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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윤지원 

협동과정 인지과학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 환자군에서 정상군과 다르게 보여지는 뇌 영역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자군 내 각 개인마다 증상

의 심각도나 인지적 결손이 다양하여 연구결과들은 비일관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상과 관련된 여러 뇌영역들과 인지적 

기능의 관계를 수학적 모델링이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보여주는 연구들

이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ADHD의 주요 증상인 부주의와 충동성 정

도를 각 환자들의 기능적 연결성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수

행되었다.  

커넥톰 기반 예측 모델링(connectome based predictive 

modeling, CPM)은 뇌 연결망과 행동점수간 관계를 모델로 만들어서 개

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다. 본 연구에는 299명의 ADHD 아동

들과 정상아동들이 참여하였다. 대상자들은 특정한 인지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촬영한 휴지기 fMRI 이미지와 Korean ADHD 

Rating Scales(K-ARS) 검사를 통해 측정한 부주의 점수와 충동성 점

수를 CPM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기능적 연결성으로 부주의와 충동성 정

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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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M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5-묶음 교차검증법(5-

fold cross validation)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훈련 데이터로 만들어진 

모델에 시험 데이터의 기능적 연결성 데이터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인 

예측된 임상점수와 실제 임상점수와의 상관을 계산하였다. 예측된 5 묶

음의 시험 데이터의 부주의 점수는 실제 부주의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충동성 점수는 하나의 묶음을 제외하고 모두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CPM을 통해 ADHD의 주요한 증상인 부주의를 

5번의 교차검증으로 모든 시험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개인의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이 ADHD의 주요한 임상 증상 

중 하나인 부주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 CPM,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  

K-ARS,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교차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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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학령전기 또는 학령기 아동들에게서 흔한 

소아정신과 질환이다 (Boyle C. A. et al., 2011, Polanczyk, G. et al., 

2007). 정신장애진단 통계편람 제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th edition；이하 DSM-Ⅴ)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 의하면 ADHD는 주의력 결핍과 

충동성 및 과잉행동이 주요한 임상적 특징이며 3 가지 하위유형, 

“주의산만형 {ADHD-I (inattentive type)}”, “과잉행동-

충동성형{ADHD-HI (hyperactive-impulsive)}”, “혼합형{ADHD-C 

(inattentive and hyperactive-impulsive combined)}”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DSM-Ⅴ에 제시된 ADHD의 하위 유형과 임상적 증상 이외에도 

ADHD 환자군에서 보여지는 임상 양상은 다양하다 (Nigg, J. T. et al., 

2005b, Mostert, J. C. et al., 2015). 이러한 ADHD의 이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ADHD 아동과 정상아동을 판별하는 것뿐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지난 몇 십년간 뇌 영상 연구들은 ADHD 환자의 뇌에서 구조적, 

기능적 이상을 보이는 영역들을 연구하였고 임상증상 또는 인지적 

결손과 연관된 신경연결망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Solanto, M. V. et 

al., 2001). 많은 연구들이 ADHD 환자의 전두엽-선조체-소뇌 부분의 

뇌 부피가 정상대조군과 달리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고 (Seidman, L. J. 

et al., 2005) 이 영역이 ADHD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정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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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임을 발견하였다 (Durston, S. et al., 2011, 

Krain, A. L. et al., 2006).  

“커넥톰”은 뇌에서 노드(복셀 또는 관심영역)와 엣지(노드 간 

연결)로 구성된 모든 연결망을 말한다. 빠르게 발전하는 뇌영상 

방법론들 중 커넥톰 개념을 사용하여 뇌 네트워크를 이미징하는 것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방법들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Sporns, O. et al., 2005, Bullmore, E. et al., 2012)이다. “Small-

worldness”나 “rich-club organization”과 같은 그래프 이론들은 뇌 

연결망 분석에 적용이 되어 특정 노드나 뇌 네트워크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는데 사용되어 왔다(He, Y. et al., 2010, Rubinov, M. et al., 

2010). 이러한 그래프 이론 접근법으로 배측 주의체계, 감각운동 영역, 

디폴트 모드 연결망 그리고 피질하 영역들이 ADHD에서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다(Sripada, C. et al., 2014, 

Wang, L. et al., 2009).   

그러나, 지속적인 ADHD 뇌 영상 분석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들은 분산된 패턴을 보이며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네트워크들로 구성된 인지신경학적 

모델이 신경시스템과 다양한 증상들 간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Stevens, M. C. et al., 2018, Choi, J. et al., 2013, Menon, V. 

et al., 2011). 

 

 

 

제 2 절 연구의 내용 

최근 Finn (2015)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으로 얻은 피험자들의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00632231000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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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연결성 자료를 분석하여 각 개인마다 고유한 기능적 연결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이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행동지표나 

증상과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기능적 연결성의 정보로 

개인의 유동지능(fluid intelligence) 점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Finn (2015)이 개인의 유동지능 점수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커넥톰 기반 예측 모델링(Connectome based Predictive 

Modeling, 이하 CPM)”(Shen, X. et al., 2017)이라는 알고리즘으로 

뇌와 행동간 관계를 모델로 만들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검증이라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론을 사용하여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통해서 획득한 뇌 연결망을 이용하여 각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ADHD의 주요한 두 증상인 부주의와 충동성 정도를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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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대상 및 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를 방문한 아동들 중 338명의 아동들(남 243명, 여 

95명, 연령범위 6~16세)이 연구대상자로 모집되었고 이 중 248명(남 

194명, 여 54명, 연령 범위 6~15세)이 ADHD로 진단받은 

아동들이었다. ADHD 진단은 한국판 Schedule of Affective Disorders 

and Schizophrenia for Children-Present and Lifetime Version(K-

SADS-PL)(Kaufman, J. et al., 1997)과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임상적 

소견에 따라서 진단되었다. 약물 치료를 받았거나 선천성 유전적 질환, 

후천성 뇌 손상의 병력, 경련성 장애 등의 신경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는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인지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휴지기 fMRI를 촬영하였고 Korean ADHD 

Rating Scales(K-ARS) 검사를 통해 부주의와 충동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K-ARS의 부주의와 충동성 항목 각각의 점수를 CPM에 

사용하였다. 총 338명의 대상자 중 39명의 K-ARS 점수가 누락되어 

229명 아동들(표 1)의 휴지기 기능적 영상 이미지와 K-ARS 검사 

점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 2 절 평가도구 

ADHD의 주요한 두 증상인 부주의와 충동성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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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S 검사의 부주의와 충동성 항목 각각에 해당되는 문항의 총점을 

CPM을 이용한 모델을 만드는데 이용하였다. K-ARS는 부모, 교사용 

ADHD 평가 척도(ADHD Rating Scale)의 한국어판 검사지로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아동들의 부모 또는 교사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총 18문항

으로 평가한다. 각 문항은 문제행동의 빈도에 따라서 ‘전혀 혹은 그렇

지 않다’ 0점, ‘때때로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 ‘매우 자주 

그렇다’ 3점으로 평정되는 4점 척도로 되어있다. 9개의 홀수 문항은 주

의력 결핍과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 9개의 짝수 문항은 과잉행동/충동

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DuPaul, G. J. et al., 1998, Kim, Y. S. et al., 

2003).  

 

 

 

제 3 절 뇌 네트워크 매트릭스  

 299명의 휴지기 기능적 뇌 영상은 뇌 전체가 116개의 영역(노

드)으로 정의된 Automated Anatomical Labelling (AAL) atlas (표 2)

를 이용하여 구획화 하였다. 116개 영역 각각의 평균 시계열 신호를 구

한 후 한 영역의 평균 시계열 신호와 나머지 영역들의 시계열 신호 간 

Pearson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모든 기능적 연결망(116ⅹ115/2=6670

개)의 강도를 계산하였다. 이 결과물을 2차원의 상관영상으로 나타내기 

위해 116ⅹ116개의 셀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매트릭스를 만들었다. 각 

셀은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기능적 연결성(엣지)이고 셀 안의 상관계

수 값들은 기능적 연결성 수치인 엣지 강도를 의미한다. 매트릭스는 대

각선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되는 동일한 값을 가지며 기능적 연결망의 강

도를 표준화하기 위해 셀안의 값들을 z 값으로 Fisher 변환하여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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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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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커넥톰 기반 예측 모델링 [그림 1] 

뇌 네트워크와 행동변수 간 관계를 모델로 만들기 위해 커넥톰 기반 

예측 모델링(CPM)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K-묶음 교차검증법으로 모

델을 검증하였다. K-묶음 교차검증법은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인 분석 방법 중 하나로 데이터를 K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눈 다음 하나

의 부분집합을 시험(test) 데이터로 하고 나머지 K-1개의 부분집합을 

훈련(training) 데이터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5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5묶음 교차검증법을 사용하였으며 피험자 299명을 동

일하게 5묶음(60/60/60/60/59명)으로 나누었다. 각 부분집합들이 한번

씩 시험(test) 데이터로 사용되기 때문에 CPM 알고리즘이 5번 반복된

다.  

CPM 알고리즘은 1)특징 선택(feature selection), 2)모델 제작

(model building), 3)모델 검증(model validation) 이렇게 3단계로 요약

된다.  

첫번째 단계인 특징 선택에서는 임상점수(부주의 & 충동성)와 유의

미한 관계에 있는 기능적 연결성(엣지)을 선별한다. 이 단계에서는 피험

자들 각자의 네트워크 매트릭스에 위치한 모든 엣지들의 강도와 임상 점

수 간 상관계수와 p값을 계산한다. p값이 유의수준(0.01)보다 작은 값을 

보이면 임상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엣지로 선별된다. 

피험자들의 엣지 개수는 6670개이므로 총 6670번의 상관계수와 함께 

p값이 계산된다. K-ARS 검사는 피험자들이 수행한 다른 임상검사와는 

달리 나이규준에 따라 점수가 환산되지 않은 원점수가 사용되었기 때문

에 상관계수를 구할 때 피험자들의 나이 변수를 통제하였다. 선별된 기

능적 연결성들 중 임상점수와 정적 상관을 보인 연결망과 부적 상관을 

보인 연결망들로 나눈다. 상관관계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면 높은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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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던 기능적 연결성이고 부적 상관을 보였다

면 낮은 임상점수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기능적 연결성이다. 다음 두 

묶음의 엣지들을 각각 1과 0, 2진수의 네트워크 매트릭스로 나타낸다. 

선택된 엣지의 셀은 1의 값으로 표현하고 선택되지 않은 엣지는 0의 값

으로 나타낸다.  

정적 상관의 엣지들과 부적 상관의 엣지들로 만들어진 두 2진수의 

네트워크 매트릭스를 각각 훈련 데이터에 속한 모든 피험자들의 네트워

크 매트릭스에 적용하여 1의 위치에 있는 선별된 기능적 연결성들의 강

도만 남게 하고 0의 위치에 있는 기능적 연결성들의 강도는 지운다. 그 

다음 남아있는 모든 엣지 강도를 더하여 하나의 단일한 값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피험자들마다 두 2진수의 네트워크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얻게 

된 2개의 선별된 엣지 강도들의 합계(2개의 요약된 단일한 값)를 가지

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모델 제작으로 첫번째 단계를 거쳐 얻은 훈련 데이

터 피험자들의 2개의 요약된 단일한 값(양의 단일 값 & 음의 단일 값) 

각각을 가로축으로 하고 임상점수를 세로축으로 하는 선형모델(1차식) 2

개(정적 모델 & 부적 모델)를 제작한다.  

마지막 단계는 모델 검증이다.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지 않은 시험 

데이터의 피험자들을 제작된 모델에 적용하여 실제 임상 점수와 비교해

보는 과정이다. 훈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두 그룹의 2진수 네트

워크 매트릭스를 시험 데이터의 네트워크 매트릭스에 적용하여 훈련 데

이터처럼 두 종류의 단일한 값으로 나타낸다. 시험 데이터 피험자들 각

각의 양의 단일 값을 정적 모델에 음의 단일 값을 부적 모델의 입력변수

에 넣으면 예측된 임상점수 2개가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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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제 1 절 내적 검증 (Internal Validation) [그림 2] 

5 묶음 교차검증이 적용된 CP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산출된 총 5 

묶음의 시험 데이터의 예측된 부주의 점수 모두 실제 부주의 점수와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첫 번째 묶음: 정적 모델 r=0.4, p<0.0015; 

부적 모델 r=0.4, p<0.0015; 두 번째 묶음: 정적 모델 r=0.5, 

p<4.8852e-05; 부적 모델 r=0.46, p<2.0292e-04; 세 번째 묶음: 정

적 모델 r=0.56, p<2.6163e-06; 부적 모델 r=0.66, p<1.3197e-08; 

네 번째 묶음: 정적 모델 r=0.47, p<1.5673e-04; 부적 모델 r=0.34, 

p<0.0083; 다섯 번째 묶음: 정적 모델 r=0.47, p<1.6744e-04; 부적 

모델 r=0.48, p<1.1445e-04). 

충동성 항목은 시험 데이터 5 묶음 중 한 묶음의 정적 모델이 예측

된 점수와 실제 점수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세 번째 묶음: 

정적 모델: r=0.09, p=0.4801). 나머지 4 묶음은 모두 실제 충동성 점

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첫 번째 묶음: 정적 모델 r=0.47, 

p<3.5097e-04; 부적 모델 r=0.39, p<0.0023; 두 번째 묶음: 정적 모

델 r=0.45, p<2.6765e-04; 부적 모델 r=0.28, p<0.033; 세 번째 묶음: 

부적 모델 r=0.47, p<1.7494e-04; 네 번째 묶음: 정적 모델 r=0.39, 

p<0.0019, 부적 모델 r=0.4, p<0.0018; 다섯 번째 묶음: 정적 모델 

r=0.36, p<0.0056; 부적 모델 r=0.39, p<0.0026). 

훈련 데이터로 만들어진 5개의 모델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부주

의 점수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기능적 연결성들은 총 49개로 정적 상

관의 엣지들은 28개였고 부적 상관의 엣지들은 21개였다. [그림 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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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서 각각 ADHD 부주의 증상과 연관된 뇌 연결성 패턴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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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논    의 

 

본 연구에서는 ADHD 아동과 정상아동의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

과 K-ARS에서 평가하는 ADHD의 주요한 두 중상, 부주의와 충동성 

항목 점수를 이용하여 개인의 부주의와 충동성 정도를 예측하기 위한 모

델을 만들었다. 5-묶음 교차검증법의 CP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만든 

모델은 모델을 제작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시험 데이터의 부주의 증상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fMRI 촬영으로 얻은 기능적 

연결성 정보로 ADHD의 부주의 증상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

었다.  

CPM은 행동점수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기능적 연결망들을 선

별하고 이들의 강도를 모두 합산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요약본과 행동점

수 간 관계를 선형적 모델로 만드는 방법이다. 따라서 ADHD의 부주의 

증상은 뇌의 단일한 영역이 아닌 검사점수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모든 

기능적 연결성들의 활성화로부터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잡하게 얽혀진 연결망들로 이루어진 뇌에서 여러 정신질환들을 정확하

게 진단하는 것의 근원적인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다. 선별된 기능적 연

결성들과 ADHD의 주요한 두 증상 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으나 

뇌 연결망과 행동지표 두 변수의 관계를 모델링하였으므로 ADHD의 부

주의 또는 충동성의 증상에 관여하는 뇌의 기능적 연결성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먼저, 기능적 연결성 신호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촬영시간, 머리 움직임, 스캐너의 통일성 그리고 심장박동이

나 호흡과 같은 생리적 신호를 통제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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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은 기능적 연결성의 고유성을 더 두드러지게 하고 영상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유동지능(fluid intelligence) 또는 작업기억 용량(working 

memory capacity)은 복잡한 인지적 메커니즘을 점수로 수치화 하여 하

나의 척도로서 사용되고 있는 인지능력이다 (Cattell, R. B. et al., 1987, 

Jaeggi, S. M. et al., 2008, Engle, R. W.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ADHD의 부주의 증상을 모델링하는데 K-ARS 검사의 부주의 항목 점

수를 이용하였는데 증상을 측정하는 임상검사 또는 인지과제 점수를 적

용하였을 때의 타당성과 신뢰도 또한 모델의 예측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 하나이다. 또한 모델은 예측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에 적용하였을 때 예측력(predictive power)이 개선될 수 

있다. 무엇보다 여러 변인들 중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스캔 시간을 연장하고 과제 기반 영

상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을 모델링에 사용하였다. 휴

지기 영상은 말그대로 피험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촬

영한 데이터이므로 과제 기반 영상데이터를 얻을 때보다 편리하다는 장

점이 있지만 신경심리검사에서 요구되는 인지 과제를 수행하면서 촬영하

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지적 기능과 관련된 신경 메커니즘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Finn, E. S. et al., 2017). Monica D 

Rosenberg (2016)의 연구에서는 지속적 주의력을 측정하는 gradCPT 

검사 (Esterman, M. et al., 2013, Rosenberg, M. D. et al., 2013)점수를 

CPM 알고리즘에 이용하여 지속적 주의력을 측정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모델에 ADHD 환자군과 정상군의 기능적 네트워크 매트릭스

를 넣어서 나오는 예측된 점수와 실제 ADHD-RS 검사 (DuPaul, G.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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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8)의 부주의 항목 점수와의 상관을 계산하여 지속적 주의력과 

관련된 인지신경학적 요소들이 ADHD의 부주의 증상과 관련된 신경요

소들과 공유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특정 인지과제를 수행하면서 촬영을 한 데이터의 필요성이 요구

된다. 과제기반 영상 데이터를 CPM 알고리즘에 적용하면 정신질환과 

연관된 임상증상이나 표현형(phenotype) 뿐 아니라 손상된 특정 인지

기능과 연관된 신경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

서 차원적 접근을 통해 환자군 내 각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임상적 

복잡성을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Mueller, A. et al., 2017, H 

Skuse, D. et al., 2000, O’ Brien, G. et al., 1995, Flint, J. et al., 1998, 

Rosenberg, M. D. et al, 2018).  

뉴로이미징의 영구적인 과제는 다른 정신질환의 증상과 인지적 

결손을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특정 신경회로망을 정확하게 

밝히는 일이다. 각 개인의 기능적 연결성에서 관찰되는 고유성이라는 특

징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뉴로이미징 연구자들의 기대와 관

심을 모으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NIMH에서 환자들의 처방을 위해 더 

정확한 진단을 목표로 하는 RdoC (Insel, T. et al., 2014, Insel, T. et al., 

2010)이라는 프로젝트의 방향과 상응한다. 진단체계 또한 ADHD를 포

함한 정신질환들에 대한 차원적인 접근을 수용하여 변화하는 추세에 있

다 (Fassbender, C., 2018).  

본 연구는 ADHD의 주요한 두 증상에 대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새로이 도입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만들어진 모델을 통해서 뇌에 분

포한 기능적 연결성 중 선택된 연결망들의 정보를 통해 ADHD의 임상

적 증상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인지적 특성까지 분석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새로 도입된 뇌와 행동 간의 관계를 



 

 14 

모델로 만드는 접근법을 통해 추후 다른 인지적 능력들과 임상증상들간 

관계를 정의하고 다양한 인지적 능력과 이와 연관된 커넥톰 개념의 신경 

네트워크를 통해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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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Demographic information of ADHD and TDC. 

 

 Values are mean±SD 

 ADHD: subjects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TDC: Typically developing controls 

 NOS: Not otherwis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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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116 AAL templates were used for region of interests. 

 

 
1, 116 Lat  Lateral orbital gyrus  OFClat 

2, 115 Anterior orbital gyrus  OFCant 

3, 114 Medial orbital gyrus  OFCmed 

4, 113 Posterior orbital gyrus  OFCpost 

5, 112 Superior frontal gyrus, medial orbital IFGorb 

6, 111 Middle frontal gyrus, orbital part MFGorb 

7, 110 Inferior frontal gyrus, triangular part IFGtri 

8, 109 Inferior frontal gyrus, opercular part IFGoper 

9, 108 Middle frontal gyrus MFG 

10, 107 Superior frontal gyrus, medial SFGmed 

11, 106 Superior frontal gyrus, dorsolateral SFG 

12, 105 Supplementary motor area SMA 

13, 104 Precentral gyrus PreCG 

14, 103 Rolandic operculum ROL 

15, 102 Anterior cingulate & paracingulate gyri ACC 

16, 101 Middle cingulate & paracingulate gyri MCC 

17, 100 Posterior cingulate gyrus PCC 

18, 99 Paracentral lobule PCL 

19, 98 Postcentral gyrus PoCG 

20, 97 Superior parietal gyrus SPG 

21, 96 Precuneus PCUN 

22, 95 Inferior parietal gyrus IPG 

23, 94 Supramarginal gyrus S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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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93 Angular gyrus ANG 

25, 91 Superior temporal gyrus STG 

26, 92      Heschl's gyrus              HES 

27, 90 Middle temporal gyrus MTG 

28, 89 Inferior temporal gyrus ITG 

29, 88 Superior temporal gyrus STGp 

30, 87 Middle temporal gyrus MTGp 

31, 86 Insula INS 

32, 85 Amygdala AMYG 

33, 84 Hippocampus HIP 

34, 83 Parahippocampal gyrus PHIP 

35, 82 Fusiform gyrus FUSI 

36, 81 Inferior occipital gyrus IOG 

37, 80 Middle occipital gyrus MOG 

38, 79 Superior occipital gyrus SOG 

39, 78 Calcarine fissure and surrounding 

cortex 

V1 

40, 77 Cuneus CUN 

41, 76 Lingual gyrus LING 

42, 75 Caudate nucleus CAU 

43, 74 Lenticular nucleus, Putamen PUT 

44, 73 Lenticular nucleus, Pallidum PAL 

45, 72 Thalamus THA 

46, 71 Cerebellum crus1 CRBLCrus1. 

47, 70 Cerebellum crus2 CRBLCrus2. 



 

 24 

48, 69 Cerebellum 3 CRBL3. 

49, 68 Cerebellum 4 5 CRBL45. 

50, 67 Cerebellum 6  CRBL6. 

51, 66 Cerebellum 7 CRBL7b. 

52, 65 Cerebellum 8 CRBL8. 

53, 64 Cerebellum 9 CRBL9. 

54, 63 Cerebellum 10  CRBL10. 

55 Vermis 1, 2 Vermis12 

56 Vermis 3 Vermis3 

57 Vermis 4, 5 Vermis45 

58 Vermis 6 Vermis6 

59 Vermis 7 Vermis7 

60 Vermis 8 Vermis8 

61 Vermis 9 Vermis9 

62 Vermis 10 Vermis10 

 

 



 

 25 

 

 

 

Figure 1. CPM algorithm. (a) Training data. (b) Test data. (c) 

correlate each edge strength in connectivity matrix with behavioral 

measure to select edges that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to behavior 

scores; positive correlation: red, negative correlation: blue. (d) make 

a binary matrix and mask training data’s connectivity matrix. Sum all 

the selected edge strengths in each individuals resulting positive and 

negative single subject summary value(∑). (e) fit a linear model with 

subject summary values and behavioral measures. (f) Positive binary 

network matrix of test subject with subject summary value. (g) 

Negative binary network matrix of test subject with subject summary 

value. (h) predict the behavior(★) of test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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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edictive power of K-ARS inattentive and hyperactive 

connectome based predictive models. Correlation was used for 

evaluating the predictive model. Except 3-fold positive hyperactive 

predictive power all inattentive and hyperactive fold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ctual K-ARS scores. (a)1-fold (b)2-

fold (c)3-fold (d) 4-fold (e)5-fold positive and negative inattentive 

predictive power. (f)1-fold (g)2-fold (h)3-fold (i)4-fold (j)5-fold 

positive and negative hyperactive predic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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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ositive K-ARS inattentive functional connectivity pattern. 

28 functional connections which appeared consistently in all 5 model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K-ARS inattentive score.  

L, Left; 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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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Negative K-ARS inattentive functional connectivity pattern. 

21 functional connections which appeared consistently in all 5 model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K-ARS inattentive score. 

L, Left; 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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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unctional brain connectivity and  

behavior scores in ADHD 

 

Jee Won Yoo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Studies have persistently investigated brain regions in 

ADHD patients that show abnormalities compared to normal controls. 

However, due to diverse cognitive dysfunctions and related neural 

correlates in ADHD, results are non-converging showing lack of 

reliability. To resolve this problem models have been developed 

incorporating related brain regions and investigating relationships 

with relevant behaviors or symptoms with increased robustness. Yet, 

few models predict each subjects’ primary symptoms of ADHD 

which takes individuality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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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Using resting state brain scans of 299 children with and 

without ADHD, we constructed a model by using CPM(Connectome 

based Predictive Modeling) to predict individual differences in 

inattentive and hyperactive symptom severity.  

Results: Using 5-fold cross validation CPM, inattentive model 

showed significant predictive power in all 5 models. Likewise, 

hyperactive models showed significant predictive power in 5 models 

except one model constructed from positively correlated functional 

connections showed insignificant predictive power.  

Conclusions: Functional connections of an individual contain 

information about inattentive symptom or phenotype in ADHD. 

Selected functional connections indicate that inattentiveness is not 

contributed to a single region but from a coordinated activity of 

relevant edges. 

 

 

 

Keywords: ADHD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CPM 

(Connectome based predictive modeling), resting-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K-ARS, Functional MRI, Cross-

validation 

Student Number: 2016-2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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