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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fMRI 촬영  도구와 분석  기술의 발전에 따라  뇌의  활
성정도를  측정하고  해독하는  기술이  산업과  의료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 기존에는  fMRI 뇌영상 이미

지의  차원이  높아  보편적으로 뇌의  일부(Region of 

interest)만을  추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전체  뇌영상(Whole-brain)에  대해  이미지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컨볼루션  신경망  방법을  적용하여  뇌
영상을  찍을 당시에  수행한  인지과제를  분류하는  심
층  3D-컨볼루션  신경망  분류기를  작성하였고  기존의 

기계학습에  기반한  분류기와  비교실험하였다 . 추가
적으로  심층  컨볼루션  신경망의  내부에서  활성화값
이  층별로  군집화하는  것을  시각화하여  분류기를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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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fMRI 분류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을  여러  통계적 모델을  사용하여 

해독하려는  시도가  있다  [1],[2]. 대표적으로  참가자

가  촬영  시점에  어떤  자극범주를  회상  또는  상상하

는지를  분류하는  시도나  참가자가  꿈을  꿀  때  찍은 

뇌영상을  분석하여 꿈의  내용을  분류하는  시도를  들 

수  있다  [3],[4].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뇌영상 해독은  아직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우선  촬영  도구  자체의 한계

점으로 , fMRI는  뇌전도(EEG)나  뇌자도(MEG)와  같은 

다른  도구에  비해  낮은  시간  해상도를  가지기  때문

에  매우  빠르게  변하는  뇌  상태를  잡아내기  어렵다 . 

또한  fMRI는  1~3mm 정도로  다른  도구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공간  해상도를  지니는  반면  대뇌피질 

1mm
2
 에는 약 100,000 개의 뉴런이 존재하기 때문

에 개별 뉴런의 활성화 값을 잡아내기 어렵다. 촬영 

대상인 인간의 뇌자체에도 해독을 어렵게 하는 요소

가 있다. 참가자마다 뇌의 구조와 생김새가 달라 뇌 

패턴의 일반적인 속성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기존의 기계학습에 기반한 fMRI 뇌영상을 사용한 

뇌 해독 방법은 뇌의 전체를 이용하지 않고 뇌 전체

의 일부분만을 사용해서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참가자가 7가지 서로 다른 인지 과제를 수행하며 

촬영한 fMRI 뇌영상에 대해 전체 뇌를 전처리한 뒤 

뇌영상으로부터 인지 과제를 분류하는 분류기를 제

안하였고, 기존의 다른 방법과 비교하였다. 

fMRI 영상의 해독은 의학과 산업 영역에서 주된 차

세대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5]. 실시간 fMRI 뇌

영상 해독 [6], 신경 재활 [7] 그리고 정신질환 진

단 [8]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2. fMRI 데이터  

 

제안하는 3D-CNN 분류기의 학습 및 테스트 데이

터로 사용한 Human Connectome Project(HCP) 데

이터셋은 900명 참가자가 7가지 인지과제를 수행하

며 촬영한 fMRI 데이터(Task-fMRI) 를 포함한다. 

900명의 참가자 중에서 60 명을 임의로 선택하여 

총 84003개의 fMRI 뇌영상을 9:1 비율로 분류기의 

학습과 테스트에 사용하였다 [2]. 7가지 인지과제는 

Emotion, Gambling, Language, Motor, Relational, 

Social, Working memory(WM) 이다. 

Task-fMRI 데이터는 인지과제를 수행할 때 일어난 

두뇌의 혈류변화로 인해 혈관내의 산소와 결합한 철

분의 양을 수치화하여 위치별로 뇌 활성화 값을 측

정한 것이다. 각각의 인지과제는 고유한 뇌 활성화 



값의 3차원 벡터를 갖는다. 그림 1. 에서 각각의 인

지과제에 대해 형성된 3차원 벡터를 2차원으로 시

각화하여 나열하였다. Social 인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의 뇌 활성화 값이 타 인지과제를 수행할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Gambling, Language 인

지과제를 수행할 때의 활성화 값은 서로 비슷하다.  

 
그림 1 - fMRI 뇌영상과 인지과제 별 시각화 

 

2. 관련연구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뇌 전체의 활성화 값을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ROI(Region of interest) 영

역만을 추출하여 해당 부분의 뇌 활성화값만을 입력

으로 사용하였다 [9]. ROI 의 선택과 추출에 따라 

fMRI 뇌영상 해독의 성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ROI 선별의 기준과 전처리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었다. 추출한 뇌 활성화 값을 대상으로 SVM 을 

사용하여 뇌 영상 해독을 하는 사례에서는 뇌 기능

과 뇌 영역 간의 맵핑을 시도하였고, 성공적인 성과

를 통해 해당 연구에서 뇌영상 해독을 위한 기계학

습의 강점을 소개하였다 [10]. Naive bayes 방법으

로 뇌 영상 해독을 시도한 사례 [11] 그리고 

Decision Tree를 사용하여 사람의 학습률과 뇌 내

부의 연결강도를 비교분석한 사례 [12] 에서는 기

계학습 기법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처리 과정

과 fMRI 뇌영상 분류 모델을 소개하였다. 심층 신경

망 방법으로 뇌영상에 대해 촬영당시에 수행하던 인

지과제를 분류하도록 하는 사례에서는 구조적인 속

성을 학습시키지 않은 새로운 참가자에게도 일반적

으로 적용되는 분류기를 만들고자 Subject-transfer 

실험을 하였다 [5]. 

ROI 선별을 하지 않고 뇌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기

계학습에 기반한 방법에 있어서 불필요한 정보가 모

델의 입력으로 사용되어 분류 성능을 하락시키는 문

제가 있다 [13],[14]. 그러나 최근 신경망을 이용한 

딥러닝 학습기법들이 고해상도 이미지 분야에서 그

러한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고차원 입력의 특징를 

성공적으로 추출해내고 있다. [15].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미지에 특화된 심층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

용하여 fMRI 뇌영상을 인지과제 별로 분류하는 분

류기를 제안한다. 

3. 방법 
 

3.1. 전처리  

 

HCP 에서 제공하는 Minimal preprocessing 

pipeline 에 따라 Matlab 과 SPM 을 사용하여 전

처리하였다 [16]. fMRI 뇌영상을 찍는 동안에 발생

한 참가자의 움직임이나 기계 자체의 잡음이나 낮은 

시간 해상도 때문에 뇌영상 데이터에 여러 단계의 

전처리가 필요하다. 영상을 찍을 당시의 머리 각도

를 조정하는 Motion correction 처리 후 fMRI 기계

로부터 획득한 사진의 순서를 재정렬하는 Slice-

timing correction 처리를 통해 시간순의 fMRI 뇌영

상을 획득한다. 고역 통과 필터를 사용해서 뇌영상

의 저주파 영역을 걸러내는 Temporal filtering 과

정 이후 Spatial filtering 과정을 통해 뇌 활성화 값

을 Smoothing 하여 영역별의 군집 양상을 강조한다.  

이후 참가자 간 뇌의 구조적인 속성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 2. 에서 전반적인 전처리 단계

를 시각화하였다 

 
그림 2 - fMRI 데이터 전처리 단계 

 

참가자의 fMRI 영상에서 뇌 전체를 80 x 80 x 80 

벡터으로 두고 x 축, y 축, z 축 세 가지 차원에 대

하여 각각 10 등분하여 8 x 8 x 8 벡터을 구성하였

다. 이때 개별 배열 원소의 활성화 값은 인접한 부

피소들의 평균 값으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

자 간의 뇌 활성화 값의 변산을 줄이기 위해 참가자

마다 뇌 활성화 값이 평균값 1 을 가지도록 정규화

한다. 
 

3.2. 모델  아키텍쳐 

 

기존 연구 중 HCP Task-fMRI 데이터 대상의 심층



신경망 분류기에 뇌 전체가 아닌 일부(ROI) 만을 사

용한 사례가 있다 [5]. 뇌 전체를 벡터화한 경우 차

원이 높아 기존 기계학습 방법에 적절하지 못했으나,  

자동으로 최적의 특징을 학습하여 이미지에서 중요

한 부분만을 뽑아내는 심층 컨볼루션 신경망 방법을 

사용한 분류기를 제안한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컨볼

루션, 풀링연산을 수행하여 이미지에서 최적의 특징

을 추출해낸다 [18],[19]. 

l  번째 컨볼루션층에서 출력되는 벡터 c l  의 원소 

c𝑥𝑦𝑧
l  는 이전 층의 출력 벡터 y l−1 와 m x m x m  크

기의 벡터인 필터 w 에 의해 수식 (1) 의 3차원 컨

볼루션연산을 수행한다. 필터 는 이미지보다 작은 

크기의 벡터로 뇌영상 벡터와 곱해져서 뇌영상 벡터

의 일부를 강조하거나 가리는 역할을 한다. 

𝑐𝑥𝑦𝑧
𝑙 =  ∑ ∑ ∑ 𝑤𝑎𝑏𝑐 𝑦(𝑥+𝑎)(𝑦+𝑏)(𝑧+𝑐)

𝑙−1
𝑚 −1

𝑐 =0

𝑚−1

𝑏=0

𝑚−1

𝑎=0
 ⋯ (1) 

l 번째 풀링층에서는 이전 층에서 입력된 N x N 크기

의 벡터의 k x k 영역으로부터 하나의 최대값을 대표

값으로 고르는 수식 (2) 의 최대값-풀링연산을 수행

하고 
N

k
 x 

N

k
 크기의 벡터를 출력한다 [21]. T 는 풀

링거리로 풀링연산을 수행할 영역의 거리이다.  

p𝑥𝑦𝑧
l = max

𝑟∈𝑅
𝑐𝑥𝑦𝑧 ×𝑇

𝑙−1                             ⋯ (2) 

컨볼루션, 풀링연산을 반복하여 수행해서 뇌영상 벡

터가 분해되고 분류기 하단의 l  번째 완전연결층에 

도달하게 되면 수식 (3) 에 의해 각 노드의 값이 결

정된다. w𝑗𝑖
l−1는 l − 1 번째 층의 i  번째 노드와 l  번

째 층의 j  번째 노드 사이에 곱해지는 값이고, 마지

막 풀링층에서 출력한 벡터 p𝑖
l −1  는 비선형 시그모

이드 함수 σ  에 의해 출력된 뒤 Bias bi를 더한 뒤 

w𝑗𝑖
l−1 와 곱해진다.  

h𝑖
l = ∑ 𝑤𝑗𝑖

𝑙−1(𝜎(𝑝𝑖
𝑙−1) + 𝑏𝑖)

𝑗

                   ⋯ (3) 

마지막으로 완전연결층 최하단의 L 층에서 Softmax 

층에서 실제 인지과제의 종류 c  와 인지과제의 수 

Nc 에 대해 수식 (4) 에 의해 뇌영상이 속한 인지과

제의 확률을 출력한다. 

P(c|p) = arg max
𝑐 ∈𝐶

𝑒𝑥𝑝 (𝑝𝐿−1𝑤 𝐿 + 𝑏𝐿 )

∑ exp (𝑝𝐿−1𝑤𝑘)
𝑁𝑐

𝑘=1

        ⋯ (4) 

이어서 역전파 알고리즘에 의해 분류되어야 하는 인

지과제와 맵핑되도록 분류기 내부의 파라미터를 수

정하며 학습과정이 진행된다 [23]. 

그림 3. 에서 제안하는 일반적인 컨볼루션 신경망을 

3차원 컨볼루션 연산을 위해 개선한 것이다. 상단부

터 3차원 연산을 위한 데이터 재배열층, 이후 3회의 

3 x 3 x 3 컨볼루션과 2 x 2 x 2 풀링연산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완전연결층을 사용하였다. 컨볼

루션과 풀링연산을 사용하는 디자인은 이미지 분류

에서 주로 사용되며 MNIST, CIFAR 와 ImageNet 

대상의 이미지 분류 대회에서 최고의 성능을 거두었

다 [15],[20]. 추가적으로 과적합 문제를 피하기 위

한 Drop-out 레이어를 사용하였다 [21].  

 
그림  3 - 제안하는 3D-컨볼루션 신경망  분류기 

 

분류기는 fMRI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자신의 클

래스(7가지 인지과제)를 출력하도록 학습하였다. 활

성화함수로는 컨볼루션 신경망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ReLU 함수보다 버리는 데이터의 양이 적

다고 알려진 Hyperbolic Tangent 함수를 사용하였

고, 현실적인 시간이면서 학습이 충분히 완료되는 

500회 반복학습을 진행하였다. Batch 사이즈를 메

모리가 허락하는 한 최소화하여 과적합 문제에 대처

하였다 [22]. 
 

4. 결과 
 

제안하는 심층 3D-컨볼루션 신경망 방법을 사용한 

분류기와 기존의 기계학습 기반 분류기의 성능을 비

교하기 위해 모든 참가자의 뇌영상 데이터를 섞은 

뒤 10% 의 테스트 데이터를 제외하며 총 10겹 교

차검증하였다. 

표 1 - 기계학습 방법 별 10-CV 결과 평균 

Methods 
Decision 

Tree 
AdaBoost LDA 

MLP 

[500x3] 

Test 

Accuracy 
0.2873 0.3181 0.3502 0.3540 

 

Methods QDA 
Nearest 

Neighbor 

CNN 

[2D] 

CNN 

[3D] 

Test 

Accuracy 
0.4860 0.6926 0.7712 0.7914 

 

표 1. 에서 10회 실험의 평균을 기록하였다. 컨볼루

션연산에 기반한 심층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한 방

법의 테스트 정확도가 77.12% 로 기존 방법의 정확

도보다 명확하게 높았다. 특히 같은 심층 컨볼루션 

신경망 방법을 사용한 분류기이지만 3차원 구조적

인 속성을 활용한 분류기의 정확도는 79.14% 로  

3차원 구조적 속성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보다 2% 



정도의 정확도 상승을 보였다. 

신경망의 학습과정에서는 역전파 알고리즘에 의해 

내부의 파라미터를 미분하여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값으로 노드를 갱신하는데, 이때 다른 노드의 값이 

반영되어 과적합 문제가 발생한다 [21]. 따라서 표 

2. 에서 신경망 방법의 과적합 여부를 알아보기 위

해서 학습과 테스트 정확도를 반복회수별로 나타내

었다. 학습이 진행될 수록 기존의 MLP 방법이나 3

차원 구조적 속성을 활용하지 않은 심층 컨볼루션 

신경망 방법과 달리 제안하는 모델의 학습과 테스트 

정확도가 함께 상승하였고, 300회에 이르러 테스트 

정확도가 약 80% 에 수렴하였다. 3차원 구조적 속

성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컨볼루션 신경망의 경

우 전형적인 과적합 문제가 발생하였다. 

표 2 - 반복회수 별 학습 및 검증 정확도 

Epochs 100 200 300 400 500 

3D-CNN 

Train accuracy 
0.7112 0.7970 0.8615 0.8950 0.9132 

3D-CNN 

Test accuracy 
0.7234 0.7666 0.7923 0.7909 0.7851 

2D-CNN 

Train accuracy 
0.9995 0.9989 1.0000 1.0000 1.0000 

2D-CNN 

Test accuracy 
0.7357 0.7165 0.7197 0.7230 0.7196 

MLP(500x3) 

Train accuracy 
0.2231 0.2339 0.2479 0.2961 0.4027 

MLP(500x3) 

Test accuracy 
0.2304 0.2354 0.2477 0.2764 0.3663 

 

데이터가 신경망에 입력되면 심층으로 갈 수록 각 

노드의 파라미터와 곱해진 뒤 비선형함수에 의한 활

성화함수값을 출력하는데, 직관적으로 모델의 학습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 그림 5. 에서 출력층에서 출

력된 활성화함수값의 분포를 t-SNE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입력 초기의 여러 뇌영상 패

턴이 서로 뒤섞인 것에 비해 모델 심층으로 갈 수록 

인지과제 별 뇌 활성화값 패턴이 군집화하는 것으로 

분류기의 학습 정도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6. 에서 최하단 완전연결층에서 출력된 활성화

함수값을 t-SN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참가자 간 또는 참가자 본인의 변산이 높은 뇌 활성

화값 패턴들은 군집화하지 않고 중앙에 뒤섞여있지

만, 전반적으로 인지과제 별로 뇌 활성화값 패턴들

이 군집화하여 가장자리에 분포하였다. 

 
그림 5 - 층별 활성화함수값 분포 

 

 
그림  6 - 출력층에서의 활성화함수값 분포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fMRI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뇌 전체

를 벡터화하여 이미지에 특화된 심층 컨볼루션 신경

망 방법을 사용하여 인지과제와 fMRI 뇌영상을 맵

핑하였다. 심층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한 두가지 

방식과 기존의 방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정량적인 분

석으로 10겹 교차검증하였고, 분류기의 정성적인 분

석을 위해 분류기 내부의 활성화함수값을 2차원공

간에 시각화하였다.  

기존 방식의 분류기는 30%~60%의 정확도를 보이

며 Nearest Neighbor, QDA, MLP, LDA, AdaBoost, 

Decision Tree 순으로 정확도가 높았다. 이 방법들

은 3차원의 구조적 속성을 반영한 복잡하고 높은 

차원의 데이터에 비해 단순하여 뇌영상의 구조적인 

속성을 완전히 학습하지 못하였으나 이에 비해 제안

하는 컨볼루션 방식의 분류기는 77.12% 의 정확도

를 보였고, 나아가 3차원 구조적인 속성을 완전히 

사용하는 심층 3D-컨볼루션 방식의 분류기의 경우 

79.14% 의 정확도를 보였다. 

추가적인 연구로 참가자의 수를 HCP Task-fMRI 



데이터셋 전체(900명) 로 증가시켜 참가자 간 공유

하는 각 인지과제 별의 일반적인 fMRI 패턴을 학습

하는 것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순한 정육면체 모

양의 입력 값보다 실제 뇌 구조와 영역 별 기능을 

최대한 반영한 3차원 입력 값을 사용해서 분류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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