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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신경심리검사는 뇌 병리에 따른 행동 기능의 손상 위험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신경심리검사는 치매 질환의 진단 및 미래의 치매 발병 

위험을 평가하는 데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검사가 측정하는 

행동 수행이 어떤 뇌의 기능적 속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용성을 

갖는지 분명하지 않다.  

연구 1에서는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151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경심리검사와 휴지기 뇌 기능 영상 자료가 획득되었다. 주의/작업기억, 

집행통제, 일화기억 그리고 시공간 구성 기능에 해당하는 인지 영역별 

요인 구조를 확인한 후, 요인 점수의 개인차를 예측하는 뇌 연결성의 

모형을 구성했다. 정규화 기법과 교차 타당화 절차를 통해 예측에 

기여하는 신경 특징들의 최적의 조합을 조율했으며, 모형의 예측 인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예측 정확도가 달라지는 양상을 탐색했다. 연구 결과, 

뇌 연결성의 분산된 예측 모형을 통해 새롭게 주어지는 뇌 기능 영상 

자료의 주의/작업기억, 집행통제, 일화기억 수행을 예측할 수 있었다(r = 

0.28~0.42). 일부 뇌 영역은 예측에 선택적인 기여했으나, 광범위한 

해부학적 구조물과 기능적 네트워크의 영역들이 신경심리검사 수행에 

대한 예측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신경심리검사 수행의 연결성-기반 예측 모형이 뇌 

연결망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영역의 속성을 반영하는지 

확인했다. 뇌 전체 연결망에서 군집을 형성하는 모듈 구조를 확인한 후, 

각 뇌 영역마다 네트워크 내에서의 위치 특성에 대한 중요성 순위가 

매겨졌다. 모듈-내 연결성이 높은 허브 속성이 강할수록 주의/작업기억, 

유창성, 전환/억제, 일화기억 기능에 대한 예측 가중치가 높았으며, 

모듈-간 연결성이 높은 뇌 영역의 가교 속성이 강할수록 유창성과 

일화기억 기능에 대한 예측 가중치가 높았다. 특히 모듈-내와 모듈-간 

연결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갖는 가교 허브 속성을 가진 영역의 

연결성이 강할수록 일화기억 기능이 우수했다.  

연구 2에서는 연결성-기반 모형이 새로운 맥락에서의 자료 

일반화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644명의 뇌 기능적 영상과 신경심리검사 

자료를 포함하는 OASIS-3의 자료를 활용했다. OASIS-3의 자료에서 

구성된 예측 모형을 연구 1의 KSHAP 자료에 적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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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심리검사의 예측 점수를 추정했다. 예측 결과, 자료-간의 외적 

교차타당화의 예측력은 동일한 자료 내에서 수행된 내적 교차타당화의 

예측력보다 전반적으로 낮았으나(r = 0.05~0.29), 집행기능과 운동 및 

처리속도를 반영하는 검사에서는 유사한 수준의 예측력을 유지했다.  

본 연구는 노년기 신경심리검사 수행의 개인차가 광범위하게 분산된 

뇌 연결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자료에서의 수행을 예측할 수 

있는 뇌 연결성 패턴이 있음을 확인했다. 신경심리검사의 연결성-기반 

예측 모형은 치매 증상의 신경생물학적 기전과 행동 기능 사이를 잇는 

신경 표지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치매, 인지 노화, 신경심리검사, 예측적 모형, 뇌 연결망, 모듈 

구조 

 

학   번 : 2016-38483 
 

 

 

 

 

 

 



 

 3 

목   차 

 
 

서   론 ..................................................................................... 6 

1. 신경심리검사와 치매 평가......................................................... 6 

2. 신경심리검사의 측정 속성......................................................... 8 

3. 뇌 연결성-기반 예측적 모형 .................................................. 12 

4. 뇌 연결망의 네트워크 분석 접근 ............................................ 16 

5. 연구 목적 ................................................................................ 19 
 

연구 1. 신경심리검사 수행의  뇌 연결성-기반 예측 모형 ....... 21 
 

방   법 ................................................................................... 21 

1. 연구 참가자 ............................................................................. 21 

2. 신경심리검사 ........................................................................... 22 

3. 뇌 영상 획득 및 전처리 .......................................................... 27 

4. 예측적 모델링 ......................................................................... 29 

5. 뇌 연결망 예측 모형 영역 분석 .............................................. 32 

6. 네트워크 위치 중요성에 따른 예측력 ...................................... 33 

결   과 ................................................................................... 35 
 

논   의 1 ................................................................................ 55 
 

연구 2. 신경심리검사 예측 모형의 외적 타당화 ....................... 62 
 

방   법 ................................................................................... 63 

1. 연구 참가자 ............................................................................. 63 

2. 신경심리검사 ........................................................................... 64 

3. 뇌 영상 자료 및 뇌 연결망 구성 ............................................ 66 

4. 외적 예측 타당도 .................................................................... 67 
 

결   과 ................................................................................... 69 
 

논   의 2 ................................................................................ 74 
 

종합 논의 ................................................................................ 79 
 

참고 문헌 ................................................................................ 83 

 

 

  



 

 4 

 

표 목차 

 

[표 1] 연구 참가자의 인구학적 특성 ....................................... 21 

[표 2] 인지 영역별 요인 점수 구성 소검사 ............................. 26 

[표 3] 인지 영역별 최적 예측력을 갖는 모형 분산성 ............. 39 

[표 4] 인지 영역별 최적 예측력을 갖는 특징 선택 ................. 40 

[표 5] 예측 계수의 합산이 높은 상위 5개 해부학적 영역과 기능

적 네트워크 소속 ...................................................................... 44 

[표 6] 뇌 영역 예측 계수와 네트워크 위치 상 중요성 순위 간의

편상관관계 ............................................................................. 51 

[표 7] OASIS-3과 KSHAP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 ................ 64 

[표 8] OASIS-3과 KSHAP 자료 신경심리검사 기술 통계 .... 66 

[표 9] 학습 자료와 훈련 자료에서의 설명력과 예측력 ........... 70 

[표 10] 학습 자료와 검증 자료에 따른 예측 결과 .................. 74 

 

 

그림 목차 

 

[그림 1] 신경심리검사 소검사별 수행 분포 ............................. 22 

[그림 2] 신경심리검사 인지 영역별 요인 점수 분포 ............... 27 

[그림 3] Shen의 뇌 영역별 네트워크 분류 .............................. 29 

[그림 4] 뇌 연결망 예측적 모델링의 도식 .............................. 30 

[그림 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36 

[그림 6] 연령 교육, 성별, 요인점수 간 상관관계 .................... 36 

[그림 7] 인지 영역별 예측 정확도 .......................................... 37 

[그림 8] 정규항 비율 모수에 따른 예측력 변화 ...................... 38 



 

 5 

[그림 9] 특징 선택 강도 역치에 따른 예측력 변화 ................. 40 

[그림 10] 뇌 분할 지도에 따른 예측력 차이........................... 41 

[그림 11] 상위 공통 요인 구조를 가정한 모형의 부하 ........... 42 

[그림 12] 예측에 기여하는 뇌 연결성과 신경해부학적 위치 .. 43 

[그림 13] 기능적 네트워크 예측 회귀 가중치 평균 ................ 45 

[그림 14] 기능적 네트워크 소속별 개별 예측력 ..................... 46 

[그림 15] 소검사별 예측 정확도 ............................................. 47 

[그림 16] Shen 뇌분할지도의 모듈성 분석 결과 .................... 48 

[그림 17] 뇌 영역별 네트워크 중요성 ..................................... 49 

[그림 18] 예측 계수와 네트워크 중요성 순위 간 상관관계 .... 50 

[그림 19] 정적 예측 계수와 네트워크 중요성 간 관계 ........... 52 

[그림 20] 부적 예측 계수와 네트워크 중요성 간 관계 ........... 53 

[그림 21] 가교 허브 순위의 순차적 제외에 따른 예측력 ........ 54 

[그림 22] KSHAP과 OASIS-3 간의 동형 신경심리검사 ....... 65 

[그림 23] 외적 자료 예측 도식 ............................................... 67 

[그림 24] 내적/외적 교차타당화 도식 ..................................... 68 

[그림 25] OASIS-3의 동형 신경심리검사의 예측 모형이 

KSHAP에 적용된 예측 결과..................................................... 69 

[그림 26] KSHAP 참가자 신경심리검사 수행의 예측된 점수와 실

제 점수 간 상관관계 ................................................................. 70 

[그림 27] 정규항 비율 모수에 따른 예측력의 변화 ................ 71 

[그림 28] 내적 타당화와 외적 타당화 소검사 별 예측력 ........ 72 

[그림 29] 교육 및 임상 하위 집단 별 예측력 ......................... 73 

 
 

  



 

 6 

서   론 
 

치매는 다양한 종류의 뇌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인지 

기능의 감퇴를 영역의 손상이 나타나는 임상적 증후군을 통칭한다. 

한국의 치매 환자는 전체 노인 인구 중 10%에 이르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치매 

증상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진료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중앙치매센터, 2018). 

치매는 외현적으로 분명한 행동적 변화와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임상적 면담과 보호자의 보고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세한 신경 및 행동적 변화가 치매의 최종적인 

임상적 발병에 선행하며, 보다 이른 시점에 치매의 진행 여부를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해서는 행동 및 신경학적 도구들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서은현, 2018). 신경심리평가에서 사용되는 인지기능 

검사는 뇌 질환에 동반하는 행동 기능의 변화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임상적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치매 평가 장면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도구이다. 신경심리검사는 행동 과제와 질문 문항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외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인지적 손상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경심리검사 

도구는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손상 여부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도구인 

동시에, 개인이 가진 인지 능력의 개인차를 포착하는 심리측정적 

도구이기도 하다. 

신경심리검사 도구는 뇌 손상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뇌-행동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신경심리학의 전통에 많은 기반을 두고 있지만, 최근 

인지 신경과학적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고 보급됨에 따라 신경심리검사를 

활용하고 개발함에 있어서도 이론적 쇄신을 요구 받고 있다(Bilder, 

2011; Nagel, 2014; Sutterer & Tranel, 2017). 임상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신경심리검사 도구들이 어떤 목적 하에서 어떤 심리적 속성을 

측정하는지 명료하게 만드는 것은 도구를 타당하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에 중요한 사전 작업이다(Hughes, 2017).  

 

1. 신경심리검사와 치매 평가 
 

치매의 임상적 진단은 주변인들의 이상행동 관찰, 임상가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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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의 보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추가적인 생물학적 검사를 거쳐서 

원인 질환을 세분화하게 된다(D. Y. Lee & Sohn, 2012).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5)에서 치매를 포함하는 주요 신경인지장애(major 

neurocognitive disorder)의 진단은 신경심리검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인지 영역에서 규준 대비 감퇴가 관찰되는 것이 핵심적인 진단 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ging - 

Alzheimer’s Association)에서도 기억, 추론, 시공간, 언어와 같은 인지 

기능 영역에서 두 가지 이상의 손상을 진단에서 요구하고 

있다(McKhann et al., 2011; Sachdev et al., 2014). 여기서 

신경심리검사는 개인들의 인지 능력이 비교 규준(연령과 교육 수준이 

유사한 노인 집단의 점수 분포) 대비 현저한 수행의 손상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도구이다.  

종합 신경심리검사 배터리를 실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선별검사와 임상 평정의 진단적 부정확성을 크게 

보완할 수 있으며 행동 기능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묘사가 

가능하다(Fields, Ferman, Boeve, & Smith, 2011; Thomas et al., 2019). 

또한 인지 기능이 감퇴하면서 본인의 인지 손상에 대한 자기보고의 

정확도가 떨어지면 보호자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지만(Amariglio et al., 2015),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정보원이 

제한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경심리검사 수행은 치매의 발병 여부를 

진단하는 핵심적인 임상 기준 중에서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출처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신경심리검사를 통해 특정 정보처리의 과정이 

현저히 손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일정과 약속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도구적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지 파악하기에 용이하다(Donders, 2019; Fields et al., 

2010; Vaughan & Giovanello, 2010).  

신경심리검사 도구의 중요성은 현저한 임상적 손상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치매로의 퇴행적 진행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제안된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의 

진단에서는 본인 또는 관찰자들이 포착해야 하는 변화가 더욱 미묘할 수 

있으며(예. 주관적 인지감퇴, 인지적 실수), 일상생활의 기능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섯 가지 인지 영역 중 한 가지 이상의 손상을 진단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다(Albert et al., 2011). 누적되는 연구에 따르면 

현저한 임상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신경심리검사의 수행 

양상은 향후 수년 이내에 급격한 기능의 손상으로 이어지는지를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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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알츠하이머 치매 선도연구의 

자료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일화기억기능에서 인지 손상이 

발생한 경도인지장애 집단에서 향후 4년 이내에 치매로 이환하는지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 수 있었다(Ewers et al., 2012, 2014; Gomar, 

Conejero-Goldberg, Davies, & Goldberg, 2014). Ewers 등(2014)의 

연구에서는 신경 퇴화를 반영하는 바이오마커가 이환 여부를 민감하게 

변별했으나, 신경심리검사 도구 중 집행기능과 운동 처리속도를 

반영하는 선로잇기검사(Trail Making Test B) 수행을 예측 모형에 

추가할 경우, 치매로 이환하지 않는 이들을 변별하는 정확도(특이도)가 

향상되었다. 즉, 신경심리검사는 치매의 주요 병리 지표가 포착하지 

못하는 행동 손상의 가능성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신경심리검사의 측정 속성 
 

2.1 신경심리검사의 타당도  

신경심리검사가 어떤 측정 속성을 갖는지, 그리고 해당 도구가 

임상가 또는 연구자의 목적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검사의 ‘타당화(validation)’이라고 한다(Borsboom, 

Mellenbergh, & van Heerden, 2004). 신경심리검사와 같은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준거(criterion)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타당화 

접근이다(Anastasi, 1950; Strauss & Smith, 2009). 즉, 신경심리검사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속성을 포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실용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노인 치매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신경심리검사 도구의 경우 또한 이미 진단을 받은 임상 집단의 속성을 

얼마나 잘 변별하고 차이를 극대화하는지를 통해 검사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개인의 심리적 속성을 포착하는 측정 도구로서 

신경심리검사를 이해한다면, 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 도구가 실제로 

야기하는 검사 측정치의 변산과 그것이 반영하는 물리적 속성에 대한 

실재성에 대한 논의이다(Borsboom et al., 2004). 즉, 신경심리검사가 

측정한 인지 기능은 조작적으로만 정의된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인지 및 신경학적 속성이 행동 수행에 

인과적으로 발현된 결과로 볼 수 있다(Fried, 2017). 따라서 

신경심리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각 소검사들이 어떤 과제 패러다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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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두고 있는지, 특정 행동을 야기하는 자극과 반응의 양식이 어떤 

인지적 과정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이론에 근거하여 소검사의 측정 

속성을 평가할 수 있다. 신경심리검사 또한 다양한 심리검사 도구와 

마찬가지로 특정 심리검사의 임상적 실용성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검사가 수검자로부터 요구하는 인지적 능력이 무엇인지, 질문에 대한 

정답 여부가 수검자의 어떤 속성의 개인차를 드러내는지 불분명하다면, 

설령 어떤 검사가 우수한 임상적 변별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을 축적하기 어렵다(Hughes, 2017). 잠재적 물리 속성(예. 

분자의 운동 에너지 평균)을 관찰 가능한 속성(예. 온도계 내 수은의 

팽창)으로 옮겨서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경심리검사 또한 뇌 기능 

속성과 같은 잠재적 구성 개념(construct)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Strauss & Smith, 2009). 

신경심리검사 도구는 다른 심리검사와 달리 외현적인 행동적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신경병리와 뇌 구조 및 기능의 속성에 대한 임상적 

정보를 얻고자 한다(Lezak & Howieson, 2012). 따라서 신경심리검사는 

뇌 손상이 발생했을 때 행동 기능의 손상으로 이어지는지, 또는 뇌 

병리를 동반하는 질환이 존재하는지와 같은 범주적 준거에 기반해서 

측정 속성을 추론하고 검사가 개발되어왔다. 특정 뇌 구조가 손상된 

환자에게서만 관찰되는 검사 수행의 손상이 있는 경우, 해당 뇌 영역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추론을 할 수 있으며(Teuber, 1955; Vaidya, 

Pujara, Petrides, Murray, & Fellows, 2019), 많은 검사들은 이러한 

맥락 하에서 개념화되었다(e.g., 전두엽 기능 검사). 그러나 문제는 

신경심리검사가 실제로 행동 기능에 기여하는 뇌 기능을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치매 평가 장면에서는 

이론적으로 가정된 속성과 상이한 신경 속성에서만 개인차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에게 실시되는 신경심리검사는 임상적 

의미를 가진 준거(e.g.,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노인 대 정상 

노인)에서의 실용성을 중심으로 타당화되어 왔으며, 어떤 인지적 과정 

속성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재했다(Bilder, 2011).  

 

2.2 신경심리기능의 신경 상관 접근법 

신경심리검사의 측정 속성은 뇌의 속성(손상 위치, 구조적 형태, 

기능적 활성화 등)과 과제 수행의 변산(정답 반응 개수, 반응 속도 등) 

간에서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된 것은 뇌 손상을 동반하는 외상 또는 뇌 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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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환자들을 통한 발견이다. 예를 들어 뇌 특정 구조물이 손상된 

환자가 다른 영역이 손상된 환자와 달리 특정적인 행동 과제에서만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해당 행동 과제는 관찰된 국소 영역의 구조물의 

기능에 의존함을 추론할 수 있다(Baldo, Delis, Kramer, & Shimamura, 

2002; Corkin, 2002; Stuss, Murphy, Binns, & Alexander, 2003). 뇌 

손상 연구 방법을 통해 특정 행동 기능에 필수적인 신경 회로가 

무엇인지 밝혀진 바가 많으나, 검사가 가진 일반화된 속성을 추론하기에 

주요한 한계점들이 있다. 첫 번째로 뇌 손상을 통해서 뇌-행동 간의 

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차적인 이유는 신경학적 상태가 정확히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의 손상을 야기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상이나 뇌졸중으로 인해 전두엽 구조가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과의 연결에 지장을 받았는지, 손상 범위가 어느 

하위 영역에 한정된 것인지, 그 구체적인 패턴이 모두 이질적이다. 

경험적 증거 또한 손상 양상의 해부학적 복잡성을 시사하는데, 손상의 

이질성으로 인해 전두엽 구조물의 기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검사(e.g., 범주 유창성, 선로 잇기 검사)는 전두엽 손상 환자에게서 

특정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Demakis, 2004; Reitan & 

Wolfson, 1995). 비교적 특정적인 신경 병리를 수반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에도, 이질적인 하위의 신경병리 유형으로 나뉠 수 있으며 

원인으로서 야기된 뇌 병리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Dong et al., 2017).  

두 번째로 뇌 손상 연구가 신경심리검사의 측정 속성에 대한 

추론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검사 속성을 추론하는 연구들이 뇌 

구조물의 ‘완전한 손상’이라는 임상적 조건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당히 진행된 치매의 경우라면 특정 구조물이 대부분 손상된 

상태를 예상할 수 있지만, 치매의 조기진단 장면과 같이 전임상 단계에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영역에 따른 부분적인 기능의 감퇴가 

발생한다(Benavides-Piccione, Fernaud-Espinosa, Robles, Yuste, & 

DeFelipe, 2013). 또한 노년기 치매 위험을 시사하는 다양한 종류의 

신경병리는 뇌 전반에 분산된 영향을 미친다(Eavani et al., 2018; Vinke 

et al., 2018). 이러한 장면에서 중요한 개인의 속성은 해당 구조물의 

신경 속성이 행동 기능에 필수적이었는지 여부보다는, 해당 구조물의 

기능 부전이나 비효율성이 행동 과제 수행의 개인차를 발생시켰는지가 

주요한 관건이 된다. 또한 국소적인 뇌 영역의 손상 이후에 손상 부위과 

연결되어 있던 주변 영역들은 시스템 수준에서 개인마다 다른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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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neural adaptation)과 보상적 반응(compensation)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양상에 따라 신경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진 상태에 있는지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다(Baldassarre, Ramsey, 

Siegel, Shulman, & Corbetta, 2016; Fornito, Zalesky, & Breakspear, 

2015; Meunier, Stamatakis, & Tyler, 2014). 따라서 치매 위험을 

평가하는 장면에서는 인지기능과 뇌 기능의 완전한 손상이 아닌 

연속적인 개인차의 차원의 측정 속성을 논의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뇌 영상 기법의 보급과 함께 앞서 언급된 한계점을 보완한 

신경심리기능의 신경 상관 연구가 가능해졌다. 뇌 구조와 기능의 연속적 

개인차를 다양한 영상 기법을 통해 특징화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년기의 미세한 신경 속성의 변화가 인지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Hedden et al., 2016; Nyberg, Lövdén, Riklund, 

Lindenberger, & Bäckman, 2012). 예를 들어, 뇌 국소 구조 형태(예. 

피질 두께, 부피)나 기능(예. 과제 활성화, 신호 진폭)과 신경심리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관찰함으로써 인지 특질 개인차의 신경 기반을 추정할 

수 있다(Genon, Reid, Langner, Amunts, & Eickhoff, 2018). 그러나 

이러한 접근을 사용할 경우, 관심 뇌 영역을 사전에 특정하거나, 모든 

뇌 영역에 대해 반복적인 단변량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가장 높은 확률로 영가설을 기각하는 국소 영역이 도출된다. 따라서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 만으로는 뇌-행동 간 상관관계와 효과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우며, 국소 뇌 구조물만이 복합적인 행동 

수행에 기여한다는 결론이 신경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위험이 크다. 

국소 뇌 영역의 행동적 기능을 추정하려는 검증 방법은 뇌-행동 관계의 

구조를 포착하기보다 ‘빙산의 일각’만을 탐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단변량 검증에서 확인된 국소 영역의 상관관계 효과는 새로운 자료에서 

거의 재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Masouleh, Eickhoff, Hoffstaedter, 

& Genon, 2019). 

 

2.3 신경심리기능의 다변량적 속성 

신경심리검사는 특정 인지 영역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고, 

해당 영역에 대한 이론적인 구분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제에 의해 유사한 행동 수행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화기억기능의 개인차를 측정하 도록 고안된 신경심리검사라 하더라도, 

측정된 수행의 개인차가 실제로 회상 또는 장기적 파지와 공고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자극 자체의 속성(예. 단어, 이야기, 청각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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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여러 간섭 표상 간의 

간섭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최종적인 수행 점수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인지 과정이 동원되는 

집행통제 기능의 경우에도 전두엽이라는 국소 영역에 대한 논의에서 

전두엽과 연결된 신경회로와 전체 시스템에 대한 관심으로 신경 상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Burgess & Stuss, 2017). 

이러한 흐름에 따라 다양한 기초 정보처리 단위의 조합으로 

발생하는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여러 뇌 영역의 정보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 Woo 등(2017)은 국소 뇌 영역의 상관자를 발견하는 

단변량 검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다변량적 뇌 

모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Woo, Chang, Lindquist, & Wager, 2017). 

인지 과정 또는 행동 개인차를 설명하는 뇌 모형을 만들 때, 분산된 뇌 

영역의 구조 또는 기능의 선형 또는 비선형적 조합으로 만들어진 

다변량적 모형이 보다 정확하게 행동 양상을 예측하거나(Chang, 

Gianaros, Manuck, Krishnan, & Wager, 2015; Kragel, Koban, Barrett, 

& Wager, 2018), 더 안정적인 측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Noble et al., 

2017; Woo & Wager, 2015b). 이러한 결과는 광범위한 뇌 영역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변량적 모형이 국소 영역의 속성에 집중하는 

단변량적 접근보다 신경생물학적으로 개연성 있는 신경심리기능의 

설명틀을 제공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3. 뇌 연결성-기반 예측적 모형 

 

3.1 예측적 모형 개발의 필요성 

신경 정보와 행동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접근은 통계적 

추정(inference)과 예측(prediction)으로 구분될 수 있다. 통계적 

추론에서 연구자들은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수를 추정함으로써 

이론을 축적하는 반면, 예측적 접근은 자료가 가진 복잡성을 자료-

주도적으로 포착하는 대신, 예측자들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상대적으로 유보한다(Bzdok & Ioannidis, 2019). 통계적 추정 접근은 

개별 신경 특성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론적 설명을 부여하기에 

효과적이지만, 과학적 질문과 자료의 맥락에 따라 설명적 접근이 아닌 

예측적 접근이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구성하기에 더 적합할 수 

있다(Rosenberg, Casey, & Holmes, 2018; Yarkoni & Westfall, 2017). 

행동의 요인들이 무한히 많아지는 맥락에서는 연구자가 설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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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가 매우 높아지거나, 설명 요인들을 

언어적 서사를 갖출 수 있도록 극단적으로 요약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간단명료하지만 실제 행동 수행의 복잡성을 설명하기에 

지나치게 단순한 모형만을 검증하게 될 수 있다. 즉, 설명적 접근 

만으로는 역설적으로 어떤 신경생물학적 요인의 조합이 실제 행동 

기능을 가장 잘 설명하는지 알기 어렵다.  

여러 뇌 영역에 걸친 구조 또는 기능적 속성을 통해 특정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자료의 수를 초과하는 양의 광범위한 뇌 영역 

측정치들이 독립변수가 발생한다.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예측자가 많은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주어진 자료에 대한 설명력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과적합의 문제가 발생한다(Whelan & Garavan, 2014).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모형을 

평가함으로써 충분히 복잡한 모형을 구성하는 동시에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다. 모형을 학습시키는 자료와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하는 검증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리시키는 교차타당화 절차를 통해, 발견된 뇌-

행동 간의 관계가 다른 장면에서도 일반화되는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Gabrieli, Ghosh, & Whitfield-Gabrieli, 2015). 교차타당화 절차를 

거치면서 뇌 영상 자료는 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이 얼마나 복잡해야 

하는지 조율되며, 최종적으로 새로운 자료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인된다. 교차타당화를 거친 예측적 모형은 여러 가능한 신경 

상관자의 후보 중에서 일반화 가능성이 안정적으로 높은 신경 속성의 

조합을 가려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모형의 예측 정확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는 모형이 신경 상관자를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신경 속성(예. 과제 해결의 전략적 다양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Seghier & Price, 2018). 따라서 신경심리검사 수행에 

대한 예측적 정보가 우수한 신경 속성이 적절히 조합된 예측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검사가 어떤 신경 속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추론할 수 

있다.  

예측적 모형은 집단 수준의 통계적 추정을 개인 수준의 측정치로 

변환할 때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전체 자료의 집단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수준(p-value)으로 임상 집단과의 차이 또는 뇌-

행동 간 관계가 보고되었다 하더라도, 개인 단위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명확하지 않다(Arbabshirani, Plis, Sui, & Calhoun, 2017; 

Holmes & Patrick, 2018; Lo, Chernoff, Zheng, & Lo, 2015).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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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적 모형은 집단 수준의 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어지는 자료의 개인 단위 예측값이 도출되기 때문에, 예측 모형의 

정확도를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형을 적용했을 때 개인 

단위에서 어느 정도의 예측 오류(연속 변수: 예측된 값과 실제 값 간의 

차이, 범주 변수: 분류 정확도)가 발생하는지, 임상적 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추정치를 제공한다.  

 

3.3 뇌 기능적 연결성의 개인차 

신경 속성의 개인차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법들이 

존재하지만, 실용성,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의 현실적 조건에서 각광받는 

접근은 휴지기 뇌 기능 영상과 이를 통해 얻는 기능적 연결성(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rsFC)이다. 뇌는 특별한 과제가 주어지지 

않은 휴지기 동안에도 신경 활동 신호가 끊이지 않으며, 이러한 

자발적인 신호는 낮은 주파수로 파동하는 신호로 관찰된다(Buckner, 

Krienen, & Yeo, 2013; Fox & Raichle, 2007). 낮은 주파수의 파동은 

멀리 떨어진 뇌 영역과도 동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시간에 걸쳐 

동기화된 정도(예. 시계열 상관관계)를 통해 영역 간의 기능적 연결이 

얼마나 강한지 측정할 수 있다. 

뇌 기능적 연결성은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인지적 상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뇌의 구조적 연결이나 기능적 속성이 어떻게 기저 

수준에서 조직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분에 

걸쳐 평균화된 뇌 기능적 연결성은 백질 신경다발의 구조적 

온전성(Reijmer et al., 2015), 치매 병리 물질의 축적(Schultz et al., 

2017), 뇌 모듈-간의 길항적 관계성(Spreng, Stevens, Viviano, & 

Schacter, 2016), 인지 과제에 따른 뇌 활성화 패턴(Tavor et al., 2016) 

등의 신경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뇌 기능적 연결성은 이러한 속성을 

종합적으로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의 전임상 단계에서 치매병리 

물질이 포착하지 못하는 종단적 인지 감퇴의 위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Buckley et al., 2017). 

개별 단위로서의 연결성은 뇌의 전 영역에 걸친 하나의 연결망으로 

표상될 수 있으며, 수만 가지의 연결성으로 구성되는 신경 특징들은 

손가락의 지문과 같이 개인의 고유한 속성을 포착하는 도구로서 

기대되고 있다. Finn 등(2015)에 따르면, 여러 과제에 따른 뇌 연결성의 

변화와 여러 차례의 뇌 영상 촬영에도 불구하고, 뇌 기능적 연결성의 

유사한 정도를 통해 주어진 개인의 기능적 연결망이 누구의 뇌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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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인지 높은 정확도로 식별할 수 있었다(Finn et al., 2015; 

Horien et al., 2018). 또한 뇌 기능적 연결성의 프로파일에서 선별된 

정보를 통해 주의력, 유동 지능과 같은 주요 인지기능의 개인차가 

포착될 수 있다(Rosenberg, Finn, Scheinost, Constable, & Chun, 2017; 

Scheinost et al., 2019).  

뇌 기능적 연결성과 인지기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뇌 국소 

영역의 특성만을 지목하던 연구보다 넓어진 관점에서 뇌 전체 영역에 

분산된 인지기능의 신경상관자를 밝히고 있다. 특정 인지기능의 

개인차를 대변하는 주요 뇌 영역들이 알려져 있으나(Deary, Penke, & 

Johnson, 2010; S. E. Petersen & Posner, 2012), 인지기능의 개인차는 

특정 뇌 구조물보다는 다양한 기능적 네트워크들이 종합적으로 수행의 

개인차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찰된다(Rosenberg et al., 2017).  

 

3.4 뇌 연결성-기반 예측 모델링 

뇌 연결성-기반 예측적 모델(Connectome-based Predictive 

Modeling)의 접근은 뇌 구조 또는 기능적 연결성의 개인차 정보를 통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인차 정보(예. 진단 범주, 증상, 성격, 인지기능, 

인지적 편향)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드는 작업을 의미한다. 예측적 

모형을 통해 광범위하게 분산된 개인차의 신경 표지를 확보하고, 실용적 

장면에 일반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에서는 지능 지수(Dubois, Galdi, Paul, & 

Adolphs, 2018; Greene, Gao, Scheinost, & Constable, 2018), 

주의력(Rosenberg et al., 2016; Rosenberg, Hsu, Scheinost, Todd 

Constable, & Chun, 2018), 작업기억(Avery et al., 2019), 사회인지 

능력(Lake et al., 2019), 친사회적 행동(Bellucci, Hahn, Deshpande, & 

Krueger, 2019)에 대한 예측적 모형이 개발된 바 있다.  

치매 또는 노인 집단을 다룬 연구들의 대부분은 인지장애 진단 

여부를 변별하는 뇌 예측 모형이 대부분을 이루며, 인지 및 행동적 

속성에 대한 예측적 모형을 개발한 연구는 많지 않다(Rathore, Habes, 

Iftikhar, Shacklett, & Davatzikos, 2017). 정상 또는 인지장애로 

진단받은 노인들의 신경심리검사 수행에 대한 신경 예측 모형을 개발한 

연구들에 따르면, 일화기억기능(CERAD 10-word list Delayed Recall 

Test)이나 전반적 인지기능(Alzheimer’s Dementia Assessment 

Scale-Cognitive subscales, ADAS-Cog)을 예측한 바가 있다(Lin et 

al., 2018; Meskaldji et al., 2016). 해마 구조의 기능적 연결성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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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해마의 연결성 패턴이 을 통해 공간기억 과제 수행의 

개인차를 예측했다(Persson, Stening, Nordin, & Söderlund, 2018). 

연구들은 젊은 성인 대상으로 수집된 대규모 공유 자료에 비해 모형 

개발에 사용된 자료가 제한적이었다(n = 59; n = 55; n = 76).  

뇌 구조적 연결성을 활용하거나 현저한 뇌 손상이 발생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예측 모형은 신경심리검사의 종합 점수(CERAD-K)의 

개인차를 예측하거나(Shim et al., 2017) 뇌졸중 환자들의 신경심리기능 

손상을 예측한 연구가 있었다(Siegel et al., 2016). 해당 연구들에서는 

시각이나 운동 기능과 같이 체감각 기능에 특정적인 과제의 수행은 뇌 

손상의 해부학적 위치로 예측이 가능했던 반면, 주의력, 기억력과 같은 

상위 수준의 복합적 인지 기능은 뇌 기능적 연결성의 패턴을 통해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임상적 손상이 없는 노인들의 신경심리기능은 

국소 구조물의 특성보다 신경 다발의 구조적 연결성으로 잘 예측되었다. 

종합하자면 선행 연구들은 인지 기능이 현저하게 감퇴한 임상 집단을 

포함함으로써 예측 정확도가 향상된 경향이 있었으며, 뇌 영상으로 

예측된 신경심리검사 수행은 실제 수행을 7~25%(R2) 가량 설명할 수 

있었다.  

예측적 모델링 접근이 제안된 이후 연구들이 누적되고 있지만, 

연구들은 특정 인구 집단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젊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신경 퇴행이 

진행된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이 다수 포함된 자료로 예측 모형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경우 뇌 구조적 손상이 현저한 신경병리적 특징을 

중심으로 모형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인지장애의 초기나 정상 노인 집단에서 관찰되는 미세한 특징이 

포착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출처의 공개 자료(Alzheimer’s 

Dementia Neuroimaging Initiative, ADNI)가 반복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일반화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알려진 뇌 기능과 신경심리검사 간의 관계가 특정 인구학적 집단에서만 

성립할 위험이 있으며, 보다 다양한 인구 특성에 걸쳐 일반화되는 

예측적 모형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4. 뇌 연결망의 네트워크 분석 접근 
 

4.1 뇌 연결망 모형의 해석 가능성  

행동 개인차의 신경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복잡한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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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산물이 어떤 신경 속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밝히는 작업이다. 

따라서 뇌-행동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예측 모형이 중요하게 확보해야 

할 요건은 신경과학적 개연성(plausibility)과 해석 

가능성(interpretability)이다(Rosenberg, Casey, et al., 2018; Woo & 

Wager, 2015a). 예측적 모형이 최소한의 오차로 검사의 점수를 

예측했다는 것은 포착된 특징이 정교했음을 의미하지만, 신경 기전에 

대한 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바가 적다. 특히 예측자들을 

복잡성을 포착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예. Support vector machine, 

deep neural network)을 사용하는 경우, 어떤 신경 신호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예측에 기여할 수 있었는지를 연구자가 확인하기 어렵다. 

방대한 자료와 복잡한 모형을 사용해서 정확한 예측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뇌와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축적하기 

어려우며, 기존의 설명 이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지 못한다면,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한 요인에 의한 예측 모형을 개발할 위험이 있다(Eloyan et 

al., 2012). 

 선형적 조합으로 구성된 예측 모형의 경우에도 광범위한 

예측자들을 포함하는 모형을 해석하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국소 뇌 

영역을 선택하지 않고 광범위한 영역과 영역 간의 연결성을 모두 

예측자로 사용해서 예측 모형을 만들고자 할 경우, 대부분의 연구들은 

예측에 기여하는 연결성 특징들을 포착하여 모두 합산하는 절차를 

거친다(Shen et al., 2017). 이러한 방법으로 최종적인 예측에 일관되게 

기여하는 연결성이 어느 해부학적 영역 간의 연결인지(전두피질-

후두피질), 또는 어느 기능적 네트워크 간의 연결인지(전두두정 

네트워크-감각 운동 네트워크)인지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패턴이 

어떤 신경 속성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기존의 연구와 어떤 점에서 

일관된 모형이 도출된 것인지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분산된 뇌 연결성의 특징(feature)들을 효과적으로 요약하고 이론적으로 

의미있게 해석하는 틀이 필요하다.  

 

4.2 네트워크 위치 중요성 

네트워크 분석의 그래프-이론적 접근은 여러 개별적 단위가 다수의 

연결을 맺으며 복잡계를 구성하는 경우, 개별 단위가 복잡계 내에서 

갖는 속성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추상화하는 접근법을 

제공한다(Rubinov & Sporns, 2010; Sporns & Zwi, 2004). 각 뇌 

영역은 연결망 내에서 얼마나 많은 연결성을 갖고 있는지(연결 중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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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centrality), 속성이 다른 다양한 네트워크에 광범위한 관여를 

하는지(참여 계수, participation coefficient)와 같은 속성에 따라 개별 

영역들은 해부학적으로 인접해있다 하더라도 다른 위치 중요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뇌 연결망은 한정된 신경다발과 대사적 효율성을 위해 밀집된 

모듈-내 연결과 소수의 모듈을 잇는 연결로 구성되어 있다(Bullmore & 

Sporns, 2012). 동질적인 속성을 공유하거나 밀집된 연결을 구성하고 

있는 연결성의 단위들을 모듈이라고 지칭하며, 모든 연결성들은 모듈-

내 연결(intra-module connectivity)와 모듈-간 연결(inter-module 

connectivity)로 구분할 수 있다(Sporns & Betzel, 2016). 각각의 

속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모듈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허브(provincial hub)인지, 아니면 이질적인 네트워크 

모듈들을 연결하는 가교(non-hub bridge) 역할을 담당하는 영역인지 

구분할 수 있다. 모듈 내부와 외부 양측에 대한 연결성이 우수한 영역은 

가교 허브(bridge hub)의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해부학적으로 인접한 위치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다른 영역과 맺는 

연결 속성에 따라서 복잡계 내에서의 다른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즉, 

해부학적 위치가 유사한 위치에서 뇌 손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연결망 위치 상의 속성에 따라 손상 이후에 발생하는 시스템 

수준의 교란과 파급효과가 다를 수 있다. 국소적인 뇌 손상이 발생한 

환자들에게서 행동기능이 관찰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소 영역의 

기능적 부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과제 수행을 위해 협업 관계를 

유지하던 관련 영역들과의 연결성이 교란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Baldassarre et al., 2016). 가상의 뇌 연결망에서 특정 단위의 

손상을 가상실험을 통해 특정 영역이 손상되었을 때 전체 연결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영역의 가교 및 허브 속성을 통해 예측할 수 

있으며(Alstott, Breakspear, Hagmann, Cammoun, & Sporns, 2009), 

이러한 예측은 뇌 손상이 실제로 발생한 임상적 집단이나 알츠하이머성 

치매 병리를 가진 노인 집단에서도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Fischer, 

Wolf, & Fellgiebel, 2019; Gratton, Nomura, Pérez, & D’Esposito, 

2012). 즉, 뇌 전체 연결망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뇌 

영역들은 그렇지 않은 주변 영역보다 뇌 병리에 따른 임상적 손상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뇌 손상 환자들의 기능적 연결망과 행동기능을 함께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 영역들과 높은 연결성을 가진 허브인 동시에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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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간의 중개를 하는 가교 위치의 뇌 영역이 손상될 경우 가장 

심각한 신경심리기능의 손상이 관찰되었다(Warren et al., 2014). 또한 

그래프 이론적 속성에 따른 뇌 손상 패턴의 분류는 신경심리학적 

전문가들의 평정이 예측하지 못하는 기능적 손상의 변산을 설명할 수 

있었다(Warren et al., 2017). 이러한 선행 연구는 단순히 두 영역 간의 

단절에 의해 인지적 결함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성(centrality), 

모듈성(modularity), 그리고 참여계수(participation coefficient)와 같은 

네트워크 위치 특성에 따라 신경심리적 기능에서 갖는 중요성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예측을 종합하여 어떤 

영역이 손상되었을 때 행동적 손상의 파급 효과가 크게 발생할지를 

예상하는 모형이 제시되었다(Fornito et al., 2015). 모형에 따르면 

모듈-간 연결성이 크고 그리고 모듈-내 연결성이 큰 영역이 

손상되었을 때 뇌 전체 연결망의 통합성이 크게 교란될 것이며, 행동적 

손상 또한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5. 연구 목적 
 

신경심리검사는 노년기 인지장애의 발병 위험과 일상생활 기능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노년기의 치매 

또는 노화에 따른 신경 병리를 적절히 포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경심리검사가 어떤 뇌 기능적 속성의 개인차를 반영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임상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뇌 

기능적 연결성은 광범위하면서 국소적인 뇌 기능의 개인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신경심리검사를 구성하는 인지과제들이 어떤 신경 

특징들의 조합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뇌 전영역에 걸친 기능적 연결성의 조합이 

신경심리검사 수행의 개인차를 예측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검사 

수행 개인차와 관련된 신경 상관자는 수많은 조합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차타당화와 기계학습 절차를 적용해서 가장 최적한 

예측적 조합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신경심리검사 수행을 예측하는 뇌 

연결성의 상관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속성이 단순히 국소적인 

연결성을 산발적으로 반영한 것인지, 뇌 전체 연결망 시스템을 조율할 

수 있는 허브와 가교 영역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1에서는 예측적 모델링을 통해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 

신경심리검사의 인지 영역의 수행 개인차가 뇌 연결성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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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지 확인했다. 모형을 학습하는 자료와 모형의 예측 정확도를 

확인하는 자료를 분리시키는 교차타당화 절차를 통해, 새로운 자료의 

신경심리검사 수행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뇌 모형을 구성했다. 

모형의 복잡성과 신경 특징의 범위를 결정하는 하이퍼 모수를 

조율함으로써 가장 최적한 신경심리검사의 연결성-기반 모형을 

구성했다. 더 나아가서, 구성된 예측 모형이 전체 네트워크 상 위치 

중요성을 반영하는지 탐색했다. 모듈-내 연결성과 모듈-간 연결성에서 

높은 중요성을 갖는 영역들이 예측 모형에서의 기여도가 높으며, 해당 

영역을 제외했을 때 예측 정확도의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 2에서는 신경심리검사의 예측 모형이 다른 출처의 자료에서도 

일반화되는 모형인지 검증했다. 주의/작업기억, 집행통제, 그리고 

일화기억 기능을 측정하는 신경심리검사 수행과 휴지기 뇌 기능영상 

자료가 획득된 OASIS-3(Open Access Series of Imaging 

Studies)에서 구성된 예측 모형은 새로운 자료 세트뿐만 아니라, 

인구학적 특성을 달리 하는 연구 1의 신경심리검사 수행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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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신경심리검사 수행의  

뇌 연결성-기반 예측 모형 
 

방   법 
 

1. 연구 참가자 

 

연구 참가자들은 농촌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한 노화에 대한 조사(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KSHAP)”의 조사에 응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모집되었다. 참가자는 

60세 이상, 또는 배우자가 L 또는 K면에 거주하는 경우 조사 참여를 

권유 받았으며, 이들 중 신경심리검사, 뇌영상 촬영 모두를 마친 

참가자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Han et al., 2010)에서 중등도 

이상의 인지장애(1.5 표준편차 이하)가 시사되는 경우, 신경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 영상의학 판독에서 이상 소견(뇌 연화증, 뇌 출혈, 

광범위한 뇌 경색, 소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주요 신경심리검사 중 한 

가지 이상의 소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뇌 영상 촬영 중 머리 

움직임이 심했던 경우에 추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신경심리검사와 

뇌영상 촬영에 참가했던 206명 중, 최종적으로 151명의 참가자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가자의 연령, 성별, 교육 연한의 평균과 

범위는 표 1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설명문을 통해 검사자로부터 직접 

전반적인 연구 절차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표 1. 연구 참가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평균  표준편차 범위 

연령 71.74 6.56 59-93 

교육 연한 7.17 4.12 0-23 

MMSE-DS 27.00 2.14 21 – 30 

성별 (여 : 남) 96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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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경심리검사  
 

2.1 신경심리검사 도구 

노인들의 인지 기능을 여러 영역에 걸쳐 측정하기 위해 주의 및 

작업기억, 집행통제, 일화기억, 시공간구성 영역을 측정하는 일련의 

검사들이 실시되었다. 수행의 기술통계 분포는 그림 1에 제시되었다. 

 

그림 1 신경심리검사 소검사별 수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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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공간 따라 외우기 과제(Digit/Spatial Span Forward/Backward): 숫자 

따라 외우기 과제에서는 숫자를 구두로 들려준 후 즉각 응답을 받거나 

거꾸로 외우도록 지시하였으며, 공간 따라 외우기 과제에서는 격자 

공간에 배치된 블록의 위치를 짚어준 후 즉각적으로 블록의 위치를 

짚도록 하거나 거꾸로 따라 짚도록 했다(송호정 & 최진영, 2003; 

최진영, 2007). 순서대로 따라 외우는 시행은 자극 정보를 파지하는 

단기 기억과 선택 주의의 요소가, 거꾸로 따라 외우는 시행은 정신적 

조작을 필요로 하는 작업 기억의 요소가 측정된다.  

 

숫자 빼기(MMSE-DS calculation; 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

Dementia Screening, Serial 7s): 숫자 빼기 과제는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DS)에서 100부터 7씩 다섯 차례 빼도록 하는 산수 

과제에서 정답 시행의 수를 사용하였다(Han et al., 2010). 앞선 

시행에서 틀렸다 하더라도 뒤따르는 시행에서의 뺄셈이 정확한 경우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산수 과제는 유동적 추론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작업 기억 요인을 가장 잘 반영하는 소검사이다(Greenaway, Smith, 

Tangalos, Geda, & Ivnik, 2009; 조혜선, 황순택, & 박광배, 2015) 

 

단어목록 학습 검사(Elderly Verbal Learning Test, EVLT): 노인의 언어 

자극에 대한 일화기억기능 측정을 위하여 노인 언어 학습 

검사(EVLT)가 사용되었다. EVLT는 가구, 동물, 과일 범주에 속하는 

9개의 단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과제이며, 교육이나 문화적 영향이 

적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최진영 등, 2006; 최진영, 2007). EVLT는 

다음과 같은 다섯 소검사 단계를 갖는다: 1)학습목록을 듣고 즉각회상 

시행 5회, 2)간섭목록에 대한 회상 시행, 3)초기에 입력한 학습목록을 

회상하는 단기지연회상 시행, 4)15분에서 30분 가량의 지연 후에 

학습목록에 있었던 단어를 회상하는 장기지연회상 시행, 5)주어진 

단어가 학습목록에 있던 단어인지 판별하는 재인 시행. 즉각회상 시행을 

통해 충분한 주의를 가지고 학습할 단어를 파지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지 

측정하며, 장기지연회상과 재인 시행을 통해서는 입력된 정보를 지연 

이후로 공고화시키는 효율성이 측정된다. 모든 회상 시행은 단서 없이 

표적 단어들을 회상하는 자유회상 시행과 가구, 동물, 과일 범주가 

있었다는 단서를 환기 받고 회상하는 단서 회상 시행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5회의 즉각회상 시행의 총점과 장기지연 자유회상 점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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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회상 검사(Story Recall Test, SRT): 노인의 언어적 일화기억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로 이야기 회상 검사가 사용되었다. SRT는 유괴 사건을 

주제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여 말을 하도록 하는 과제들로 

이루어져 있다(안효정 & 최진영, 2004; 최진영, 2007). 검사 시행은 

이야기를 들은 후 바로 회상하게 하는 즉각 회상, 15분에서 30분 후 

실시하는 지연 회상, 이야기에 관한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재인 

과제로 구성된다. 즉각 회상 과제와 지연 회상 과제에서 각각 이야기 

단위 점수 24점과 주제 단위 점수 6점이 계산되며, 두 점수의 합산 

점수가 총점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즉각 회상 시행과 지연 회상 

시행의 점수가 사용되었다.  

 

단순 Rey 도형 검사(Simple Rey Figure Test): 시각 자극에 대한 시공간 

구성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단순 Rey 도형 검사가 사용되었다. 기존에 

사용되던 Rey-Osterrieth Complex Figure Test(Rey, 1964)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형태가 단순화된 자극이 사용되었다(최진영, 2007; 

박선희 등, 2011). 그림 자극이 제시되면 이를 색연필로 그리도록 하되, 

직접 보면서 그리는 복사 시행, 자극을 치운 뒤 회상하며 그리는 즉각 

시행, 15-30분 후에 회상하며 그리는 지연 시행을 갖는다. 자극의 각 

구성 요소 별로 적절한 형태와 위치에 그려졌는지 여부에 따라 8개의 

구성요소 각각에 대해 2점씩 총 16점을 획득할 수 있다. 

재인과제에서는 20가지의 각 그림 자극이 전체 또는 세부 요소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판별하도록 하였다. 검사의 수행에는 구성능력이나 

지각적 조직화 능력이 주요하게 반영되며, 지연회상 수행을 통해 시공간 

자극의 장기적 공고화 효율성도 측정 가능하다. 교육 경험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 필기 도구 사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의 정교함이 

떨어지고 반응한 그림의 전반적 크기와 필기도구 사용의 숙련도가 채점 

기준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사 시행에서 감점된 점수만큼 

더해진 즉각회상, 지연회상 점수가 보정점수로서 사용되었다. 

 

수정된 선로 잇기 검사(Trail Making Test, TMT): 선로잇기검사는 종이 

위에 흩어진 일련의 숫자나 도형을 정해진 규칙과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게 잇도록 하는 과제이다.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글자의 순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노인들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된 과제가 사용되었다(박미선 & 최진영,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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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잇기검사(TMT A)는 종이 위에 흩어져 있는 일련의 숫자들을 

순서대로 잇는 선을 최대한 빠르게 그리도록 하였다. 

선로잇기검사(TMT B)는 삼각형과 사각형 도형을 번갈아가면서 선을 

잇도록 했으며, 선로잇기검사(TMT C)는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잇되 

삼각형과 사각형을 번갈아가며 선을 잇도록 했다. 시행 도중 규칙을 

어긴 경우, 정정하여 시행 규칙을 재확인시켰다. 각각의 시행에서 총 

소요된 시간(초)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TMT B 시행은 정해진 순서의 

정답 경로가 없었기 때문에 경로에 따라 소요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시행 A는 주의와 운동 협응, 

처리속도를 반영하는데 비해, 시행 C는 집행기능 중 전환(shifting) 

요소를 추가로 요구하는 과제이다.  

 

범주 유창성 검사(Category Fluency Test): 통제 단어 연상 

검사(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COWAT; 강연욱 등, 

2000; 강연욱, 장승민, 나덕렬, 2012)의 하위 검사인 범주 유창성 

검사(Category Fluency Test)에서는 특정 범주(“동물”과 “가게 

물건”)에 대하여 각각 60초 동안 얼마나 많이 말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범주 유창성 과제는 특정한 의미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을 

유연하게 인출하기 위해 최신화(updating), 어휘력, 의미기억 기능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전두엽 기능, 언어기능, 집행기능, 

또는 처리속도(운동 속도와 구분) 요인으로 다양하게 

분류된다(Greenaway et al., 2009; Jahng, Na, & Kang, 2015; Park et 

al., 2012). 

 

스트룹(Stroop) 검사: 스트룹 검사는 임상장면에서 주로 억제 

능력(inhibition ability)을 포함한 전두엽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사용된다. 글자 말하기(word reading)조건과 색깔 말하기(color reading)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신경심리검사 2판에 

수록된 한국판 스트룹 검사 60초버전(Korea-Color Word Stroop 

Test-60; 이정희 등, 2000; 강연욱, 등 2012)을 사용하여 제한 시간 

내에 반응한 정반응 수를 측정하였다. 글자 말하기 조건의 수행은 

주의력과 처리속도를 반영하며, 색깔 말하기 조건의 수행은 

처리속도뿐만 아니라 억제적 통제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de Frias, 

Dixon, & Strauss, 2006; Jahng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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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지 영역 확인적 요인분석 

모든 개별 신경심리검사에 대한 예측적 모델을 생성할 경우 1종 

오류율이 높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통해 동질적인 

검사들을 합산한 요인 점수를 생성했다. 최적의 요인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평행 분석(Parallel analysis)을 통해 실제 자료의 주성분 분석 

고유값과 무선적으로 생성된 자료의 고유값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위한 요인의 구조의 수를 설정했다. 평행 분석을 위해 

psych R 패키지(Revelle, 2018)가,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서 lavaan R 

패키지(Rosseel, 2012)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평행분석에서 5개의 요인 구조가 시사됨에 따라 노인 

신경심리검사의 선행 요인 분석 연구(Greenaway et al., 2009; Park et 

al., 2012)에 근거하여 인지 영역이 표 2와 같이 분류되었다.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모형의 적합 여부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08 으로 판단하였다(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이 때 전체 자료에서 도출된 요인구조 모형으로 

요인 점수를 계산할 경우, 개별 관찰값들이 전체 요인 구조의 과적합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관찰값을 제외한 자료로 요인 구조의 모수를 

추정한 후에, 제외되었던 17개의 관찰값을 통해 다섯 개의 요인 점수를 

계산했다. 요인 점수의 계산은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추정된 비표준화된 

요인 부하의 가중합으로 구해졌다. 점수의 분포는 그림 2에 제시되었다. 

 

표 2. 인지 영역별 요인 점수를 구성하는 소검사 

인지 영역 검사 

주의/작업기억 

숫자 바로 따라 외우기 (Digit Span Forward) 

숫자 거꾸로 따라 외우기 (Digit Span Backward) 

공간 바로 따라 외우기 (Spatial Span Forward) 

공간 거꾸로 따라 외우기 (Spatial Span Backward) 

숫자 빼기 (MMSE calculation - Serial 7s) 

집행기능–유창성 
동물 유창성(Fluency – animal)  

가게 유창성(Fluency – supermarket)  

집행기능–전환/억제 

선로 잇기 검사 (A) (Trail Making Test A) 

선로 잇기 검사 (C) (Trail Making Test C) 

스트룹 단어 말하기 (Stroop Word Reading) 

스트룹 색상단어 말하기(Stroop Color-word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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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기억 

단어목록 즉각회상 (Word list immediate recall) 

이야기 즉각회상 (Story immediate recall) 

단어목록 지연회상 (Word list delayed recall) 

이야기 지연회상 (Story delayed recall) 

시공간 구성 

Rey 도형 즉각재생  

(Simple Rey Figure Test-immediate reproduction) 

Rey 도형 지연재생  

(Simple Rey Figure Test – delayed reproduction) 

 

 

그림 2. 신경심리검사의 인지 영역별 요인 점수 분포 

 

3. 뇌 영상 획득 및 전처리  
 

3.1 뇌 영상 획득 

뇌 영상 자료 수집은 서울대학교 뇌영상센터에 있는 Siemens 3-

Tesla 스캐너(Erlangen, Germany), TIM Trio(VB17)으로 수집되었다. 

모든 참가자로부터 고해상도 T1영상(MPRAGE; TR = 2.3s, TE = 

2.36ms, FOV = 256 × 256mm, FA = 9˚, voxel size 1 × 1 × 

1mm³)과 휴지-상태 기능 영상(TR = 2s, TE = 30ms, FOV = 240 × 

240mm, FA = 79˚, voxel size 3 × 3 × 3mm, gap = 1mm, 30 

slices)이 촬영되었다. 촬영 동안 참가자들은 눈을 뜨고 잠들지 않도록 

지시받았다. 휴지기 뇌영상은 두 차례의 연속적인 촬영으로 총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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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300장의 영상이 획득되었다.  

 

3.2 뇌 연결성 분석 

기본적인 전처리 절차는 MATLAB 2018에서 실행되는 

SPM12(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 Wellcome Trust Centre for 

Neuroimaging, London, UK)와 Conn18.a 툴박스(Whitfield-Gabrieli 

& Nieto-Castanon, 2012)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연속적인 영상 

간의 움직임을 보정하였고, 추정된 움직임은 추후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추정된 머리 움직임을 통해 추후에 과도한 움직임을 보인 

참가자가 제외되었다 (최대 > 4.5 mm, 평균 > 0.6 mm, n = 26). 머리 

움직임은 뇌 연결성의 극단적인 신호 강도와 일시적인 머리 움직임의 

효과를 보정하는 절차(scrubbing)가 적용되기 때문에 Power 

등(2012)에서 제안된 평균 움직임의 기준(0.5 mm)을 완화하여 선별에 

적용했다(Power, Barnes, Snyder, Schlaggar, & Petersen, 2012). 이후 

단면 획득 순서의 시간차가 보정된 후, 모든 휴지기 기능 영상은 평균 

영상을 중심으로 해부학적 영상에 맞춰졌다. 해부학적 영상은 표준 

형판에 공간적으로 정규화되었으며, 회백질, 백질, 뇌척수액으로 

분리되었다. 모든 기능 영상은 위의 공간적 정규화 과정에서 추정된 

비선형적 변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표준 공간상으로 정규화되었다. 

ART(https://www.nitrc.org/projects/artifact_detect/)를 이용하여, 

전체 영상의 신호 강도가 ±5 표준편차를 넘거나, 첫 영상을 기준으로 

0.9mm이상의 움직임을 보인 영상을 탐지하였고 해당 영상의 시계열 

효과를 제거하였다. 편평화는 반치폭(FWHM) 8mm으로 이루어졌다. 

신경 신호와 관련 없는 생리적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0.008에서 0.09 

사이의 신호를 통과시키는 주파수 필터를 사용하고, 백질과 

뇌척수액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영향력을 제거하였다.  

 

3.3 뇌 영역 정의 

뇌 영역의 정의는 Shen 등(2013)의 뇌 영역 분할 지도가 

사용되었다(Shen, Tokoglu, Papademetris, & Constable, 2013). 분할 

지도는 스펙트럼 분해 기법을 사용하여 개인차 변별성을 가장 높이는 

최소의 영역 개수와 경계 구분법을 결정했으며, 8개의 기능적 

네트워크가 구분되었다(그림 3). 제한된 영상 단면으로 인해 소뇌에 

해당하는 41개 영역을 제외한 227개 영역에서의 신호가 추출되었다. 각 

뇌 영역 내의 신호 평균값의 시계열 간 상관관계를 계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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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Fisher Z 변환)되어 연결성 값으로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227 

× 227의 대칭 행렬에서 아래 삼각형 요소를 227C2 = 25,651개로 

벡터화하여 예측에 사용했다.  

 

그림 3. Shen 등(2013)의 뇌 영역별 네트워크 분류. 좌측 상단부터 우측 

하단 순으로 내측 전두(MedF), 전두-두정(FP), 기본 모드(DM), 

피질하/현저성 네트워크(Sub), 감각-운동-청각(SMA), 내측시각(MV), 

시각(V), 시각연합(VA). 

 

4. 예측적 모델링 
 

4.1 내포된 교차타당화(nested cross-validation) 

신경심리검사 수행을 예측하는 뇌 연결망 모형은 내포된 

교차타당화(nested cross-validation)와 정규화된 회귀분석 기법을 

적용했다. 뇌 영역 간 기능적 연결성(25,651개)이 신경심리검사 요인 

점수를 예측하는 회귀모형을 구성하고, 새로운 뇌 영상 자료에서 예측된 

검사 점수가 얼마나 정확하게 실제 검사 점수를 재현할 수 있는지 

탐색되었다. 

자료의 수가 적은 경우 교차타당화 절차 내에서 큰 범위의 오차를 

발생시키며 최적한 하이퍼 모수를 조율(tuning)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Varoquaux, 2018), 전체 자료(n = 151)는 2/3의 자료(내포 

루프, nested loop)를 통해 정규화된 회귀모형을 조율하고, 나머지 1/3의 

자료(외부 루프, outer loop)에서 조율된 회귀 모형의 최종적인 예측력을 

확인했다(그림 4). 자료의 분리 과정에서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예측 절차를 50회 반복함으로써 예측 결과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외부 루프에서 예측된 점수와 실제 점수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예측 정확도의 지표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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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뇌 연결망 예측적 모델링의 도식. 학습 자료(좌, n = 103)에서 

뇌 연결망 예측 가중치(i)를 최적화한 후, 검증할 자료(우, n = 48)의 뇌 

연결망 자료와 내적(각 연결망 별 가중치 곱하기의 조합)으로 예측된 

점수를 계산함. 실제 검사 점수와 예측된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50회 

반복 확인하여 예측 정확도 확인(Adapted from Woo et al., 2017). 

4.2 정규화 회귀 모형의 하이퍼 모수 조율 

여러 예측적 회귀 알고리즘(OLS, LASSO, Ridge, elastic-net, 

Support Vector Regression, Relevant Vector Regression)의 예측 

성능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료로 가장 정확한 행동 개인차를 예측하면서 계산 

시간의 효율성이 우수한 정규화 선형 회귀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Cui 

& Gong, 2018; Dadi et al., 2019). 정규화 선형 회귀 기법은 신경 

영상의 예측적 특징들을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동시에 비선형적 모형에 

비해 개별 예측자의 해석이 용이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인차에 대한 예측 모델링에서 사용되어 왔다(Ahn et al., 2014; 

Bzdok & Ioannidis, 2019; Dubois et al., 2018; Moradi, Hallikainen, 

Hänninen, & Tohka, 2017; Wager, Atlas, Leotti, & Rilling, 2011; Zhao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최종 모형에서 가장 최적한 수준의 모형 복잡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 하이퍼 모수( )를 갖는 비용함수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회귀 모형에서 최소화해야 하는 비용 함수 

∑(𝑦𝑖 − 𝑥𝑖
𝑇𝛽𝑖)2 에 L1-정규항(예측 가중치들(i)의 절대값의 합)이나 

L2-정규항(예측 가중치들(i)의 제곱합)을 추가함으로써 예측에 

기여하지 못하는 예측자들의 가중치들을 0에 가깝게 수렴시킨다. 여기서 

정규항이 비용함수에 대한 처벌의 크기가 가중치 을 통해 결정되는데, 

연구자는 가장 최적한 수준의 처벌 수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포된 

루프(nested loop) 안에서 5겹 교차 타당화를 거쳐서 과적합을 통제한 

예측 모형을 학습시킨다.  모수를 결정하기 위한 탐색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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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glmnet 함수에 내장된 알고리즘(cyclical coordinate descent)에 

따라 100개의 값에 대해 교차 타당화의 예측 오류(mean squared 

error)가 계산되었다. 분산된 다수의 연결성들의 조합이 인지 수행을 

예측하는 경우라면 낮은 제약 수준()을 통해 많은 수의 큰 예측 

계수를 갖는 모형이 도출되는 반면, 초점적인 뇌 연결성이 예측에 

기여한다면, 높은 제약 조건을 통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예측자의 

가중치는 0에 가깝게 수축한 예측 모형이 도출된다. 

비용함수의 과적합을 통제하기 위해 L1-정규항만을 사용할 

경우(LASSO) 최종 모형에서 자료의 수 이상의 예측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L2-정규항만을 사용할 경우 예측자들의 

가중치가 0으로 완전히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형의 예측자들이 최적한 희소성(sparsity, 소수의 예측자만이 

가중치 값을 갖는 것)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L1 정규항(∑ |𝑏𝑖| )과 L2 

정규항( ∑(𝑏𝑖)2 )을 조합한 elastic-net 정규화 회귀 모형 중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 결과가 도출되는 모형을 탐색했다. L1-정규항과 L2-

정규항이 사용되는 혼합 비율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조율했다. 

정규화 회귀 모형과 조율되는 하이퍼 모수는 아래와 같다. 

 

∑(𝑦𝑖 − 𝑥𝑖
𝑇𝛽𝑖)2  + 𝛾 ∑(𝛼|𝛽𝑖| +

1

2
(1 − 𝛼)|𝛽𝑖|2)  

 

Elastic-net에서는 L1 정규항과 L2 정규항의 상대적 비중을 

조절하는 를 조정하며,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예측 가중치가 0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커진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된 값(0, 0.05×103, 

0.10×103 
… 0.95×103, 1) 각각에 대해 학습 자료(n = 103) 내의 5겹 

교차타당화에서 가장 높은 예측 정확도(mean squared error)를 보이는 

제약 수준( 모수)을 결정한 후, 조율된 모형을 검증 자료(n = 48)에 

적용했다. 검증 자료에서의 예측력을 반복 확인하는 외부 루프에서 

50회의 예측 정확도(표준편차 대비 평균)가 가장 우수했던 값의 예측 

모델을 추후 뇌 영역 분석에서 사용했다.  

 

4.3 특징 선택 

예측 모형의 최적 분산성을 탐색하기 위해 예측 모형을 구성하기 

이전에 예측자의 수를 줄이는 특징 선택(feature filtering/selection) 

절차를 적용했다. 특정 선택을 거칠 경우, 효과적으로 차원성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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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의 계산이 가능하다(Mwangi, Tian, & Soares, 2014). 선행 

연구들에서는 매우 약한 수준(p < 0.50)에서 예측 대상과 관계 있는 

연결성 특징을 선별하여 모델을 구성할 경우 더 우수한 예측 정확도를 

보인 바 있다(Gao, Greene, Constable, & Scheinost, 2019). 특히 

자료의 수와 효과 크기가 제한된 다중회귀 예측 모형인 경우 특징 선택 

절차가 개인차 모형의 예측 정확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Jollans et al., 

2019).  

특징 선택을 통해 예측적 정보가 적고 잡음이 많은 신경 속성을 

제거할 수 있지만, 너르게 분산된 예측 정보를 잃을 위험이 있다(Finn 

et al., 2015; Jangraw et al., 2018). 또한 인지 과제의 속성에 따라서 

신경 상관자가 분산되어 있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터 방법(filter method)를 통해 여러 특징 선택의 역치 

수준(|r| > 0.00, 0.02 … 0.32, 0.34; 18개 값)에 따라 어떤 역치 

강도에서 가장 높은 최종 예측력을 보이는지 탐색했다. 즉, 

신경심리검사 수행과 각 개별 연결성 간의 상관계수 절대값이 역치 

수준을 넘기는 연결성만을 예측적 모델링에 사용했다. 검증 자료에서의 

특징은 학습 자료에서 선별된 특징만이 고려함으로써 분석의 독립성을 

유지했다. 특징 선택 과정은 능형 회귀( = 0) 모형에서 값을 조율하는 

절차를 50회 반복하여 획득했다.  

만약 신경심리검사 수행의 예측에 기여하는 연결성의 상관자가 일부 

연결에만 초점적인 경우, 높은 특징 선택 역치를 적용해도 예측력이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신호 대 잡음 비가 상승함에 따라 예측력이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신경심리검사의 연결성 상관자가 여러 영역에 

걸쳐 분산된 경우, 높은 역치를 선택할 경우 여러 연결성이 흩어진 

예측적 정보들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예측 정확도가 감소할 수 있다.  

 

5. 뇌 연결망 예측 모형 영역 분석 
 

신경심리검사 수행을 예측하는 연결망 모형의 해석성을 높이기 위해 

예측에 기여하는 뇌 영역이 주로 어떤 기능적 네트워크에 소속되었는지, 

그리고 전체 연결망의 모듈 구조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영역들로 

구성되었는지 탐색했다.  

각 뇌 영역이 예측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는 50회의 반복 

예측에 걸친 회귀모형의 회귀 계수의 평균을 통해 계산했다. 총 

25,651개의 예측 회귀 계수는 강할수록 우수한 수행과 관련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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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Positive network)과 약할수록 우수한 수행을 예측한 

연결성(Negative network)로 구분한 후 227개의 뇌 영역 단위로 

요약되었다. 각 227개의 뇌 영역이 다른 226개의 연결에 대해 갖는 

계수의 평균값이 계산되었다.  

네트워크가 구분된 분할 지도는 선행 연구에서 8개의 기능적 

네트워크(전두-두정, 내측전전두, 기본모드, 피질하, 운동, 시각1, 시각2, 

시각연합)로 구분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각 영역들의 소속이 

결정되었다(Shen et al., 2013) (그림 3). 기능적 네트워크는 자발적 

활성화 신호에 따른 기능적 연결성이 강한 영역들의 군집을 나타내며, 

인지 과제가 주어졌을 때 함께 활성화되는 동질적인 영역 단위를 

보여준다(Laird et al., 2013). 총 25,651개에 해당하는 연결성에 대한 

예측 계수들은 8개의 네트워크-내(within) 또는 28개의 네트워크-

간(between) 연결성 안에서 평균화 되었다. 뇌 해부학적 위치 영역에 

따라 예측 기여가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BioImage Suite의 

Connectivity Visualizer (bisweb.yale.edu/build/connviewer.html)를 

사용했다.  

행동 예측에 최적한 뇌 영역 분할의 해상도를 탐색하기 위해 뇌 

영역을 큰 단위로 분할된 뇌 지도에서 구성된 기능적 연결망의 예측 

분석이 실시되었다. 해부학적 구조물에 따라 구분된 90개의 뇌 지도 

(Automated Anatomical Labeling) (Tzourio-Mazoyer et al., 2002)와 

대단위 기능적 네트워크로 17개의 영역이 정의된 지도(Yeo et al., 

2011)에 대해 동일한 절차의 예측적 모델링이 실시되었다.  

 

6. 네트워크 위치 중요성에 따른 예측력 
 

6.1 모듈성 분석 

뇌 영역의 네트워크 위치 상 중요성을 부여하기 위해 연결망의 

동질적인 군집을 이루고 있는 모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모듈성 분석은 Newman(2006)의 알고리즘이 내장된 Brain 

Connectivity Toolbox(Rubinov & Sporns, 2010)을 사용하여 모듈성 

질(modularity quality, Q) 값이 가장 최대화되는 집단 구분의 경우를 

찾는다(Newman, 2006). 모듈성은 모듈-내 연결은 최대화하고 모듈-

간 연결은 최소화도록 하는 분할 방법을 도출하며, Q가 클수록 뚜렷하게 

구분된 모듈이 도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모듈성(Q)를 계산할 때 해상도 

파라미터()를 통해 연결 강도 영분포의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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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모듈을 탐지할지 조절할 수 있다. 큰  (> 1)이 곱해질수록 더 

동질적인 집단 내 연결 강도를 가져야 높은 Q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단위로 구분된 다수의 모듈이 도출되는 반면, 낮은 가 

곱해질 경우, 소수의 큰 모듈이 도출된다. 모듈 분석에서 최적의 모듈 

해상도(모듈을 구분하는 단위의 크기)를 결정하는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모듈의 개인간 이질성을 줄이고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값을 최종 모듈 구분에 사용했다(Sporns & Betzel, 

2016). 100회에 걸쳐서 집단을 절반으로 구분하여 절반의 자료에서 

도출된 모듈 소속이 나머지의 자료에서 도출된 모듈 소속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지 표준화된 상호 정보량(normalized mutual 

information)을 확인했다(Bishop, 2006; Marek, Hwang, Foran, 

Hallquist, & Luna, 2015). 무선적으로 구분된 두 집단 간의 상호 

정보량이 가장 높았던 해상도 파라미터로 구분된 모듈 구조가 추후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6.2 네트워크 위치 중요성 

뇌 영역들은 하나의 모듈 내에서 얼마나 많은 연결들을 갖고 있는지, 

다른 모듈에 소속된 영역들과도 많은 연결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Bertolero, Yeo, Bassett, & D’Esposito, 2018; Fornito 

et al., 2015; Meunier, Achard, Morcom, & Bullmore, 2009). 본 

연구에서는 뇌가 기능적으로 이질적인 모듈 단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영역들은 모듈-내에서의 중앙적 허브에 위치하는지(intra-module hub), 

모듈 밖 영역과의 가교 연결을 담당하는지(inter-module bridge)에 

따라 다른 속성을 부여되었다. 각각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전체 

참가자의 뇌 연결망 행렬의 평균을 구한 뒤, 각 영역 i에 대한 모듈-내 

연결성(within-module degree z-score)과 모듈-간 

연결성(participation coefficient)이 계산되었다(Guimerà & Nunes 

Amaral, 2005).  

 

모듈-내 연결성i = 
i의 모듈−내 연결 강도 – 모듈−내 평균 연결 강도

모듈−내 연결성의 표준편차
 

 

모듈-간 연결성i = 1 −  ∑ (
i와 나머지 모든 모듈−내 영역과의 연결 강도

i와 모든 영역과의 연결 강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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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영역별 모듈-내 연결성과 모듈-간 연결성는 Brain Connectivity 

Toolbox에 내장된 함수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Rubinov & Sporns, 

2010). 뇌 영역의 시각화를 위해서 BrainNet Viewer 패키지를 

사용했다(Xia, Wang, & He, 2013).  

 

6.3 네트워크 중요도 순위 

그래프 이론적 지수들이 통일된 단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227개의 뇌 영역들의 모듈-간 연결성과 모듈-내 연결성 값을 순위화 

했다. 또한 모듈-내와 간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교 역할의 

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모듈-내 연결성(허브, hubness)의 순위와 모듈-

간 연결성(가교, bridgeness)의 순위를 합산하여 가교 허브성 

지수(bridge hubness)를 계산했다. 세 가지 중요도 지수 모두 순위값이 

낮을수록 모듈-내, 모듈 외, 또는 가교 허브성이 높은 영역을 의미했다. 

각 뇌 영역의 회귀 계수(예측 가중치)의 합산값과 네트워크 중요도 

지수 간의 Spearman의 순열 상관관계를 통해 허브 및 가교의 속성이 

갖는 뇌 영역이 수행에 대한 예측적 중요성을 갖는지 검증했다. 또한 

모듈-내 연결성의 순위와 모듈-간 연결성 순위의 효과 간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두 연결성의 순위가 모두 높은 영역일수록 예측 가중치가 

높았는지 검증했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선행 연구에 따라 분류된 인지 영역의 구분된 요인을 가정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수용 가능한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RMSEA = 0.070 

[0.054 – 0.087], CFI = 0.932, SMSR = 0.076). 다섯 요인을 설명하는 

공통 요인의 존재를 추가로 가정한 모형에서는 더 향상된 적합성을 

보이지 않았다(RMSEA = 0.072, CFI = 0.925, SMSR = 0.082). 각 

소검사별 요인의 부하량은 표 2와 같다. 시공간 구성 기능을 제외한 네 

개의 인지 요인들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r = 0.56-0.83)를 보였으며, 

시공간구성 기능은 나머지 요인과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r = 0.11-

0.29)를 보였다(그림 5). 주의/작업기억과 일화기억 기능은 교육의 

효과가 우세했던 반면, 집행통제 기능은 연령과 교육 연한의 효과가 

모두 높은 경향을 보였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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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기 때문에, 상위 일반 요인의 구조를 

가정한 모형에서 도출된 일반 요인 점수 

 

 

 

 

그림 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At_WM: 주의/작업기억, EF_Fl: 집행-

유창성, EF_SI: 집행-전환/억제, EpiMem: 일화기억, VisSp: 시공간구성 

 

 
그림 6. 연령, 교육, 성별, 요인점수 간 상관관계 

예측적 모델링 결과 

정규화 회귀 모형에서  모수를 0으로 설정한 능형 회귀(ridge 

regression)의 50회 반복에 걸친 예측 결과가 제시되었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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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에서 5겹 교차타당화를 통해 정규항의 가중치()를 조율한 후, 

해당 처벌항을 통해 회귀 모형이 적합되었다. 적합된 모형은 학습 자료 

내에서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r = 0.87 ~ 0.99), 검증 

자료에서는 주의/작업기억, 집행기능, 일화기억 기능에 대해 r = 

0.26~0.41 수준의 예측력을 보였다. 

 

그림 7. 인지 영역별 예측 정확도. 학습 자료에서 적합된 모형이 

학습자료(n = 103)와 검증 자료(n = 48)에서 예측력을 확인함. 예측된 

수행과 실제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50회 반복한 것. 

예측 모형의 분산성  

신경심리검사 수행을 예측하는 뇌 연결성의 특징이 얼마나 

분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정규화 모수()에 걸친 예측 

정확도의 변화 양상을 탐색했다. 각 요인점수마다 최적의 정규화 

모수()에 따라 예측에 기여하는 최적의 연결성의 수와 예측 정확도가 

달라졌다(그림 8). 정규화 모수()가 커지고 적은 수의 예측자가 

사용될수록 집행기능-유창성( = 0.66, p = 0.002), 집행기능-

전환/억제( = 0.83, p < 0.001)의 예측 상관계수는 상승했으며, 

일화기억의 예측 상관계수는 감소했다( = -0.70, p < 0.001). 그러나 

가 높아질수록 반복 예측에 걸친 변산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주의/작업기억 기능은 에 따른 변화 양상이 선형적이지 않고( = 0.02, 

p = 0.910), L2-정규항이 낮을 때와 높을 때 모두(=0.001, 

=0.614)에서 우수한 예측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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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수한 예측력을 갖는 모형을 탐색한 결과, L2-정규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높은 ) 작업기억 기능의 예측 모델은 적은 

수의 예측자가 높은 가중치를 가진 반면, 일화기억 기능의 예측 모델은 

L2-정규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낮은 ) 많은 수의 

예측자가 0으로 수렴하지 않고 낮은 가중치를 가졌다(표 3). 시공간 

구성 기능은 예측에 기여하는 연결성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회귀 계수가 0으로 반복 수렴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8. 정규항 비율 모수에 따른 인지 영역별 예측력 변화. 값이 

높을수록 회귀 계수를 0으로 수렴시키는 L1-정규항의 비율이 높아짐. 

오차 막대는 50회 반복에 걸친 예측 결과(상관계수)의 표준편차. 빨간색 

파선은 가장 높고 안정적인 정확도(평균/표준편차) 지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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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지 영역별 최적의 예측력을 갖는 모형의 분산성 탐색 결과 

인지 영역 

최우수 

예측력의  

모수() 

실제 점수와 예측된 점수 

상관관계 

(예측 정확도, r) 

예측에 

기여하는 

연결성의 수 

작업기억a 
0.008 0.352±0.080 6657 (26%) 

0.4219 0.375±0.096 86 (0.3%) 

집행기능 – 유창성 0.0034 0.278±0.106 4005 (15%) 

집행기능 – 전환/억제 0.0911 0.422±0.088 652 (2.5%) 

일화기억 0.0080 0.320±0.084 2756 (11%) 

시공간 구성 0.4219 -0.104±0.178 1 (< 0.1%) 

a 50회 반복 예측의 평균/표준편차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 지점. 
b 최적의  모수가 선형적인 증감 양상을 보이지 않으므로 두 가지 값을 표기함.  

 

예측 모형의 정확도에 기여하는 뇌 연결망 정보의 초점 및 분산성 

수준을 알기 위해, 예측 표적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갖는 예측자들을 

선별하는 특징 선택(feature filtering) 절차를 적용했다. 특징 선택의 

역치가 높을수록 소수의 연결성만 선택되었으며, 능형 회귀 예측 

모형에서 사용된 연결성의 수가 지수적으로 줄어들었다(그림 8, 상단).  

특징 선택 강도가 예측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지 영역에 따라 

달랐다. 작업기억과 집행통제-유창성 기능은 특징 선택의 역치가 

강해질수록 예측력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그림 9). 

작업기억 기능은 |r| > 0.18(평균 2,978개의 연결성) 지점부터 

예측력이 감소하는 변곡점을 보였으며, 일화기억 기능은 |r| > 

0.26(평균 1,387개의 연결성)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예측력이 가파르게 

떨어졌다. 반면 집행기능-전환/억제에서는 높은 |r| > 0.34의 높은 

역치를 넘는 적은 수의 특징(평균 79개의 연결성)으로도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여러 인지 영역에 걸쳐서 가장 우수한 예측력을 

보이는 모형들은 2.5%에서 38%에 이르는 뇌 연결성들의 예측 정보를 

포함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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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인지 영역별 특징 선택의 강도(상관계수 |r| > 0.00 – 0.36) 

역치에 따른 특징 수(위)와 예측 정확도(아래) 변화. 설정된 특징 선택 

역치가 높아짐에 따라 역치를 넘기는 소수의 연결성만을 예측자로 

사용하는 모형이 구성됨. 빨간색 파선은 가장 높은 

정확도(평균/표준편차) 지점 표시.  

 

표 4. 인지 영역별 최적의 예측력을 갖는 특징 선택 역치의 탐색 결과 

인지 영역 

최우수 

예측력의 특징 

선택 역치a 

예측 정확도b 
예측에 사용된 

연결성 수 

작업기억 |r| > 0.10 0.361±0.078 9724 (38%) 

집행기능 – 유창성 |r| > 0.16 0.282±0.089 3582 (14%) 

집행기능 – 전환/억제 |r| > 0.20 0.424±0.074 2010 (7.8%) 

일화기억 |r| > 0.24 0.270±0.080 630 (2.4%) 

시공간 구성 |r| > 0.34 -0.093±0.121 6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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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회 반복 예측의 평균/표준편차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 지점.  

b. 해당 역치 이상의 연결성만으로 모형을 학습시킨 결과. 실제 점수와 예측된 점수 

간의 Pearson 상관관계 

 

뇌 분할 지도에 따른 예측력 

기능적 연결성들을 추출한 뇌 영역들의 단위가 행동 예측에 최적한 

정보를 포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뇌 분할 지도 간의 예측 

결과를 비교했다. 총 227개, 90개, 17개로 구분된 뇌 분할 지도를 

비교한 결과, 가장 세부적으로 분할된 뇌 지도 (Shen, 227개)에서 

추출된 연결망을 통해 구성된 예측 모형이 상대적으로 예측력이 

우수했다(그림 10).  

 

 

 

그림 10. 뇌 분할 지도에 따른 예측력 차이. Shen 지도 (227 영역, 

25651 연결성), AAL 지도 (90 영역, 4005 연결성), Yeo 지도 (17 영역, 

136 연결성). 오차 막대는 95% 신뢰 구간. 

 

일반 요인 점수의 예측력 

요인 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위 공통 

요인을 가정한 모형에서의 예측력을 탐색했다. 다섯 요인 점수를 

아우르는 상위 요인은 각각의 요인에 대해 0.27~0.85의 상관 부하를 

보였다(그림 11). 동일한 능형 회귀 예측 분석을 실시했을 때, 예측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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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별 요인 점수에 대한 예측력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예측력을 

보였다(Mean r = 0.373, SD = 0.09).  

 

그림 11. 상위 공통 요인 구조를 가정한 모형의 부하 

 

뇌 영역에 따른 예측 기여도 

예측에 성공한 4개의 인지 영역의 회귀 계수를 뇌 영역에 시각화 

한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뇌 영역의 시각화는 가장 최적한 분산성을 

갖는 하이퍼 모수의 모형이 사용되었다. 작업기억과 집행기능-전환/억제 

기능은 대부분의 예측 가중치를 0으로 수렴시키는 모형이 우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수의 뇌 영역이 높은 예측 가중치를 가진 반면, 

집행통제-유창성과 일화기억 기능의 예측모형 가중치들은 작은 크기의 

많은 연결성들이 뇌 영역에 걸쳐 분산되었다. 모든 영역에 걸쳐 

일관되게 높은 예측적 기여를 하는 뇌 영역(체감각 피질; postcentral 

cortex)을 관찰되었으나, 특정 기능적 네트워크만이 가장 높은 예측 

기여를 보이지는 않았다. 작업기억 기능은 두정엽, 집행통제-유창성 

기능에서는 전전두엽 영역에서 특히 예측성이 높은 뇌 영역들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집행기능-전환/억제와 일화기억 기능에서는 많은 

해부학적 영역에 분산된 경향을 보였다. 여덟 개의 기능적 네트워크의 

소속을 확인했을 때도 시각 피질 네트워크를 제외한 여러 연합 피질의 

네트워크의 영역들의 예측 가중치가 높았다(표 5). 

작업기억과 집행통제 기능의 예측 모형에서는 부적 예측성(파란색 

선과 노드, 연결성이 약할수록 우수한 수행)보다 정적 예측성을 갖는 뇌 

영역이(빨간색 선과 노드, 연결성이 강할수록 우수한 수행)가 많았다. 

또한 정적 예측자들은 반구 간 연결성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부적 

예측자들은 반구 내 연결성의 비중이 높았다. 



 

 43 

 

그림 12. 인지 영역별 요인 점수 예측에 기여하는 뇌 연결성과 신경해부학적 위치. 연결성이 강할수록 우수한 수행을 

예측하는 연결성(빨간색 선)과 연결성이 약할수록 우수한 수행을 예측하는 연결성(파란색 선)이 표시됨. 노드의 크기는 정적 

예측과 부적 예측 계수를 합산한 연결 강도(degree strength)를 반영. 작업기억 기능(a)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b~d)에서는 

시각화의 목적으로 연결 강도의 상위 5개 영역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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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지 영역별 예측 계수의 합산(degree strength)이 높은 상위 

다섯 개의 해부학적 영역과 기능적 네트워크 소속. 

주의 / 작업기억 집행기능 - 유창성 

해부학적 영역 기능적 네트워크 해부학적 영역 기능적 네트워크 

Postcentral R SensoryMotor/Aud Middle Temporal R Default Mode 

Middle Occipital L Default Mode 
Precentral L 

(Rolandic Operculum) 
SensoryMotor/Aud 

Precuneus R Salience Insula L Salience 

Postcentral L SensoryMotor/Aud Middle Frontal R Fronto-Parietal 

Precuneus R Default Mode Superior Frontal R Fronto-Parietal 

 

집행기능-전환/억제 일화기억 

해부학적 영역 기능적 네트워크 해부학적 영역 기능적 네트워크 

Inferior Parietal L Visual Association Middle Frontal R Salience 

Middle Temporal R Default Mode Inferior Parietal L Fronto-parietal 

Postcentral R SensoryMotor/Aud Postcentral L SensoryMotor/Aud 

Anterior Cingulate L Medial Frontal Middle Temporal L SensoryMotor/Aud 

Middle Occipital L Default Mode Middle Temporal R Default Mode 

주. 해부학적 영역은 Automated Anatomical Labeling, 기능적 네트워크는 Shen 

등(2013)의 분류.  

 

뇌의 연결성들을 선행 연구에서 구분된 8개의 뇌 기능적 연결 

네트워크 별로 분류했을 때, 예측 모형의 회귀 계수는 28개의 네트워크 

내(within-)와 간(between-) 연결로 요약할 수 있다(그림 13). 

작업기억 기능은 기본 모드(DMN-DMN)와 시각 연합 네트워크(Visual 

Association)의 네트워크-내 연결성이 강할수록 우수한 수행을 보였다. 

집행기능-유창성은 내측 시각 네트워크(MVis) 내의 연결성이 강할수록, 

전두두정-기본모드(FP-DMN) 간의 연결성이 약할수록 우수한 수행을 

보였다. 집행통제-전환/억제, 일화기억 기능도 기본모드(DMN), 

감각운동-청각(Sensory Motor-Auditory), 시각 연합(Visual 

Association)의 네트워크 내 연결성이 강할수록 우수한 수행과 관련이 

있었다. 개별 네트워크 간 연결성들을 통한 예측 결과에 따르면 특히 

체감각운동-청각 피질과 내측 전두피질의 네트워크 연결성을 통한 

예측의 정확도가 우수했다(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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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기능적 네트워크 내(within-) 또는 간(between-) 연결들의 

평균 예측 회귀 가중치(i). 값의 범위는 예측 가중치 분포의 ±3SD. 

빨간색 도표는 연결성이 강할수록 우수한 수행을 예측하는 정적 회귀 

계수. 파란색 도표는 약할수록 우수한 수행을 예측하는 부적 회귀 계수. 

내측 전두(MedF), 전두-두정(FP), 기본 모드(DMN), 피질하/현저성 

네트워크(Sub), 감각운동-청각(Mot), 내측시각(MVis), 시각(LVis), 

시각연합(VisA). 

 



 

 46 

 

 

그림 14. 특정 기능적 네트워크 소속 연결성만 활용한 신경심리검사 

수행 예측 결과. 예측 정확도는 상관계수(r). 내측 전두(MedF), 전두-

두정(FP), 기본 모드(DMN), 피질하/현저성 네트워크(Sub), 감각운동-

청각(Mot), 내측시각(MVis), 시각(LVis), 시각연합(VisA). 

인지 영역 별 요인 점수를 구성하는 소검사 점수들의 개별적 예측 

결과는 그림 15와 같다. 주의/작업기억 영역에서는 숫자순서대로 

외우기(Digit span forward)와 산수(100에서 7빼기)는 예측 가능성이 

높았다. 집행통제 기능에서는 동물 유창성보다는 가게 유창성에서, 색이 

없는 단어 말하기(word-reading)보다는 간섭 효과가 부여된 색상-

단어 말하기(color-reading)의 수행에 대한 예측성이 우수했다. 지연 

이후에 단어, 이야기 단위 또는 시각 패턴을 재인하도록 한 

소검사(EVLT recognition, SRT recognition, Rey Recognition)의 예측 

결과가 추가로 탐색되었다. 단어 목록의 재인 과제는 자유 회상 

시행보다 예측력이 낮은 경향이 있었으나, 시각 구성 자극의 재인 

과제는 자유 회상 시행보다 향상된 예측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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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소검사별 예측 정확도. 학습 자료(n = 103)에서 정규 

가중치()을 조율한 후 검증 자료(n = 48)에서 예측된 수행과 실제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50회 반복한 것.  

모듈성 분석 

뇌 영역이 뇌 전체 연결망 내에서의 갖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모듈 구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었다. 얼마나 작은 단위로 모듈을 

구분하는지 결정하는 모수( gamma)를 결정하기 위해, 집단을 

절반으로 구분하여 절반의 자료에서 도출된 모듈 소속이 나머지의 

자료에서 도출된 모듈 소속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지 확인했다. 

탐색된 값의 범위(0.2~1.8) 내에서 모듈은 2~6개의 단위로 

구분되었으며, 특히 3개의 모듈 구조를 도출하는 값 

구간(0.6~1.2)에서 양분된 두 집단 간의 모듈 소속의 유사성(상호 

정보성, normalized mutual information)이 가장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집단 전체 평균 연결망을 3개의 모듈 구조로 구분했다(그림 16). 3개의 

모듈로 구분된 결과, 내측 전전두 (Medial Frontal), 전두-두정 

(Fronto-parietal), 기본 모드(Default Mode)에 해당하는 첫 번째 모듈, 

감각운동/청각(Sensory Motor/Auditory)와 현저성(Salience)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두 번째 모듈, 그리고 시각 및 배측 주의(dorsal 

attention)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세 번째 모듈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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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Shen 뇌 분할 지도의 227개 영역에 대한 모듈성 분석 결과.  

네트워크 중요성 분석 

구분된 모듈에 따라서 각 227개의 뇌 영역별 모듈-내 연결성과 

모듈-간 연결성의 값과 순위가 계산되었다. 모듈-내 연결성이 높을수록 

모듈-간 연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었다( = -0.27, p < 

0.001). 모듈-내 연결과 모듈-간 연결에서 모두 높은 순위를 보인 

영역은 내측 및 외측 후두엽, 내측 두정엽, 내측 및 외측 측두엽, 그리고 

내측 전전두피질로 나타났다(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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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뇌 영역별 네트워크 중요성. 시각화를 목적으로 순위는 

내림차순 역순으로 표시됨(중요성의 순위가 높을수록 빨간색). 가교 

허브성 순위는 모듈-내 연결성 순위와 모듈-간 연결성 순위의 합산.  

 

네트워크 중요성과 예측 회귀 계수 간의 관계 

각 227개의 영역에서 예측에 기여한 회귀 계수를 모두 더한 값이 

영역의 네트워크 위치 상 중요성과 관련 있는지 탐색한 결과는 그림 

18에 제시되었다. 4개의 인지 영역 모두에서 모듈-내의 연결성이 강한 

영역일수록 우수한 수행을 예측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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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뇌 영역의 예측 회귀 계수와 네트워크 위치 상 중요성 순위 

간의 관계. 각 인지 영역별 모듈-내(Inter-module), 모듈-간(Intra-

module), 가교 허브성(Bridge hubness)의 순위와의 Spearman 서열 

상관관계. 

정적 예측 회귀 계수와 모듈-내/간 연결성 간의 편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모듈-내 연결성 순위(모듈-내 

연결성 순위 통제)는 시공간구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모듈-간 연결성 순위(모듈-내 연결성 순위 통제)는 

집행통제-유창성, 일화기억 기능의 정적 예측 회귀계수와의 부적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즉, 모듈-내와 간의 연결성 순위가 높은 

영역일수록 작업기억, 집행통제, 일화기억 기능의 예측 모형에서 높은 

예측 가중치를 가졌다. 특히 일화기억 기능에서는 두 네트워크 중요성의 

속성을 모두 가질수록 예측 가중치가 높았다(모듈-내 순위 × 모듈-간 

순위 상호작용 효과, p = 0.026). 산포도에서 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 19에 표시되었다. 모듈-내의 연결 순위가 높은 영역은 높은 정적 

회귀 계수를 가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0에서 크게 벗어난 계수들은 높은 

모듈-간 연결성 순위를 보였다.  



 

 51 

부적 회귀 계수(약할수록 우수한 수행을 예측하는 연결성)를 갖는 

뇌 영역은 모듈-내 연결성과 모듈-간 연결성 역할이 일관되지 않았다. 

모듈-간 연결성이 높은 영역일수록 작업기억과 유창성 기능에서의 부적 

회귀 계수가 높았고 예측 기여도가 높았다(그림 20, 표 6). 그러나 

모듈-내 연결성이 높은 영역일수록 작업기억 기능의 예측 기여도가 

낮았다.  

 

표 6. 뇌 영역의 예측 회귀 계수와 네트워크 위치 상 중요성 순위 

간의 편상관관계. 

정적 예측 회귀 계수 

편상관관계 

모듈-내 연결성 순위 

(모듈-간 연결성 순위 통제) 

모듈-간 연결성 순위 

(모듈-내 연결성 순위 통제) 

Spearman's 

rho 
p-value 

Spearman's 

rho 
p-value 

작업기억 -0.26 6×10-5 -0.08 0.210 

집행기능-유창성 -0.33 5×10-7 -0.15 0.021 

집행기능-전환/억제 -0.19 4×10-3 -0.10 0.121 

일화기억 -0.29 8×10-6 -0.26 6×10-5 

시공간구성 NA NA NA NA 

     

부적 예측 회귀 계수 

편상관관계 

모듈-내 연결성 순위 

(모듈-간 연결성 순위 통제) 

모듈-간 연결성 순위 

(모듈-내 연결성 순위 통제) 

Spearman's 

rho 
p-value 

Spearman's 

rho 
p-value 

작업기억 -0.176 0.008 0.15 0.026 

집행기능-유창성 0.011 0.866 0.26 8×10-5 

집행기능-전환/억제 -0.099 0.138 -0.03 0.640 

일화기억 -0.034 0.612 0.08 0.257 

시공간구성 -0.084 0.209 0.0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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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정적 예측 회귀 계수와 뇌 영역 중요성 간의 관계 모듈-내 

연결성 순위(Intra-module connectivity rank) 및 모듈-간 연결(Inter-

module connectivity rank) 순위에 따른 회귀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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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부적 예측 회귀 계수와 뇌 영역 중요성 간의 관계 모듈-내 

연결성 순위(Intra-module connectivity rank) 및 모듈-간 연결(Inter-

module connectivity rank) 순위에 따른 회귀 계수.  

예측 회귀 계수는 모형이 적합된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의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뇌 영역을 단계적으로 

제외해나가는 예측 분석을 실시했다. 가교 허브성 순위(모듈-내 순위 + 

모듈-간 순위)를 4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에 해당하는 뇌 영역에 

해당하는 연결성을 제외했을 때의 예측 정확도가 뇌 전체 연결성을 

사용한 예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크기를 관찰했다. 분석 결과 

시공간 구성 기능을 제외한 모든 인지 영역에서 가교 허브성이 높은 뇌 

영역을 제외할 때의 예측성이 단계적으로 낮아졌다(그림 21). 특히 

작업기억, 집행기능-전환/억제, 일화기억 기능은 가장 높은 가교 

허브성을 갖는 뇌 영역이 제외되었을 때 가장 큰 예측력의 감소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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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가교 허브 순위(모듈-간 연결성 순위+모듈-내 연결성 순위)를 

4분위(quartile) 순으로 제외했을 때의 예측력 변화. 빨간색 파선은 모든 

뇌 영역들이 포함되었던 모형의 예측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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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1 
 

본 연구에서는 뇌 기능적 연결망의 개인차가 노인들의 신경심리검사 

수행을 예측할 수 있는지, 뇌 연결망 위치 상에서 중요한 허브와 가교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영역일수록 예측에 높은 기여를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여러 뇌 영역에 분산된 기능적 연결성은 주의/작업기억, 

집행기능(유창성, 전환/억제), 일화기억 기능을 측정하는 신경심리검사 

수행의 개인차를 예측했다. 예측에 기여하는 뇌 연결성들은 여러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적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었으며, 인지 영역에 

따라 모형 구성에 최적한 예측 인자의 수가 달랐다. 집행통제-전환/억제 

기능은 비교적 초점적인 연결성으로도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던 반면, 

일화기억 기능은 많은 수의 연결성을 조합할 때 예측력이 우수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모듈-내 연결성과 모듈-간 연결성이 높은 허브 및 가교 

영역일수록 신경심리검사 수행의 예측에 높은 기여를 했다.  

본 연구에서는 뇌 기능적 연결망으로 예측된 신경심리검사 점수와 

실제 점수 간의 상관관계(r)가 0.25-0.40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신경 

특징을 통해 행동 개인차에 대해 얼마나 일관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단변량적 상관 연구로부터 알기 어렵다. 

선행 연구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단일 연구에서 국소 뇌 영역 특성과 

행동 개인차 간 상관관계의 영가설을 높은 수준으로 기각했다 하더라도, 

다른 자료 맥락에서 재차 그 상관관계가 관찰될 확률은 매우 낮고 뇌 

영역의 위치가 겹치는 정도도 매우 낮다(Masouleh et al., 2019). 이는 

실제 뇌-행동 간의 관계성이 광범위한 영역에 작은 효과 크기로 흩어져 

있으나, 기존의 단변량 검증 방법에서는 뇌-행동 간 관계의 부분적인 

효과와 무선적인 신호 잡음을 극대화하여 포착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의 뇌-행동 상관관계를 갖는 신경 

특징들을 선택하는 절차를 거친 분석 결과에서도 초점적인 단변량 

검증을 통해 보고되는 상관관계보다 낮은 역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료에 대한 예측력은 극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국소 영역만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동시에 예측성을 잃지 않는 

모형을 탐색함으로써, 과장되지 않은 현실적 수준의 뇌-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의/작업기억, 집행기능, 일화기억 기능과 달리 Rey 

도형 검사로 측정된 시공간구성 기능에 대한 예측 모형의 정확도가 

저조했다. Rey 도형 검사는 도형을 보면서 따라 그린 후에,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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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하여 재생하도록 하는 검사와 지연 이후에 재생하도록 한 검사로서, 

자극의 시각적 패턴을 구성하고, 일정 시간동안 파지하여 운동 반응으로 

정확히 재구성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개념화된 시각 자극을 성공적으로 

다루고 인출하는 능력은 치매와 같은 병리에 의해 손상될 수도 있지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 충분히 획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개념적 오류는 뇌 병리에 의해 기능 손상이 발생한 임상적 

집단과 유사한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H. Kim & Chey, 2010). Rey 

도형 검사는 추상적 도형(삼각형, 사각형, 대각선, 화살표 등)이 기본 

단위로 조합된 자극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도형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획득되지 않았을 경우 비효율적인 자극 부호화를 해야 하는 반면, 

도형에 대한 개념이 획득된 사람인 경우 효과적인 부호화와 재생이 

가능하다. 개인마다 사용되는 전략과 심적 표상의 도구적 차이가 클 

경우, 그만큼 다양한 뇌 특징에서 과제 수행의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마다 이질적인 신경 상관자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Rey 

도형 검사 과정에서 활용되는 전략의 다양성에 의해 일관된 수행의 예측 

모형이 도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뇌 전체에 

분산된 연결성보다 국소적인 신경 회로가 수행의 개인차에 중요하지만 

기능적 연결성이 이를 정밀하게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개별 

기능적 네트워크 영역의 예측력 분석에 따르면, 후두엽 시각피질에서 

하측두엽의 시각연합 영역과 운동피질 영역으로 이어지는 일부 

연결성에서만 예측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당 영역의 

구조적 연결성과 시공간 구성 기능 간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의 

발견과 일치한다(Lamar et al., 2016).  

해부학적으로 분산된 구조물들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행동 수준의 

개인차로 드러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던 사실이지만, 행동의 예측 

모형이 얼마나 많은 범위의 뇌 영역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임의적 선택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화 회귀분석 기법에는 예측적 신경 

특징을 초점적이고 절약적으로 학습하는 정도를 조절하는 하이퍼 모수를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임의성 없이 가장 적합한 

예측적 모형의 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경심리검사 수행 예측 

모형의 분산성은 구체적인 인지 영역에 따라 달랐다. 주의/작업기억과 

일화기억 기능은 다수의 연결성을 예측 모형으로 가질 때(높은 L1-

정규항 비율) 상대적인 예측력이 좋았던 반면, 집행통제-전환/억제와 

유창성 기능은 소수의 연결성을 예측 모형으로 가질 때(높은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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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항 비율)에도 예측력이 우수했다. 특징 선택의 역치를 조정한 예측 

결과에서도 이와 일관된 결과를 관찰했다. 전환/억제 기능은 

신경심리검사 수행과 높은 상관을 갖는 소수의 연결성 만으로도 뇌 

전체의 연결성을 고려한 모형과 유사한 정확도를 보였다. 유창성과 

스트룹, 선로잇기검사는 정해진 시간 안에 비교적 동질적인 시각-운동 

협응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노화와 관련된 뇌 구조적 백질 다발의 속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dden et al., 2016). 또한 스트룹과 선로잇기검사는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반응을 반복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인지적 전략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적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개인에 걸쳐 일관된 영역의 연결성이 예측 모형에 포함되었을 수 

있다. 반면, 일화기억 기능은 고려되는 특징이 줄어들수록 정확도가 

줄어들었다. 일화기억 기능은 정보를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직화하는 

방법에 따라서 동일한 입력 내용이 지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섭을 

견디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Anderson, Bunce, & Barbas, 2016). 또한 

일화기억 기능이 주로 의존하는 내측두엽 구조물이 노년기 치매 병리에 

강한 영향을 받을 경우, 다른 영역보다 더 많은 신경 재조직화의 과정을 

거쳤을 수 있다(Oh & Jagust, 2013; Weiler et al., 2018). 이러한 조절 

변수들의 존재로 인해 일화기억 기능은 광범위하게 분산된 연결성의 

조합이 예측에 중요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측적 신경 특징의 범위를 

탐색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연결성 예측 모형의 분산성을 탐색했을 때, 

성인 유동 지능의 개인차는 L1-정규항의 비중이 높고(낮은 ) 매우 

약한 특징 선택 역치를 적용할 때, 반대로 읽기 능력의 개인차는 강한 

특징 선택의 역치를 적용했을 때 예측력이 우수했다(Gao et al., 2019; 

Jangraw et al., 2018). 즉, 짧은 시간 내의 반복적인 수행을 요구하는 

과제는 초점적인 신경 기반의 예측성이 담보되는 반면, 시간의 제약이 

없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제는 분산된 신경 기반을 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신경심리검사 예측 모형의 분산성은 

구체적인 과제의 속성과 노년기 신경 병리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추후 연구에서 정확한 행동 수행의 예측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뇌 영역의 범위에 대한 시사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에 기여했던 모형의 가중치들 통해 세부적으로 

어떤 뇌 영역이 개별 신경심리검사 영역에 대한 특이적 신경 상관자를 

갖는지 탐색되었다. 일부 뇌 영역은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단어들의 인출 효율성이 반영되는 유창성 검사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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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에서는 정보의 인출과 회상에 중요한 우측 전전두피질의 연결성이 

주요했으며, 간섭 정보의 억제를 요구하는 과제로 구성된 전환/억제 

요인 점수에서는 전측 대상회가 주요한 영역으로 관찰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정규화된 회귀 모형은 예측 가중치가 최적의 크기를 

갖도록 축소시키고 L1-정규항을 일부 적용함으로써 0.3%~26%의 

연결성 예측자들이 선별되었지만, 훈련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설명력이 

지나치게 높은 모형이 적합되었다(r > 0.97). 정규화 모수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측자의 수는 자료의 수를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규화된 회귀 모형은 훈련에 사용된 자료의 미세한 개인 

간의 변산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도 교차 타당화를 

통해 새로운 자료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형을 확인한다 해도 학습 

자료의 크기가 제한적일 경우 학습용 자료의 행동을 비현실적으로 크게 

설명하는 예측 특징들을 중심으로 모형이 구성되는 경향이 있었다(r = 

0.97, n = 25)(Rosenberg et al., 2016). 다수의 자료를 활용한 선행 

연구에서도 높은 차원의 개인차 예측 모형을 적합할 경우, 학습에 

사용되는 자료의 수가 커질수록 훈련용 자료에 대한 모형의 과도한 

설명력은 자료의 수가 5000명을 이르는 지점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지만 검증용 자료에 대한 예측력은 200명 가량의 학습 

자료에서부터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Hatoum et al., 2019; 

Scheinost et al., 2019). 즉, 자료의 수가 많아질수록 훈련용 자료를 

과도하게 설명하는 경향을 줄여나갈 수 있으나, 예측성을 극대화하는 

다변량적 조합의 속성은 찾는 작업에는 크게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확장된 자료의 수를 통해 모형의 

복잡성에서 발생한 예측 오류와 단순성에서 발생한 예측 오류를 

체계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여러 뇌 영역에 걸쳐 분산된 뇌 연결성의 조합으로 구성된 예측 

모형이 신경심리검사 수행의 개인차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것은 

과제 수행의 개인차가 발생하는 해부학적 출처가 분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인지 과제들은 다양한 뇌 영역의 관여를 요구하며(Yeo et al., 

2015), 이는 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분산된 시스템이 모두 과제 수행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소 구조물이 

손상된다 하더라도, 특정 정보처리에 필수적인 기능의 부재로 인해 행동 

기능이 감퇴하기보다 손상된 영역이 정보 처리에 기여하는 여러 

연결성들을 관장하는 중요 위치였기 때문에 행동 기능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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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Fox, 2018; Siegel et al., 2016; van den 

Heuvel & Sporns, 2019). 또한 주의/작업기억과 집행 기능은 비교적 

소수의 연결성의 예측 모형만으로 더 많은 분산된 신경 특징의 

예측모형에 준하는 예측력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 초점적인 연결성이 

분산된 연결성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결망의 

관점에서 신경심리검사는 뇌 기능의 초점적이면서도 분산된 속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국재주의(특정 뇌 영역에 초점적이라는 

입장)과 연결주의(여러 영역의 연결된 속성에서 발생한다는 입장) 간의 

논쟁이 수렴할 수 있는 함의를 갖는다(Sutterer & Tranel, 2017). 

모듈성 분석 결과, 1) 후두엽과 두정엽의 시각 처리 네트워크, 2) 

기본 모드(DMN)와 전두-두정(Fronto-parietal) 네트워크, 3) 

운동감각(Sensory Motor)과 현저성(Salience) 네트워크로 모듈이 

분류되었다. 각 모듈은 세부적인 하위 모듈로 다시 구분될 수 있으나 

세부 모듈 단위에서는 개인 간의 동질성이 담보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노인들의 뇌 연결망의 모듈 구조는 선명한 구분성이 줄어든 경향이 

있으며(Chan et al., 2018; Meunier et al., 2009; Song et al., 2014), 

이로 인해 젊은 성인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8개의 모듈보다 구분성이 

줄어들고 해부학적으로 인접하는 3개의 모듈이 관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연결성-기반 예측 모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뇌 영역으로 

구성되었는지 탐색한 결과, 모듈-내와 모듈-간 연결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허브 및 가교 속성을 가진 영역일수록 우수한 

신경심리기능을 예측하는 연결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모듈은 기저 

상태에서 구분되어 있지만, 인지적 요구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모듈이 

일시적으로 통합되는 특징을 보인다(Cohen & D’Esposito, 2016; Shine 

& Poldrack, 2018). 모듈-내와 모듈-간을 잇는 허브와 가교 영역들은 

과제가 주어졌을 때의 각 영역들이 활성화될지 여부를 핵심적으로 

관장하며, 여러 구분된 모듈들이 개별 모듈 구조를 유지한 채로 통합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Bertolero et al., 2018; Bertolero, Yeo, 

& D’Esposito, 2015; Gordon et al., 2018). 즉, 뇌 모듈들의 통합 

가능성은 성공적인 인지 과제의 수행의 중요한 특징이며, 인지 과제가 

주어졌을 때 뇌를 얼마나 통합적으로 재조직화 했는지에 따라 인지 과제 

수행의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다(Alavash, Doebler, Holling, Thiel, & 

Gießing, 2015; Braun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모듈-간 또는 

모듈-내 연결성이 높은 허브와 가교 영역들의 연결성들이 강할수록 



 

 60 

우수한 신경심리기능과 관련 있었다. 즉, 모듈 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뇌 영역의 연결성이 우수했던 노인들은 모듈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모듈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연결망 속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즉, 동일 모듈에 소속된 영역이라 하더라도 세부 

영역들에 국재화된 정보처리의 속성은 내현적으로 부여된 신경세포학적 

속성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과 연결된 속성에 의해 정의될 수 

있으며(Eickhoff, Thirion, Varoquaux, & Bzdok, 2015; Ito, Hearne, Mill, 

Cocuzza, & Cole, 2019), 연결망이라는 시스템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영역이 갖는 속성보다 각 뇌 영역들이 모듈 구조 속에서 

어떤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 병리와 노화에 따른 뇌의 변화는 모듈-내 연결성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모듈-내에서 쉽게 처리될 수 있던 정보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Meunier et al., 2014). 이때, 노년기에는 높아진 

정보처리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정보처리 모듈 외부의 뇌 영역과의 

연결성을 상승시키는 보상적 반응이 일어난다. 먼 거리의 뇌 영역들을 

이어주는 백질 신경 다발의 온전성이 잘 유지된 노인들은 처리하기에 

부담스러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전두피질의 모듈-간 연결성을 

상승시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백질 다발의 퇴화가 누적된 노인들은 

인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효율적인 네트워크의 기능적 활용에 

실패하게 된다(Brown, Hakun, Zhu, Johnson, & Gold, 2015; Gallen, 

Turner, Adnan, & D’Esposito, 2016). 이러한 보상적 신경 반응은 

거리가 먼 영역의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신경활동이지만, 

노화에 따른 인지 감퇴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Daselaar et al., 2015; Davis, Kragel, Madden, & Cabeza, 2012). 

뇌의 허브와 가교 속성은 국소적 뇌 혈관성 손상이나 치매 병리 물질의 

침착에 의한 변화에서도 갖는 함의가 크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병리는 

네트워크 상의 허브 영역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며, 뇌 혈관 병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뇌 영역에서의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Brier, 

Thomas, & Ances, 2014; Duering et al., 2013; J. Jiang et al., 2018; 

Peraza et al., 2019). 높은 허브 속성을 갖는 영역에 병리적 영향을 

받은 노인들은 뇌 전체 연결망의 모듈 구조가 교란되며, 이로 인해 

성공적인 행동 수행에 필요한 연결망을 역동적으로 재조직화하는 데에 

실패했을 수 있다(Gratton et al., 2012; Warren et al., 2014). 이러한 

조건에서 휴지기 상태에서 허브와 가교 속성을 갖는 뇌 영역의 기저 

연결성이 강했던 노인들은 모듈 외부와 내부를 잇는 통로의 높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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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통해 분산된 영역들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브와 가교 위치의 뇌 연결성이 신경심리검사 수행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일생 동안의 지적 경험과 우수한 지능의 개인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허브 속성을 가진 뇌 

영역들의 회백질 부피와 백질의 구조적 연결성이 풍부했던 노인들은 

해당 영역에서 치매 병리 물질의 효과를 견디는 저항력이 

높았다(Fischer et al., 2019). 일생 동안의 지적 경험과 유전적 자질이 

풍부한 노인들은 광범위한 뇌 영역들을 통합하는 뇌 연결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모듈 간의 효율적인 재조직화가 가능했을 수 

있다(Franzmeier et al., 2017; J. Kim, Chey, Kim, & Kim, 2015; 

Lindbergh et al., 2019; Marques et al., 2016; S. Yoo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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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신경심리검사 예측 모형의 외적 타당화 
 

신경 상관자를 밝히고 예측 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는 예측 모델이 완전히 새로운 자료 맥락에서도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자료 내부에서 내적 교차타당화 절차를 통해 관찰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예측력을 확인할 수 있으나, 예측적 모형의 궁극적 

목적은 유사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한 외부 자료로도 일반화되는 

속성을 포착하고 있는지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Dwyer, Falkai, & 

Koutsouleris, 2018; Woo et al., 2017). 내적 타당화 과정에는 동일한 

자료 수집 출처에만 국한된 자료수집 프로토콜, 뇌영상 촬영 모수의 

속성, 인구학적 특수성이 예측 모형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동일 자료에 대한 교차 타당화의 예측 정확도가 우수해도 새로운 

자료에서의 예측력은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예측에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Boeke, Holmes, & Phelps, 2019; Dinga et al., 2019; Fountain-

Zaragoza, Samimy, Rosenberg, & Prakash, 2019; K. Yoo et al., 2018). 

Boeke 등(2019)의 연구에서 뇌 구조 및 기능적 속성으로 정서 특질을 

예측하는 모형이 발견용 자료(discovery sample)에서는 교차 타당화의 

예측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완전히 구분된 자료(holdout 

sample)에서는 예측에 실패했으며, Yoo 등(2018)의 연구에서는 절반이 

넘는 예측력의 감소를 보였다. 즉, 자료 내부에 제한된 내적 

교차타당화로 구성된 예측 모형만으로는 일반화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뇌영상의 촬영 모수는 이질적인 뇌 연결성 계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종, 연령, 교육수준, 임상적 진단의 배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은 신경 예측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 현존하는 신경심리검사 또는 치매 

위험에 대한 대부분의 예측 모형은 엄격한 참가자의 선별 기준이 적용된 

단일 자료(Alzheimer’s Dementia Neuroimaging Initiative)에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R. C. Petersen et al., 2010), 예측 모형의 자료 

간 예측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연구 2에서는 신경심리검사와 휴지기 뇌 기능 영상 자료가 

획득되어 있는 공유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 1의 신경심리검사 수행의 

예측 모형이 이질적인 뇌 영상 촬영 방법과 인구학적 특성에서도 

타당한지 확인하고자 했다. 외적 자료에 대한 예측 타당도 검증을 통해 

앞선 연구 1에서 확인된 예측 모형이 자료 수집 방법과 인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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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일반적 모형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예측 모형은 인지 영역 전반적인 수행 속성을 포착하는지, 

특정 인지 영역을 변별적으로 예측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방   법 
 

1. 연구 참가자 
 

신경심리검사의 예측 모형이 새로운 자료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Open Access Series of Imaging Studies (OASIS-3)에 

보관된 노인들의 뇌영상과 신경심리검사 자료를 사용했다(LaMontagne 

et al., 2018). OASIS-3은 Washington University Knight Alzheimer’s 

Disease Center(WUSTL ADRC)의 여러 연구 프로젝트에서 30년에 

걸쳐 모집된 참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OASIS-3에는 42세에서 

95세에 이르는 1098명 노인들의 노화와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뇌영상과 치매 바이오마커, 그리고 신경심리검사 수행에 대한 횡단 및 

종단 자료가 공유되어 있다(www.oasis-brain.org). 여러 차례의 종단 

자료가 추적된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점수를 사용했으며, 신경심리검사, 

휴지기 기능 영상이 획득된 64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1에서 사용된 KSHAP 자료(n = 151)의 자료와 비교된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7에 분류되었다. OASIS의 자료는 일상 기능의 손상을 

임상적으로 평정하고 분류된 치매 임상 척도 점수 (Clinical Dementia 

Rating, CDR)에 따라 분류되었다(Marcus et al., 2007; Morris, 1993).  

 

 

  

http://www.oasis-bra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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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OASIS-3과 KSHAP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평균 ± 

표준편차, 범위) 

  
OASIS-3  

(n = 644) 

KSHAP  

(n = 151) 

 
정상/ 

손상 없음  

(n = 436) 

매우 경미한 

손상 

(n = 169) 

경도  

손상 

(n = 39) 

 

연령 
70.9 ± 6.52  

(46-92) 

72.2 ± 6.87 

(50-88) 

76.1 ± 8.79 

(60-96) 

71.74 ± 6.56  

(59-93) 

성별(여:남) 239 : 197 72 : 97 16 : 23 96 : 55 

교육 연한 
15.8 ± 2.67 

(8-29) 

15.2 ± 2.85 

(7-23) 

14.8 ± 3.34 

(8-20) 

7.17 ± 4.12  

(0-23) 

MMSE / 

MMSE-DS† 
28.9 ± 1.29 

(21-30) 

27.0 ± 2.72 

(18-30) 

24 ± 3.29 

(18-30) 

27.00 ± 2.14  

(21-30) 

CDR 0 0.5 1.04 ± 0.21 0.02 ± 0.11 

†결측치 제외 (손상 없음: 11, 매우 경미한 손상: 7).  

MMSE: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MMSE-DS: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Dementia Screen,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global score(임상적 기능 손상 평정). 

 

 

2. 신경심리검사 
 

신경심리검사는 국립 노화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ging)의 

Alzheimer’s Disease Centers (ADC) 프로그램에서 치매 및 인지장애 

환자들의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통합 개발된 신경심리검사 배터리 

(Neuropsychological Battery of the Uniform Data Set, UDSNB) 중 

일부가 사용되었다(Weintraub et al., 2009, 2018). OASIS-3에는 통합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신경심리검사 수행 점수가 공유되어 있으며, 

획득된 소검사 중, 연구 1의 자료(KSHAP)에서 수집된 신경심리검사의 

내용과 실시 방법이 일치하는 동형 검사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그림 

22).  



 

 65 

 

그림 22. KSHAP과 OASIS-3 간의 동형 신경심리검사 목록 

주의/작업기억 기능은 Wechsler Memory Scale-Revised(WMS-

R)의 소검사로 포함된 숫자 순서대로 따라하기와 거꾸로 따라하기의 총 

정답 시행 개수가 사용되었다(Wechsler, 1987b). 동일 숫자 길이에 

대해 두 번의 시행이 실패할 때까지 최대 8개의 숫자를 듣고 

따라하도록 했으며, 올바르게 따라한 시행의 수를 사용했다. 집행 

기능에 해당하는 범주 유창성 검사는 동물 또는 채소의 종류에 해당하는 

단어를 각각 1분 동안 생성한 개수가 점수로 사용되었다. 집행 기능에 

해당하는 선로 잇기 검사는 1에서 26에 적힌 숫자들을 순서대로 잇는 

A형과 숫자와 알파벳을 번갈아가며 잇는(1-A-2-B-…) B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료하기 까지 소요된 시간(초)가 점수로 

사용되었다(Reitan R, 1993). 일화기억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로는 

WMS-R에 포함된 논리기억 소검사가 사용되었다(Wechsler, 1987a). 

논리기억 소검사는 이야기를 듣고 즉각 또는 지연된 시간 이후에 다시 

회상하도록 하여 회상한 의미 단위들이 채점되었다. 두 개의 이야기 중, 

인구학적 집단 간의 일관성이 높았던 이야기 A형이 수집되었다.  

실제 신경심리검사 수행 점수들은 뇌 연결망으로 예측된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예측적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개별 소검사에서 특정 

소검사가 누락된 사례(숫자 순서대로 외우기, n = 2; 숫자 거꾸로 외우기, 

n = 2; 동물 유창성, n = 2; 채소 유창성, n = 2; 선로잇기검사 A, n = 3; 

선로잇기검사 B, n = 45; 논리기억, n = 2)는 자료에서 제외되었다. 

선로잇기검사는 강한 정적 편포성을 보정하고 동일한 수행 방향의 

해석을 위해 로그 변환 후 음수를 취했다. OASIS-3과 KSHAP의 

자료의 신경심리검사 수행에 대한 기술 통계는 표 8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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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OASIS-3과 KSHAP의 동형 신경심리검사 기술 통계 

내적 교차타당화 자료: 

OASIS-3 (n = 644) 

외적 교차타당화 자료: 

KSHAP (n = 151) 

 Mean SD Range  Mean SD Range 

Digit Span 

Forward 
8.31 2.01 3-12 

숫자 외우기-

순서대로 
7.64 2.16 4-14 

Digit span 

Backward 
6.16 2.15 0-12 

숫자 외우기-

거꾸로 
4.39 2.12 1-14 

Fluency 

Animal 
19.14 6.03 2-37 

범주 유창성 – 

동물 
13.72 4.21 3-30 

Fluency 

Vegetable 
13.25 4.55 0-30 

범주 유창성 - 

가게 
15.76 6.41 3-34 

Trail Making 

Test A 
37.51 19.05 13-180 선로잇기 검사 A 34.21 

19.1

3 
7-157 

Trail Making 

Test B 
106.4 63.95 20-300 선로잇기 검사 C 132.64 

79.3

7 
25-522 

Logical 

Memory 

Immediate 

11.72 4.68 0-25 
이야기 회상 검사 

- 즉각 
13.44 6.76 0-28 

Logical 

Memory 

Delayed 

10.29 5.34 0-25 
이야기 회상 검사 

- 지연 
11.48 6.89 0-28 

 

3. 뇌 영상 자료 및 뇌 연결망 구성  
 

OASIS-3의 뇌 영상 자료는 Siemens TIM Trio 3T, Siemens 

BioGraph mMR PET-MR 3T, Siemens BioGraph mMR PET-MR 3T, 

Siemens Sonata 1.5T, Siemens Vision 1.5T 스캐너에서 16-channel 

head coil로 수집되었다. 고해상도 T1영상(T1-weighted, TR = 2.4s, 

TE = 3.08ms, FOV = 256 × 256mm, FA = 8˚, voxel size 1 × 1 

× 1mm³)과 휴지-상태 기능 영상(EPI; TR = 2.2s, TE = 27ms, FOV 

= 240 × 240mm, FA = 90˚, voxel size 4 × 4 × 4mm, 36 

slices)이 촬영되었다. 휴지기 뇌영상은 두 차례의 연속적인 촬영으로 

총 12분 동안 328장의 영상이 획득되었다. 두 차례의 촬영이 동일한 

영상의 수(164장)로 획득되지 않은 참가자(n = 34)는 분석에서 



 

 67 

제외되었다. 단면 획득 순서 효과 보정을 제외한 모든 전처리는 연구 

1에서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소뇌를 제외한 227개의 Shen 분할 

지도의 뇌 영역별 연결망이 구성되었다.  

 

4. 외적 예측 타당도  
 

4.1 외적 자료 예측 

OASIS-3(n = 644)의 자료에 대해서 5겹 교차타당화에서 

오차(mean squared error)를 최소화하는 처벌 모수 를 결정한 후, 

정규화된 회귀 모형을 적합하여 예측 모형을 구성했다(그림 23). 그 

다음, 연구 1의 예측 모형 구성에 사용된 KSHAP 자료(n = 151)의 뇌 

기능적 연결망 자료에 대입했다. 회귀 계수와 뇌 연결성 간의 

내적(가중치가 곱해진 합)을 통해 개인별로 8개의 소검사에 대한 

예측된 점수를 도출했다. 연결성으로 예측된 신경심리검사 점수와 실제 

점수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예측 정확도를 확인했다.  

 

그림 23. 외적 자료 예측 도식. 

4.2 예측 모형의 변별적 타당도 

여러 검사 점수들을 표적으로 구성된 개별 예측적 모형들이 

특정적인 인지 영역의 개인차를 대변하는 모형인지 탐색되었다. 뇌-

행동 관계를 연결짓는 각 예측 모형이 모형 학습에 사용된 검사에 

특정적으로 높은 예측력을 가진다면 모형의 변별 및 수렴적 타당도 

증거가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예측된 점수가 모형 학습에 

사용한 점수 외의 다른 점수들에 대한 예측력을 가진다면, 예측 모형은 

인지 기능의 일반적 요소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Habeck et al., 

2015; Rosenberg et al., 2016; Woo et al., 2017). KSHAP 자료(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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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에서 연결성에 기반하여 예측된 8개 점수와 실제 검사 점수 간의 

상관행렬에서 동형 검사에 해당하는 대각 행렬 요소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부가 탐색되었다.  

 

4.3 내적 및 외적 교차타당화 예측력 비교 

새로운 인구학적 특성의 자료 맥락에서 예측력이 감소하는 폭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1에서의 반복 예측의 절차를 적용하였다(그림 24). 

OASIS-3의 자료로 모형을 학습한 후에, 내적 교차타당화(OASIS-

3에서의 예측력)와 외적 교차타당화(KSHAP 자료에서의 예측력)에서의 

정확도를 비교하고 예측 결과의 변산성을 확인하기 위해 학습 자료의 

선택 절차를 50회 반복했다. 모형을 학습하는 단계에서  모수는 0으로 

고정(능형 회귀)하였으며, 사후적으로 여러  모수에 따른 예측력이 

확인되었다. 신경심리검사 수행 점수의 단위 차이를 고려하여 예측 

계수가 표준화되었다.  

 
그림 24. 내적/외적 교차타당화 도식. 내적 교차타당화(internal 

validation, 좌)의 예측력은 학습에 포함되지 않은 OASIS-3 검증용 

자료에서, 외적 교차타당화(external validation, 우)의 예측력은 KSHAP 

자료 전체에서 확인됨.  

4.4 외적 타당화에서 인구학적 특성의 효과 

예측 모형을 새로운 자료에 적용함에 있어서 주요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예측력의 일반화 가능성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그림 23의 도식을 반대로 적용하여 OASIS-3 자료에서 

선별적인 예측력이 발생하는지 검증했다. KSHAP 자료(n = 151)에서 

학습된 자료와 OASIS-3의 연결망 자료에 기반하여 644명의 예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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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와 실제 수행 점수를 확보했다. 두 자료는 교육 수준과 임상적 손상 

수준에서 차이가 현저했기 때문에 집단으로 구분된 교육 연한과 기능적 

손상 여부(치매 임상 평정; CDR)에 따른 예측력을 탐색했다.  

 

결   과 
 

각 동형 소검사 간의 통계적 검증 결과 유창성, 선로 잇기, 이야기 

회상 지연 검사 수행은 정적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그림 25). 예측 

모형이 특정적인 인지 영역의 구성 개념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적 타당화 검증 자료(KSHAP)에서 연결망에 기반한 점수와 실제 

행동 점수 8개 간의 상관관계를 탐색했다(그림 26). 유창성(가게) 

검사와 선로잇기검사(A)의 예측 점수는 동형 검사를 가장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외의 다섯 소검사들의 예측 

점수들은 동형 검사의 수행을 변별적으로 더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대신, 유창성과 선로잇기검사(A)의 연결성-기반 예측 점수는 다른 

소검사들의 실제 점수도 잘 예측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습 자료에 대한 설명력과 검증용 자료에 대한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었다. 학습 자료에 대한 설명력은 연구 1에서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으나, 여전히 검증 자료에서의 예측력과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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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OASIS-3의 동형 신경심리검사로 구성된 예측 모형을 KSHAP 

자료에 적용한 예측 결과. X축: 예측 모형과 KSHAP 참가자들의 

연결망에 기반하여 추정(회귀 계수들의 가중합)된 검사 수행. Y축: 

KSHAP 참가자의 실제 신경신경심리 검사 수행. (좌측 상단부터 숫자 

순서대로 외우기, 숫자 거꾸로 외우기, 동물 유창성, 가게 유창성, 

선로잇기검사-A, 선로잇기검사-C, 이야기회상-즉각, 이야기회상-지연) 

 

 
그림 26. KSHAP 참가자 신경심리검사 수행의 예측된 점수와 실제 점수 

간 상관관계. X축: OASIS-3 자료의 연결성-기반 예측 모형을 KSHAP 

연결망 자료에 적용하여 예측된 점수. Y축: KSHAP 참가자의 실제 

신경심리검사 점수. 대각 요소는 모형 구성에 사용된 OASIS-3와 

KSHAP의 동형 검사를 대응시킨 상관관계. DIGI: 숫자 외우기 총점, FLU: 

유창성, TRAIL: 선로잇기검사 LOGI/story: 이야기회상/논리기억. 

 

표 9. 학습 자료와 훈련 자료에서의 설명력과 예측력. 연결망-예측 

수행과 실제 행동 수행 간의 상관관계 (r) 

소검사 
학습 자료  

(OASIS-3, n = 644) 
검증 자료  

(KSHAP, n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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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순서대로 외우기 0.837 0.045 

숫자 거꾸로 외우기 0.802 0.108 

유창성 – 동물 0.911 0.162 

유창성 – 가게 / 채소 0.869 0.294 

선로 잇기 검사 A 0.878 0.366 

선로 잇기 검사 B / C 0.926 0.213 

이야기 회상 검사 – 즉각 0.896 0.074 

이야기 회상 검사 – 지연 0.930 0.180 

 

 
그림 27. 정규항 비율 모수 ()에 따른 예측력의 변화. 빨간색 점과 

파선은 가장 높은 예측력을 보인 지점을 표시. 모수 탐색 범위: alpha = 

[0.00, 0.05 … 1.00]2. 학습 자료: OASIS-3 (n = 428), 검증 자료: 

OASIS-3 (n = 216). 오차 막대는 50회 반복에 걸친 표준편차를 표시.  

연구 1에서와 동일하게  모수에 대한 예측력을 탐색했을 때, 

변수의 수를 전혀 줄이지 않거나(alpha = 0), 매우 가벼운 L2-정규항을 

사용했을 때(alpha = 0.002, 0.02)에 예측 정확도가 가장 우수했다(그림 

27). 즉, 예측에 사용되는 특징의 수를 줄인 모형일수록 새로운 자료에 

대한 예측력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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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자료와 외적 자료에 대한 교차타당화 예측력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28에 제시되었다. 내적 교차타당화 예측(r = 0.232)보다 외적 

예측(r = 0.158)에서 평균적으로 낮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범주 

유창성(가게/채소)과 선로잇기검사(A)에서는 예측 정확도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소검사들은 절반 가량의 예측력 

감소를 보였다.  

 

그림 28. 내적 타당화와 외척 타당화 소검사 별 예측 정확도(연결성-

기반 예측 점수와 실제 점수 간 상관관계, 50회 반복). 모형 학습: 

OASIS-3 (n = 428). 내적 검증 자료(Internal): OASIS-3(n = 216). 외적 

검증 자료(External): KSHAP (n = 151). DIGI_F: 숫자 순서대로 외우기 

총점, DIGI_B: 숫자 거꾸로 외우기 총점, FLU_ANI: 동물 유창성, 

FLU_VEG/super: 채소/가게 유창성, TRAIL_A: 선로잇기검사(A), 

TRAIL_B/trail_c: 선로잇기검사-간섭조건(B/C), story/LOGIMEM_Imm/Del: 

이야기회상–즉각/지연. 

OASIS-3의 자료는 연구 1과 달리 정규 교육 수준과 임상적 

진단에 따른 인구학적 구성이 달랐기 때문에, 집단이 구분된 예측 

정확도를 확인했다(그림 29, 상단).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집단(18년 

이상)에서는 예측 모형의 정확도가 선로잇기검사(B)를 제외하고 모두 

저조했던 반면, 중등교육(12년) 또는 고등 교육(16년)을 마친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예측력을 보였다. 임상 집단에 따라 집단을 구분했을 

때에는 치매 증상이 없는 집단(평균, r = 0.069)은 치매 증상이 평정된 

집단(평균, r = 0.110)보다 낮은 예측력을 보였다(그림 29, 하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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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서의 예측력에 비해 경미한 인지장애 이상의 임상적 손상이 

시사되는 집단(CDR≥0.5)의 예측력이 높아지거나(숫자 거꾸로 외우기, 

선로잇기검사, 이야기 회상), 양측 집단의 예측력이 낮아지는(채소 

유창성) 경향이 있었다. 전체 자료에 대한 학습 자료와 검증 자료의 

선정 방식에 따른 예측 결과는 표 10에서 비교되었다. 자료의 수가 

적은 세트를 검증 자료로 사용할 경우, 상관 계수는 상승하지만 검증을 

위한 유의 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9. 교육 및 임상 하위 집단 별 예측력(연결성-기반 예측 점수와 

실제 점수 간 상관관계). 상단: 정규 교육 연한에 따른 구분(7-12 yrs, n 

= 132; 13-15 yrs, n = 124; 16-17 yrs, n = 187; 18-29 yrs, n = 198). 

하단: 임상치매평정(CDR) 점수에 따른 구분(CDR = 0, n = 436; CDR ≥ 

0.5, n = 208). 노란색 막대는 집단이 구분되지 않은 전체 자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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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력. 

표 10. 학습 자료와 검증 자료에 따른 예측 결과  

 
KSHAP (학습자료) / 

OASIS (검증자료) 

OASIS (학습자료) / 

KSHAP (검증자료) 

 

Prediction  

Accuracy  

(r) 

p-value 

Prediction  

Accuracy  

(r) 

p-value 

Digit Span Forward 0.02 0.663 0.05 0.58 

Digit span Backward 0.06 0.116 0.11 0.19 

Fluency (Animal) 0.09 0.019 0.17 0.04 

Fluency (Veg / Super) 0.19 9×10-07 0.29 3×10-04 

Trail Making Test A 0.21 6×10-08 0.37 4×10-06 

Trail Making Test B 0.15 1×10-04 0.21 0.01 

Logical Memory Immediate 0.03 0.417 0.071 0.38 

Logical Memory Delayed 0.08 0.033 0.17 0.04 

 
 

논   의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제안된 신경심리검사의 예측 모형 구성 

방법이 다른 자료의 맥락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 탐색되었다. 집행 

기능을 반영하는 유창성이나 선로잇기검사의 예측 모형은 OASIS-3의 

자료에서도 일정 수준의 예측력을 보였으나, 연구 1에서 검증 

자료(hold-out sample)에서의 예측력보다 낮아진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OASIS-3의 신경심리검사 수행에 대한 예측은 동형 검사로 

만들어진 예측 모형에 변별적이지 않았으며, 특정 검사(선로잇기검사A, 

동물 유창성)로 구성된 예측 모형이 다른 소검사에 대해서도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간의 교차타당화 절차를 통해 새로운 자료에 

대한 예측성을 확인하였으며 세부적인 검사의 측정 영역에 따라 새로운 

인구학적 집단에 대한 예측 타당도는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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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선로잇기검사(A)와 범주 유창성 검사의 예측 모형이 가장 

안정적으로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유사한 내적 교차타당화를 

보였던 유사 검사(동물 유창성, 선로잇기검사 B/C)과 대조된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인지 과제들은 자극을 입력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보상적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반면, 두 

검사와 같이 처리 속도의 요소가 중심이 되는 집행통제 과제는 짧은 

시간 안에 일시적으로 시각 및 운동 정보를 협응하도록 요구하며 상위 

인지 수준의 보상적 개입이 발생할 여지가 적을 수 있다. 예측적 모형은 

뇌-행동 간의 관계가 균질적일 때 그 관계를 포착할 수 있으나, 뇌 

기능과 과제 수행 간의 관계성을 바꾸는 조절 변인들의 존재를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 일생 동안 인지 과제를 사용하고 추상적 개념들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동일한 과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뇌를 활성화시키는 패턴에서의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다(Stern, Gazes, 

Razlighi, Steffener, & Habeck, 2018). 이러한 과제 수행의 복잡성 

때문에 유사한 수행 점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중첩되지 않는 신경 속성을 

매개해서 동등한 수준의 인지기능을 성취했을 가능성이 있다(R. Jiang et 

al., 2019; Seghier & Price, 2018). 이와 달리 범주 유창성과 전환/억제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는 성공적 수행에 이르는 전략의 다양성이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일관된 인지과정과 신경병리적 속성(백질 다발 

온전성)에 의해 개인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외적 자료에서의 예측 

타당성이 우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물 유창성의 수행은 가게와 

채소 유창성과 달리 일상 생활에서 친숙한 개념들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의미 기억을 축적했는지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한국 

노인에게서의 시간 제약에 따른 처리 속도의 효과가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탐색을 통해 연구에서 흔히 관찰되는 뇌-

행동 개인차 간의 상관관계가 구체적인 소검사의 특성에 따라 

일반화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예측 모형에서 균질적인 뇌-행동 간 관계성이 성립하지 않았을 또 

다른 가능성은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모형 학습을 

위한 한국 노인들의 자료와 OASIS-3 자료에서 가장 주요한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는 정규 교육 연한에서 두드러진다. OASIS-3의 자료는 

대부분의 참가자가 중등 교육을 마친(12년 이상) 노인들을 포함하는 

반면, 모형 학습을 위한 한국 노인 자료는 중등교육을 마치지 않은 

노인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형이 포착하는 수행의 

개인차 범위와 질적 특성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연구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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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예측 모형이 특정 인구학적 집단에서만 성립하는 연결성의 

상관물을 포착했거나, 연구 1에서 주요했던 인구학적 변산성(e.g., 

초등교육 과정과 중등교육 과정 간의 변산)은 OASIS-3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노화에 따른 뇌 

변화에 따른 수행 변산과 초기 발달 과정의 교육 경험에 따른 수행 

변산은 뇌 연결성에서 구분된 패턴으로 기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Perry 

et al., 2017).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습 자료와 검증 자료 간의 교육 

수준 동질성을 높인다고 해서 모든 검사에 걸쳐 일관된 예측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낮아지는 외적 타당도에 대한 가능성은 

통제되지 않은 다양한 가능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생물학적 

표지자는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생물학 및 사회발달적 차이에 의해 

균질적인 표현형과의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전 

형질의 예측적 표지 모형은 모형이 주로 개발된 동질적 인종에 대해서만 

예측력이 보존되는 경향이 있다(Martin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구체적 속성이나 뇌 영상 촬영 방식뿐만 아니라, 인종과 교육적 

배경을 일치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감소한 예측 정확도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신경심리검사 수행 범위의 차이로 인해 균질적인 뇌-

행동 간 관계성이 성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인지 기능의 

개인차는 연속적이고 차원적인 심리적 구인이 측정되었음을 가정하며, 

이를 예측하는 모형 또한 선형적 조합의 합으로 수행 점수가 추정된다. 

예를 들어, 숫자 순서대로 외우기 과제에서 4개와 6개의 시행을 맞춘 

개인 간의 차이는 10개와 12개 시행을 맞춘 개인차와 동일한 신경 특징 

패턴의 가중치 차이로서 설명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어떤 인지 

검사는 낮은 점수 구간에서의 변산과 높은 점수 구간에서의 변산이 

발생하는 인지 과정의 출처가 다를 수 있다. 소검사의 문항들이 동일한 

자극과 과제의 반응 규칙이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문항의 난이도와 

요구성(e.g., 작업기억의 자극 수, 억제 해야하는 간섭 요소의 수)이 

상승함에 따라 동원해야 하는 뇌 영역의 범위가 모수적으로 증가하며 

신경 특징의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뇌 영역 또한 달라질 수 

있다(Carp, Gmeindl, & Reuter-Lorenz, 2010; Davis et al., 2012; 

Schneider-Garces et al., 2010). 또한 뇌의 병리적 노화가 덜 

진행되었거나, 지적 경험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 처리의 자원이 있는 

사람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뇌 활성화를 통해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축적된 뇌 기능적 자원이 부족한 노인들은 광범위한 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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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통해서 유사한 수준의 수행을 성취할 수도 있다(Barulli & 

Stern, 2013). 즉, 신경심리검사의 행동 수행 점수 간의 서열적 

관계(저조-우수)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각각의 서열 관계가 동질적인 

물리적 현상(i.e. 신경 활성화, 인지 과정의 복합성)에서 비롯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Michell, 2012). 본 연구에서는 흥미롭게도 

우수한 숫자 외우기 검사를 예측하기 위해 구성된 모형이 오히려 저조한 

선로잇기검사 수행과 관련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뇌-행동 기능 

간의 관계의 방향이 전체 집단을 구성하는 하위 집단에서 바뀔 수 

있다는 심슨의 역설(Simpson’s paradox) 현상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Kievit, Frankenhuis, Waldorp, & Borsboom, 2013). 예를 들어 노화를 

거치면서 노인들은 젊은 성인과 달리 보상적인 전두피질의 과활성화 

양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이미 노화가 상당히 진행된 집단 안에서는 

오히려 우수한 행동 기능과 관련된 징후일 수 있다(Cabeza et al., 2018; 

Cabeza, Anderson, Locantore, & McIntosh, 2002). 추후 연구에서는 

신경심리검사의 예측 모형이 동질적인 인구학적 집단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거나, 신경 특징의 비선형적 관계를 포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소검사를 통해 구성된 예측 모형이 동형 검사에 

특정적인 예측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과 달리 연결성-기반 

모형을 통해 예측된 신경심리검사 수행이 모형 구성에 사용된 검사 

수행과 일치하지 않았다. 유창성(가게) 검사와 선로잇기검사(A)를 

제외한 다섯개의 소검사 수행의 예측된 점수는 동형 검사가 아닌 검사의 

수행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예를 들어, 선로잇기검사(A)로 

만들어진 연결망 모형은 자신의 동형 검사 수행뿐만 아니라, 다른 인지 

영역의 검사 수행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즉, 해당하는 

예측 모형은 신경심리검사 수행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일반적인 

뇌 기능적 속성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선행 연구에서도 뇌 기능적 

연결성의 분산된 패턴은 우수한 인지기능의 특질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단일 요소를 포착하며(Smith et al., 2015), 연령에 따른 뇌 변화가 여러 

신경심리기능에 포괄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처리 속도는 

노년기에 발생하는 인지기능의 감퇴를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요소로서, 

이들의 신경 상관자 또한 여러 인지 영역들을 동시에 설명하는 일반 

요인으로 대부분 설명된다(S. Lee, Habeck, Razlighi, Salthouse, & 

Stern, 2016; Salthouse et al., 2015). 인지 기능의 연결성-기반 예측 

모형이 구분된 구성 개념을 포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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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며(Jangraw et al., 2018; Rosenberg et al., 2016), 

추후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변산을 분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Habeck, 

Eich, Razlighi, Gazes, & Stern, 2018). 또한 신경심리검사는 다양한 

신경인지장애의 병인론에 대한 구분된 프로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병리가 누적되어 있지 않은 임상 초기 단계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환자-대조군 연구(case control 

study)나 뇌 병리가 상당히 진행된 시점에서만 인지 영역별 감퇴 

여부의 대조가 부각될 수 있다(Fields et al., 2011; Sachdev et al., 2014; 

Sachdev & Valenzuela, 2009). 

검사의 수행의 예측 모형이 인지 영역에 따라 변별적인지의 여부는 

검증 자료 내에서 임상적 손상 속성에 따라 인지 감퇴가 발생하는지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치매 증상의 임상적 심각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했을 때 예측 정확도에서 관찰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치매 

증상이 없는 집단(CDR = 0)과 경미한 증상이 있는 집단(CDR ≥ 

0.5)의 모형 예측력을 비교했을 때, 임상적 손상이 발생한 

집단(경도인지장애 및 경미한 치매)에서 일관되게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치매 증상이 없는 집단은 예측 모형을 학습시킨 자료(KSHAP)보다 더 

동질적인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노인 집단에서는 예측력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예측 

모형이 정상 노인에서도 관찰되는 신경병리적 특징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임상적 손상에 의해 검사의 수행에서 충분한 변산이 발생할 

때에 예측에 주요한 개인차가 포착되는 반면, 임상적 손상이 발생한 

집단을 개별적으로 예측할 경우에는 임상적 손상과 관련된 주요 변산이 

포착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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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연결망-기반 예측적 모형을 통해 신경심리검사가 

어떤 뇌 기능적 속성의 개인차를 반영하는지 탐색했다. 연구 결과, 

자료-주도적 방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분산된 연결성이 신경심리검사 

수행의 개인차의 신경 기반임을 확인했다. 연결성의 예측 모형을 통해 

신경심리검사의 모형이 연결망 모듈 구조에서 중요한 뇌 영역의 속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모형의 신경과학적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자료에 대한 모형의 예측성을 통해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신경심리검사는 일반화 가능한 연결성의 

패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뇌 전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허브 및 가교 영역들의 기능적 속성을 포착한다. 

이러한 기전을 통해 신경심리검사는 일상 생활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 주요 임상적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예측적 모델링의 기법은 미래의 중요한 결과물을 예측 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예측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다변량적 관계를 탐색하는 핵심 방법이 되고 있다(Bzdok & Ioannidis, 

2019; Gabrieli et al., 2015; Yarkoni & Westfall, 2017). 즉, 확인된 

신경심리검사의 예측 모형은 예측 자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이론적으로 미리 정의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상관자의 

조합을 찾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론-주도적으로 검증된 행동 

기능의 신경 상관자와 달리 개인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신경 특징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며, 행동 기능이 다양한 

신경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묘사할 수 있다.  

신경심리검사의 수행은 복합적인 인지 과정 및 신경생리적 과정의 

결과물이 행동 수준에서 측정된 것이다. 신경심리검사가 정밀하게 

통제된 실험 패러다임으로 구체적인 신경 회로의 속성을 측정해야 

하는지, 복합적인 인지 과정을 요구함으로써 일상 생활에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기능을 측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론적 지향의 차이가 

있었다(Bilder & Reise, 2019; Gold et al., 2012). 인지 과정의 구체성과 

일상 생활 기능의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측정 목적 간의 긴장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신경심리검사의 신경 상관자를 국소 

신경회로에 대응시키는 접근이 대부분이었으며, 행동 기능에 대응되는 

통합된 신경 시스템으로서의 설명틀이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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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적인 신경 속성을 반영하도록 하거나, 일상 생활에서의 적응 수준을 

묘사하고자 하는 신경심리검사의 개발 목적은  동시에 고려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Howieson, 2019; Kessels, 2019). 본 연구에서는 분산된 

뇌 연결성을 고려할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인지기능의 개인차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기능은 국소 신경속성 뿐만 아니라 

통합된 신경 시스템의 관점에서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행동적 문제에 대한 

생태적 설명틀을 제공할 수 있다(van den Heuvel & Sporns, 2019). 

본 연구에서 확인하는 분산된 뇌 기능적 연결성은 전체 뇌 연결망이 

최적한(optimal) 시스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신경 

속성을 시사한다(Shine et al., 2015). 신경심리검사의 연결성-기반 예측 

모형은 특정 신경회로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여러 인지적 상태를 

쉽게 넘나들 수 있는지(easy-to-reach state)에 대한 신경 조건을 

묘사할 수 있다(Barbey, 2018; Gu et al., 2015). 즉, 예측 모형은 

구체적인 행동이 발생할 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신경 상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행동 기능이 활용되는 범위를 결정짓는 제약 조건이 될 

수 있다. 아무 과제도 주어지지 않은 휴지기에서 구성된 뇌 연결성은 뇌 

영역들이 협업하는 기저 조건을 포착함으로써 전체 신경 시스템 수준의 

신경생물학적 적응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와 같은 예측적 모형의 접근은 신경심리검사의 기전에 

대한 집단 수준에서의 일반적 경향에 대한 시사점을 가지는 동시에 

신경생물학적 지표가 임상적 도구에 대응되는 측정치로서 평가될 수 

있는 중개적 틀을 제공한다(Kapur, Phillips, & Insel, 2012; Woo et al., 

2017). 연결성-기반 예측 모형이 일반화 가능한 정확도를 갖출 경우, 

예측 모형으로 추정된 신경심리검사 점수는 임상적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요약된 표지로 사용될 수 있다. 개별 뇌 영역들을 지목한 

신경상관자로는 그 종합적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개발된 

예측 모형을 통해 신경 상관자를 하나의 의미 있는 패턴 점수로 환산할 

수 있다. 예측 모형의 패턴이 얼마나 표현된 것인지에 대한 개인 단위의 

척도화된 값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신경 수준의 변화를 

유도하는 임상적 연구에서 처치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에 

용이한 대리 지표(surrogate marker)로 활용될 수 있다(Mu et al., 

2019; Strimbu & Tavel, 2010; Yip, Kiluk, & Scheinost, 2019). 이러한 

접근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변별하거나 뇌 노화 수준을 추정하는 

뇌 영상 신호의 패턴이 예측 모형으로 개발되어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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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Habes et al., 2016). 이러한 사례는 예측 모형이 지칭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 가능한 대상(임상적 손상이 발생한 뇌 질환의 

진단 여부, 뇌 노화)이었기에 높은 예측력을 담보할 수 있었으나, 인지 

기능과 같이 뇌 기능과 질적 속성이 주요한 대상에 대한 예측 모형의 

정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시간의 반복적인 정보 

획득과 과제-기반 뇌 기능 영상을 통해 일정 수준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Finn et al., 2017; Greene et al., 2018; Park et al., 

2012), 임상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실용적이고 

증분적(incremental)인 정확도를 가질 것이라는 증거는 

부족하다(Paulus, 2015; Wald & Old, 2019; Whelan et al., 2014). 추후 

연구에서는 뇌 영상을 통해 예측된 점수가 설명하지 못하는 실제 점수의 

잔차가 임상적 의미가 없는 예측 오류에 불과한지, 신경심리검사가 

포착하지 않은 잠재적 개인차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Buckley et al., 2017; Nilsson & Lövdén, 2018). 

신경심리검사 수행이 안정적인 개인차를 반영했다면, 뇌 기능적 

연결성으로 완전히 포착하지 못한 이유로는 몇 가지 가능한 이유들을 

추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요구하는 신경심리검사가 측정하는 심리적 

구인이 지나치게 혼합적인 경우이다. 심슨의 역설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신경 상관자가 일부 하위 집단에서만 수렴함에 따라 일반화 가능한 

형태의 예측적 상관자가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 동일한 과제를 

부여해도 완전히 상이한 뇌 기능적 활용과 인지적 전략을 거쳐 동일하게 

성공적인 수행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특히 과제가 추상적 개념화를 

다양하게 요구하거나, 과제 난이도가 상승함에 따라 개인마다 다른 보완 

전략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Seghier & Price, 2018).  

두 번째의 가능한 이유는 뇌 기능 영상과 분석 방법의 기술적 

한계이다. 성공적인 과제 수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추상적 

개념 표상과 과제 수행 시의 표상을 활용하는 방식은 현 영상의 

해상도와 신호(혈류-산소 역학 저주파 반응성)에 충분히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뇌 기능적 연결성은 행동적 개인차를 우수하게 

예측하는 뇌 영상 양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정 인지 영역에 대해서는 

뇌 영역의 구조적 신경병리가 신경심리검사의 개인차에 중요할 수 

있다(Hedden et al., 2016; Siegel et al., 2016; Sui et al., 2018). 또한 

뇌 기능적 연결성은 여러 시간에 걸친 동기화 수준의 평균값을 관찰하기 

때문에, 연결망의 역동성이 나타내는 개인차를 포착하기 어렵다. 뇌 

기능적 연결망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짧은 시간 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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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으로 재조직화되며(Bassett et al., 2011), 뇌 연결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방식은 수분에 걸쳐 평균화된 연결성이 드러내지 못하는 

행동 개인차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Cornblath, Lydon-Staley, & 

Bassett, 2019; Liégeois et al., 2019; Salehi et al., 2018). 뇌 기능적 

연결성은 재검사 신뢰도가 저조하며, 낮은 신뢰도로 인해 실제 행동 

개인차에 대한 측정 도구로서의 타당도가 훼손되었을 수 있다(Noble et 

al., 2017; Noble, Scheinost, & Constable, 2019).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예측 모형을 통한 신경 기반의 해석이 간접적 추론에 의존한다. 본 

연구는 신경심리검사 수행의 연결성 상관자를 통해 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신경 속성을 추론했다. 신경 속성 간의 개인차에서 행동 수행의 

개인차가 발생한다는 단방향적인 인과 설명에 의존하지만, 개인 간의 

변산성만으로는 어떤 개인 내적 과정을 거쳐서 수행의 차이가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다. 연결성-기반 예측 모형은 하나의 시스템 

단위에서 최적한 상태의 특징일 수 있지만, 주요 연결성 특징 영역이 

개인 내에서 작동한 결과물로 개인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는 

간접적인 추정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지 과제가 요구하는 정보처리와 

신경학적 과정이 굉장히 견고한 경우, 해당 과제가 요구하는 신경 

상관자와 해당 과제 수행의 개인차가 최소한으로 관찰될 수 있으며 

오히려 과제의 효과가 일관되지 않은 영역에서 개인차 변산이 관찰될 

수도 있다(Yarkoni & Braver, 2010). 일부 연구들은 과제가 요구하는 

특정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서 해당 인지 과정의 개인차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Finn et al., 2017; Rosenberg et al., 2016; Sripada, 

Angstadt, & Rutherford, 2018), 개인 간 변산성은 개인 내적 심리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Hamaker, Nesselroade, 

& Molenaar, 2007; Kievit et al., 2013). 실험적 처치와 종단적 추적을 

통해 분산된 연결성과 주요 허브 및 가교 영역의 변화가 신경심리기능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추후 연구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다(Medaglia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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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psychological test is an essential tool in assessing 

cognitive and functional changes associated with late-life 

neurocognitive disorders. Despite the abundance of information that 

neuropsychological test provides, the brain-wide neural basis of the 

test performance remains unclear.  

In Study 1, neuropsychological tests and resting brain function 

imaging data were obtained from 151 elderly people living in the 

community. After confirming five-factor structure of cognitive 

domains, we constructed a model of brain connectivity predicting 

each factor score. Through cross-validation procedures, the optimal 

combination of neural features was identified. As a result, the 

distributed prediction model of brain connectivity could predict 

attention/working memory, executive function, and episodic memory 

performance (r = 0.28 ~ 0.42). Moreover, widely distributed 

anatomical and functional regions contributed to the prediction. 

Second, we examined whether the identified predictive models of 

neuropsychological tests reflect the brain regions with important 

topological positions among the brain network. Each brain area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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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ed in the importance of location in the network (within-module, 

between-module connectivity). The results showed that brain hub 

and bridging regions with higher within- and between- connectivity 

contained larger predictive weights. Moreover, excluding hub and 

bridging regions in the predictive analysis resulted in a significant 

decrease in predictive accuracy.  

Study 2 confirmed whether the predictive models of 

neuropsychological tests are generalizable to the external dataset 

contexts. OASIS-3, which collected 644 brain functional images and 

neuropsychological data, was used for model training and valid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predictive model could be generalized to 

new data sources. The predictive scores of neuropsychological tests 

were estimated by applying the predictive model constructed from 

the data of OASIS-3 to the KSHAP data of Study 1. The predictive 

power of external cross-validation between the data and the data 

was generally lower than the predictive power of internal cross-

validation performed within the same data (r = 0.05 ~ 0.29).  

This study suggests that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erformance of older adults’ neuropsychological tests reflect widely 

distributed brain connectivity, and such multivariate pattern can be 

applied to novel individuals. The connectivity-based predictive 

model can be a promising marker that can bridge gap between late-

life pathophysiological process and behavioral function relevant to 

dementia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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