortex regions can be a critical sign of ASD, autism spectrum disorder, a model 

is required to exploit the brain functional connectivity between the STS and visual cortex to reinforce 

the neurobiological evidence. This paper proposes a deep learning model comprising attention and 

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s that can select and extract the time-series pattern of dynamic 

connectivity between the two regions within the brain based on observations. By integration of the 

extracted autism disorder features from dynamic connectivity through attention with the structure 

containing interlayer connections to preserve the functional connectivity loss within a neural network, 

the model extracts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STS and visual cortex, leading to an increase in 

generalization performance. A 10-fold cross-validation to compare the performance shows that the 

proposed model outperforms the state-of-the-art models by achieving an improvement of 4.90% in the 

ASD classification. Additionally, we use the proposed method to diagnose ASD by visualizing dynamic 

brain connectivity of the neural network layers.

Keywords: autism spectrum disorder, dynamic connectivity, 4D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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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폐 스펙트럼 뇌와 정상의 뇌 사이의 상측두구와 시각 피질 간 기능 연결성 비교

Fig. 1 Comparison of functional connectivity between the superior temporal sulcus (STS) and visual cortex region 

between the autism-affected brain and normal brain

1. 서 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신경 발달 장애로 정의

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광범위한 수준의 복합적 정

신적 장애로서 정신의학 분야에서 현재까지도 여전히 

진단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장애이다. 정신의학 분야의 

오랜 연구를 통해 언어 처리와 생물학전 모션 인식을 

담당하는 상측두구와 시각 피질 영역 간 뇌 기능 연결

성은 자폐 스펙트럼을 진단하는 주된 근거로서 알려졌

다. 그림 1에서 실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은 뇌

와 정상 뇌를 비교하였다. 우측 정상 뇌에서 두 영역 간

의 연결성이 명확하지만, 좌측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

단받은 뇌의 경우 두 영역 간의 동적 연결성이 거의 존

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폐 스펙트

럼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환자별 뇌 활성화 영역의 

변산 요소뿐만 아니라 두 영역 간 동적 요소 모델링 방

법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4D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fMRI)을 고성능 

딥러닝으로 모델링하여 자폐 스펙트럼을 진단받은 환자

의 뇌의 구조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자폐 분류를 자동화

하려는 다변수 시계열 모델링 접근이 도입되었다. 그러

나 자폐 스펙트럼의 큰 원인으로 알려진 상측두구 영역

과 시각을 담당하는 시각 피질 영역 간의 동적인 연결

성을 추출하는 데 있어 기존 도입된 방법은 분류 성능

의 한계가 지적되었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집된 

4D fMRI 데이터를 사용하여 뇌의 상측두구와 시각 피

질 영역 간 동적인 연결성의 가중치를 고려한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며 구현 방법으로 자가집중 메커니즘과 

레지듀얼 컨볼루션 신경망을 결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800명의 4D fMRI 벤치마크 데이터 셋

에 대해 기존 최고 자폐 진단 성능을 달성한 컨볼루션 

신경망의 앙상블 대비 4.90%의 정확도 성능 향상을 달

성했다. 추가로 레지듀얼 네트워크 활성화 영역과 자가

집중 메커니즘과 순환신경망 내부의 임베딩 벡터 대한 

동적 연결성의 가중치를 시각화함으로써 제안하는 방법

의 지폐진단 및 뇌 영상 모델링 분야 타당성의 검증하

였다.

2. 련 연구

표 1에서는 자폐 진단을 위한 최근 2개년도의 딥러닝 

연구를 요약하였다. 최근 딥러닝 연구에서 자폐 진단을 

위해 컨볼루션 신경망의 앙상블을 주된 방법으로 보였

다. 컨볼루션 신경망의 앙상블 방법으로 학습한 사례에

서 0.8490으로 최고 성능을 달성하였다[2]. 구체적으로 

DenseNet, ResNet, Xception, Inception V3 총 4가지 

신경망의 앙상블 평균 구하였고, 뇌의 공간 구조적 특징 

추출에 있어 컨볼루션 연산이 적합함을 보였다. 한편 순

환신경망 기반으로 뇌의 구조적 특징과 뇌 기능 연결성

을 동시에 학습하려는 시도에서는 0.5300의 성능을 달성

하였고, 뇌 기능 연결성의 시계열 모델링에 있어 딥러닝 

모형의 정확도 한계가 알려졌다[7]. 본 논문에서는 공간 

구조적 특징 학습과 더불어 동적 뇌 기능 연결성 모델

링에 적합한 자가집중 메커니즘을 순환신경망에 추가 

구현하는 결합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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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적 뇌 기능 연결성 학습을 위한 자가집중 메커니즘과 레지듀얼 컨볼루션- LSTM 순환신경망 결합 구조

Fig. 2 Integrating the attention mechanism with convolutional-LSTM(Long Short-Term Memory) for dynamic brain’s 

functional connectivity learning

표 1 컨볼루션, 순환신경망, 기계학습 알고리즘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performance among CNN, RNN, 

and machine learning algorithms

Year Purpose
# of 

Subject
Methods Accuracy

2019 Prediction 1112 CNN Combination [3] 72.30%

2019 Diagnosis 279 Ensemble MVTC [4] 72.60%

2019 Classification 872 GCNN [5] 70.86%

2019 Detection 1035 ASD DiagNet [6] 82.60%

2019 Classification 1110 3DCNN -LSTM [7] 53.00%

2020 Classification 1112 CNN Ensemble [2] 84.90%

3. 방 법

3.1 딥러닝 기반 동  뇌 기능 연결성 학습

4D fMRI 이미지에서 뇌의 기능적 연결성은 환자별 

공간 구조적 변산요소를 가짐과 동시에 스캔시간 동안의 

동적 상관관계 특징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자폐 진단 분

야에서는 특히 딥러닝 기반 컨볼루션 신경망 내부에서 

상측두구와 시각피질 영역 간 연결성의 손실을 막고 동

적 연결성으로부터 자폐 특성을 선택 추출해야 한다.

그림 2에서 자가집중 메커니즘과 레지듀럴 컨볼루션

-LSTM 순환신경망을 도식화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학습 단계에서 먼저 깊은 레지듀얼 컨볼루션 신경망을 

통해 동적 연결성의 손실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환자별 

공간적 변산 요소를 추출하고 자가집중 메커니즘과 LSTM 

순환신경망을 통해 상측두구와 시각피질 영역 간 연결성

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폐 특성을 선택 추출하는 신경

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각 컨볼루션 신경망, 자가집중 

메커니즘과 LSTM 순환신경망 결합을 통해 추출된 특징

들이 완전 연결 레이어와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쳐 자

폐 스펙트럼과 정상일 경우를 0과 1 사이의 확률로 계산

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신경망의 학습을 위해 일반적으

로 분류 모델에 사용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와 

Adam 최적화 함수를 사용하였다.

3.2 뇌 연결성 추출을 한 지듀얼 컨볼루션 연산

4D fMRI 이미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로 딥러닝 기

반의 컨볼루션 신경망을 흔히 사용한다. 하지만 기본 컨

볼루션 신경망은 한자별 변산 요소 추출에 한계점을 보

인다. 사람마다 구조적으로 다른 뇌 영역 간 모델링 시 

환자별 공간적 변산 요소 추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컨볼루션 신경망보다 더 깊고 넓은 신경망인 레지듀얼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하였다. 수식 (1,2)에서 레지듀얼 

연산 ⋅  그리고 컨볼루션 연산 ⋅을   번째 층

의   행   열 노드 출력 
 에 대해 정의한다.

  (1)

∑  
  ∑  

  
    

  (2)

레지듀얼 연결은 모든 레이어의 기울기 F`(x)+1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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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한다. 구체적으로 레지

듀얼 컨볼루션은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컨볼루션 신경망 내부에서 동적 연결성의 손실을 최소

화하고, 깊은 레지듀얼 신경망 구조적 이점을 이용해 환

자별 공간적 변산 요소 추출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4D 

fMRI 기반의 자폐 진단에 적절하다.

3.3 동  연결성의 모델링을 한 자가집  메커니즘

4D fMRI 이미지를 이용한 자폐 진단 분야에서 뇌 영

역 간 동적 연결성의 모델링을 위해 자가집중 메커니즘

과 LSTM 신경망을 결합하여 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자가집중 메커니즘에 기반한 LSTM 신경망은 뇌 영역 

상관관계로부터 영역을 선택 및 집중하기 위한 가중치

를 학습한다. 자가집중 메커니즘의 어텐션 점수는 수식 

(3)에서 LSTM 순환신경망의 입력에 출력의 i 번째 상

태를 곱 연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Attention ScoreItOi   It
T × Oi (3)

Attention weightt  
i  

N

Attention Scorei ×hi (4)

전체 가중치 벡터값은 각 레이어의 곱 연산을 통한 

어텐션 점수와 은닉 상태의 곱을 더하는 순서로 수식 

(4)으로 정의한다. 가중치와 LSTM 순환신경망의 출력

이 더해진 정보를 통해 동적인 연결성의 세부적인 추출 

방법이 데이터를 통하여 학습되기 때문에 자폐 특성의 

선택적 추출이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자가집중 메커니즘

과 LSTM 순환신경망의 출력값은 자폐증일 확률과 정

상일 확률로 표현된다.

4. 실험  결론

4.1 데이터 수집  실험 설계

제안하는 자가집중 메커니즘과 레지듀얼 컨볼루션

-LSTM 순환신경망 결합 방법의 검증을 위해 웹 기반 

공유 환경에서 제공하는 preprocessed ABIDE I 데이

터셋을 사용하였다.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을 촬영한 총 

800명의 영상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389명의 자

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받은 그룹과 411명의 정상인으로 

구성된 클래스 비율을 확인하였다. fMRI 영상 이미지의 

출처마다 이미지의 크기와 영상의 길이가 달라 모든 영

상 이미지를 24×24×24 사이즈로 만들어주고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마다 고정된 영상 길이

로 잘라가며 전체 데이터 셋을 생성했다. 슬라이딩 윈도

우의 크기는 10으로 고정하여 데이터 내에서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며 환자당 데이터 샘플을 구성했다. 10겹 

교차검증을 위해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나누지 않고,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내에 동일한 환자가 존재

하지 않도록 환자를 기준으로 10개의 폴드로 나눈다. 첫 

번째 폴트를 테스트 데이터로 나머지 90%는 훈련 데이

터 사용한다. 차례대로 다음 폴드는 테스트 데이터로 사

용하며 총 10회 반복한다.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는 4차원 이미지 시퀀스 모델링

을 위해 레지듀얼 커넥션을 포함하고 있는 4차원 컨볼

루션 블록을 총 2개를 이용하였다. 각 컨볼루션 블록은 

ReLU 활성화함수를 사용하고 3×3×3의 커널 크기의 

128개와 256개의 커널을 통해 특징을 추출하였다. 컨볼

루션 연산을 통해 생성된 특징은 다음 128개의 유닛 수

를 가진 2개의 LSTM 순환신경망을 통해 시계열 특성

을 추출하고 각 레이어의 곱 연산을 통해 어텐션 가중

치를 구한다. 가중치 백터를 포함한 최종 레이어의 특징은 

Softmax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1차원의 MLP 신경

망을 통해 두 가지 클래스를 분류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4.2 정량  실험 결과 분석

그림 3에서 기존의 컨볼루션, LSTM을 포함하는 딥

러닝 신경망 및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4D fMRI 

분류 정확도 측면에서 10겹 교차검증하였다. 레지듀얼 

신경망에서 0.6640, 그리고 LSTM 순환신경망에서 0.7472 

정확도를 달성하지만, 제안하는 방법은 0.8980으로 성능

을 달성하였고 기존 최고 자폐 진단 성능의 컨볼루션 

신경망 앙상블 대비 4.90%의 성능 향상을 달성하였다.

10겹 교차검증 중 가장 우수한 정확도 성능을 달성한 

폴드에 대한 분류 성능 분석표를 표 2로 정리하였다. 제

안하는 방법을 통해 재현율 기준 0.8900의 평균 성능을 

달성함과 더불어 정밀도 기준 자폐 클래스에 대해 0.9200 

성능을 달성하였다.

표 2 신경망 분류 성능 분석표

Table 2 Neural network classification performance analysis 

table

Class Precision Recall F1-score Support

Autism 0.8600 0.9200 0.8900 779

Control 0.9200 0.8500 0.8800 694

Average 0.8900 0.8900 0.8900 1473

4.3 정성  실험 결과 분석

제안하는 모델에서의 동적 연결성 패턴 학습의 타당

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안하는 모델의 레지듀얼 신경망

으로부터 추출된 특징을 분석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제안한 모델을 통해 추출된 4차원 임베딩 벡터에서 기

울기 소실 문제로 인한 동적 연결성 손실 없이, 동적 연

결성 패턴 특징을 유지하여 학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개의 임베딩 벡터를 모두 펼쳐서 확인했을 

때, 동적 연결성의 패턴이 시계열적으로 존재하며 2번

째, 3번째 8번째 벡터의 특징 중요도 맵을 확인할 때, 

실제로 상측두구와 시각 피질 영역 중요도가 높은 것으

로 확인되며 제안하는 방법에서 두 영역 간 동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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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방법별 자폐 스펙트럼 분류 정확도 10겹 교차검증

Fig. 3 Classification accuracy of Autism spectrum disorder using a 10-fold crossvalidation in fMRI imaging data of 

800 patients

그림 4 8번째 임베딩 벡터와 입력 간의 가중치 관계 설명 예시

Fig. 4. An example of illustration of the weight relationship between the 8th embedding vector and the input v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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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학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정상 클래스를 분류하는데 상측두구와 시각 

피질 영역 사이에 높은 중요도를 보인 임베딩 벡터 중 

8번째 임베딩 벡터를 분석해 볼 때, 두 영역 사이에 높

은 중요도를 보였던 2번째, 3번째 입력 이미지에 각각 

0.46과 0.34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학습한 것을 확

인하였다. 그 결과, 제안한 자가 집중 메커니즘이 모델 

내부의 연산에서 두 영역의 높은 중요도를 내포하는 입

력 이미지에 실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학습한 것을 

확인하였고, 비교한 방법 대비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다

는 것을 검증하였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상측두구와 시각 피질 영역 간의 시계

열적 동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학습하기 위해 특징 공간 

학습과 시계열 특징을 학습하는 자가집중 메커니즘과 레

지듀얼 컨볼루션-LSTM 순환신경망을 제안한다. 상측두

구와 시각피질 간의 동적 연결성을 성공적으로 학습함으

로써 기존 딥러닝 알고리즘 대비 최고의 정확도(0.8980)

가 달성됨을 교차검증하였다. 추가로 신경망 내부에서 

활성화된 영역과 임베딩 벡터에 부여된 가중치를 시각화

함으로써 제안하는 모델에서 동적 연결성의 손실 없이 

학습되며 동적 연결성을 내포하는 입력 이미지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학습한 것을 검증하였다.

한편 연결성의 시계열 모델링을 위한 구조로 사용한 

LSTM 신경망은 긴 스캔 시간에 대한 기울기 소실 문

제를 보완해야 한다. 향후 연구로 순환신경망 대신 자가

집중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시계열 모델링을 하는 접근

이 유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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