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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fMRI)은 인간의 뇌에 대

한 비침투적 연구 방법 중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fMRI를 통

해 얻어진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t-statistics 과 같은 

모델 기반의 통계적 분석 방법이 이용되었는데, Hemodynamic 

response function(HRF) 과 같은 모델을 미리 가정을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료 기반 분석 방법의 일종인 self-organizing 

map(SOM)을 이용하여 fMRI data를 분석하였다. SOM은 

unsupervised neural network의 일종으로, 입력 벡터들을 Euclidian 

distance measure를 기준으로 유사한 것끼리 clustering  해준다. 

입력으로 들어오는 vector들의 양상에 대해 미리 가정을 할 필요가 

없다.  

Subtractive design을 사용한 Motor task를 수행하고 있는 피험자

로부터 image data를 얻어내어 SOM을 적용하여 clustering한 결과 

motor cortex 영역과 visual cortex 영역에 해당하는 voxel들이 뚜

렷하게 clustering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분석 패키지인 SPM을 통해 확인된, 활성화된 motor cortex 영역에 

해당하는 voxel들이 SOM에서는 모두 같은 node로 clustering 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node들로 나뉘어져 clustering 되었다. 

Premotor cortex와 sensory부분이 함께 primary motor cortex와 

분리되어 clustering 되었다. 이는 SPM을 통해서 동일하게 활성화 

되었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조금씩 다른 활성화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주요어: 군집화, 기능적 뇌영상, 자기 조직 신경망  

학  번: 2000-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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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지과학 연구에 있어서 뇌영상 기술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져 가

고 있다. 뇌의 특정 부분이 담당하는 역할을 알아내고, 그 영역들 간의 

functional connectivity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뇌의 활동 양상을 측정

해 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PET가 공간적 해상도가 6mm, 시간

적 해상도가 30초 정도인데 비해서, 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는 1초 남짓한 시간에 공간적 해상도 1~3mm,가 되는 우수한 이

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fMRI를 통

해서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이 많이 존재하는 부위를 포착함으로써 활

동 부위를 알아낸다. 신경 세포가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는 적혈구 안

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산소가 활동 부위에서 방출됨으로써 공급된다. 즉,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의 존재 부위를 알면, 그 곳이 뇌의 활동 부위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fMRI에서 얻어진 이미지 신호를 해석하여 어떤 부

분이 활동 부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전통적으로는 

t-test와 같은 모델 기반 분석법을 사용해 왔다. 즉,  HRF (Hemodynamic 

Response Function)을 가정하여 주어진 실험 디자인 하에서 나온 출력 신

호에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통계적 기법을 수행하였다.  이

러한 기법 중에서 SPM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 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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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모델 기반의 분석법은 HRF를 미리 가정해야 하고, 이미지 

신호가 내포하고 있는 많은 다른 정보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델을 가정하지 않고 자료에 기반한 분석 기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자료에 기반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

나, 여기서는 SOM (Self-Organizing Map) 을 이용하여 fMRI 이미지 신호

를 군집화해보고 그 결과를 살펴본다.   

1.2 관련 연구 

fMRI time series를 분석 하는 방법은 크게 모델 기반 분석 방법과 자료 

기반 분석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모델 기반 분석 방법은 일반적으

로 HRF (Hemodynamic Response Function)을 가정하고, fMRI로부터 얻어

진 뉴런의 활동 양상과의 correlation을 계산하여 그 값을 기반으로 활성

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두뇌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HRF를 동일

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며, 이렇게 가정된 모델과의 

correlation으로만 활성화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다른 유용한 정보를 놓치

게 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SOM을 이용하여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 

자료 기반 분석 방법에는 크게 PCA 분석 방법과 군집화 방법이 있으며, 

군집화 방법 중에서도 K-means algorithm과 SOM을 이용한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fMRI 이미지 신호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군집화 방법을 적용해 

보려는 노력은 많이 이루어져 왔다 ([2],[3],[10],[12]).  

최근에는 multivariate spectral analysis를 이용하여 fMRI time serie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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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는 방법도 도입되었다. [6] fMRI time series를 weakly stationary라

고 가정을 하고서는 weakly stationary stochastic process에 대한 

spectral theory에 기반하여 BOLD response function에 대한 시간적 변화

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중의 하나는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 (spm)을 이용하는 것이다. [4] 이는 두뇌의 어떤 영역이 어떤 기

능을 담당하는지, 영역적으로 특정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가설을 시험하

는 통계적인 프로세스이다. 즉 우리 두뇌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특정한 task에 

대한 두뇌 활동 양상은 Gaussian과 같은 미리 가정된 확률 분포를 따를 

것이라는 영가설을 세우고, 모든 voxel (fMRI에서 얻어진 우리 두뇌 전체

의 이미지는 해상도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즉 어느 정도 크기의 기

본적인 화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신호를 얻는 기본적인 화소 단위를 

voxel이라고 한다. 즉 두뇌 전체를 140번 스캔했다면 voxel 하나당 크기

가 140인 signal time series vector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

서 사용된 두뇌 이미지는 40*48*28 차원의 voxel로 구성되어 있다. ) 하

나하나에 대해서 t-test와 같은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여, 통계적인 파라미

터 값을 얻어낸다. 이 때 매우 높은 수준의 유의미성으로 영가설이 기각되

는 파라미터 값을 갖는 voxel에 해당하는 두뇌 영역이 바로 그 task 수행

에 관여한 activation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한 fMRI 

신호 해석 툴로서 영국에서 만들어진 SPM99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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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il.ion.ac.uk/spm/course) 

1.3 연구 내용 및 논문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우선 MRI의 기본원리와 SOM의 알고리즘을 간단

히 살펴보고, 3장에서 실험에 사용된 자료의 획득과 전처리 방법을 소개한

다음,  SOM을 이용한 군집화의 결과를 제시하고, SPM99를 이용해서 얻어

진 결과와 비교를 해본다.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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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이론 

2.1 MRI 기본 원리 

2.1.1 MRI physics 

 MRI는 magnetic resonance imaging의 약자이다. 기본적으로 신호는 수

소 원자의 양성자로부터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신호세

기는 수소의 밀도에 비례하게 된다. 신호의 세기가 세면 image 상에서는 

밝게 나오게 된다. 그런데 신호의 세기가 반드시 수소의 밀도에만 비례하

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조정하게 되면, 다양한 이미지를 얻

을 수 있게 된다. T1 weighted image, T2 weighted image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전하를 띤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장을 발생시키게 

된다. 양의 전하를 띤 수소의 양성자가 자전을 하고 있으므로(그림 1의 왼

쪽) 자전축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형성된다. 이 때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

주게 되면 양성자들은 그 방향에 맞추어 정렬하게 된다. (물론 자전은 계속 

하고 있는 채로) 즉, 양성자의 자전축이 다시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의 

방향을 축으로 회전하게 되는 세차운동(precession)을 하게 된다.(그림 1

의 오른쪽)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 혹은 중성자가 magnetic moment vector처럼 보

이는 것은 spin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핀은 1/2의 정수배

의 값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 혹은 –의 값을 갖는다. 쌍을 

이루고 있는 +1/2 스핀과 –1/2 스핀은 서로 상쇄되는데, 어떤 원소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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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은 결국 쌍을 이루고 있지 않은 입자의 스핀들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그림 2 

수소의 경우 스핀은 1이다. 쌍을 이루고 있지 않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스핀이 각각 1/2이기 때문이다. 위에서처럼 스핀은 magnetic moment 

vector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스핀의 벡터합은 곧 자화벡터이다. (그림 

2의 0M )  스핀이 어느 정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세차운동을 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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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핀의 벡터합을 순수하게 외부 자기장 방향의 성분만 남게 되는데, 

이를 자화벡터라고 한다. 외부에서 Radio Frequency (RF) pulse를 가해주

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가해주었느냐에 따라서 자화벡터가 외부자기장과 어

떤 각도를 이루어 기울어지게 된다. (그림 3 참조, RF pulse도 일종의 

electromagnetic wave이다. 따라서 pulse를 가해준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

어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방향 자기장을 축을 중심으로 세

차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크기가 시간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sinusoidal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수

소원자가 아무 주파수의 RF pulse에 모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

파수의 pulse에만 공명(resonance)한다는 것이다. 그 주파수는 외부에서 

가해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게 된다. 비례상수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다. (수소의 경우에는 42.6MHz/T 이다. 따라서 오직 수소로부터 신호를 얻

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자화벡터가 z축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할 때, 90  ̊ RF pulse (90  ̊ RF pulse 란 자화벡터를 90도만큼 기울게 할 수 

있도록 조절한 electromagnetic wave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180  ̊ RF 

pulse란 자화벡터를 180 만̊큼 방향을 틀게 해주는 electromagnetic wave

를 의미한다.) 를 가하게 되면 자화벡터는 x-y 평면으로 90 만̊큼 기울게 

된다. 그런데 외부에서 일정한 크기의 자기장을 걸어주고 있으므로 자화벡

터는 원래의 z축 방향 성분을 회복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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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1.2 여러 가지 파라미터  
 

 90  ̊ RF pulse를 가해서 기울어진 자화벡터는 순간적으로 z축 성분이 0이

다. 그런데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1.5T MRI, 혹은 

3.0T MRI에서 1.5, 3.0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렇게  외부에서 걸어주는 자

기장의 세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화벡터는 z축 성분을 회복하려고 하고, 

반면에 x,y 평면성분은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x,y 평면 성분이 사라지는 

만큼 z축 성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즉 x,y 평면 성분이 사라지는 것

과 z축 성분이 회복되는 것은 독립적인 과정이다. 자화벡터는 여러 개의 

스핀들의 벡터합이다. RF pulse를 가해주기 전에 자화벡터가 z축을 가리키

고 있었던 것은 스핀들끼리 어느 정도의 위상차가 있는 상황에서 세차운동

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x,y 성분은 서로 상쇄되고 z축 성분만이 알짜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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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었다. 그러다가 RF pulse를 가해주게 되면 각각의 스핀들이 x,y 평면

으로 눕게 된다. 스핀들이 눕게 되면서 z축 성분이 사라지게 되고, 이 때 

위상차가 줄어들면서 x,y 평면상의 어느 한 방향으로 자화벡터 성분이 생

기게 되는 것이다. 가해줬던 RF pulse가 사라지게 되면 스핀들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 때 x,y 평면상에서 위상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x,y 평면의 자화벡터성분이 사라지게 되고, x,y 평면상에 누워있던 스핀들

이 다시 z축상으로 일어서게 되면서 z축 자화벡터성분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 때, 자화벡터의 x,y 평면상의 성분이 사라지는 속도를 나타내는 시간 

파라미터를 T2(그림 5)라고 하고 자화벡터의 z축 성분이 회복되는 속도를 

나타내는 시간 파라미터를 T1(그림 4)이라고 한다. 따라서 T1이 길면 자

화벡터의 z축 성분이 회복되는 시간이 그만큼 느리다는 의미이고, T2가 길

면 자화벡터의 x,y평면 상의 성분이 그만큼 천천히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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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1과 T2는 수소원자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된다. (즉, 물인지 지방인지 단백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 MRI에서 

신호의 세기는 자화벡터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물

질간의 T1과 T2의 차이로 인해서 신체 조직간의 구별이 가능한 것이다.  

x,y 평면상에서 스핀의 위상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스핀들 간의 상호작용 

때문인데, 실제로는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의 inhomegeneity 때문에 더 

빨리 위상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x,y 성분 자화벡터가 사라지는 속도

는 더욱 빨리지게 된다. 이 때의 시간 파라미터는 T2*라고 하는데, T2보다 

훨씬 짧다. 이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급격하게 줄어들며 나오는 신호를 

Free Induction Decay (FID)라고 한다.  

 원하는 영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값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TR과  TE가 있다. TR은 90  ̊ RF pulse를 가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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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 간격을 의미한다. TE는 일반적으로(imaging 기법에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90  ̊ RF pulse를 가해준 시간부터 echo signal을 얻

을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FID는 T2*의 매우 빠른 속도로 신호의 세

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호에 위치정보를 삽입하기가 어렵다. MR의 신호

는 여러 위치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모두 합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위치정보

를 encoding 할 시간이 필요하다. 자화벡터의 x-y 평면성분이 줄어드는 

것은 스핀간의 상호 작용과 자기장의 inhomogeneity때문인데, 이 중 자기

장의 inhomogeneity를 줄임으로써 신호의 감쇄정도를 T2로 어느 정도 늦

출 수가 있다. 자기장의 inhomegeneity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180 R̊F 

pulse 혹은 자기장의 gradient를 이용하는데, 줄어들던 신호가 마치 메아

리처럼(echo) 다시 커지게 된다. (물론 커진다고 해서 처음의 크기를 완전

하게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장의 inhomogeneity의 효과만을 없앨 수 

있을 뿐이고, 스핀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감쇄는 막을 수가 없다.) TE는 

바로 이러한 echo signal의 peak부분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TE는 180  ̊

RF pulse 혹은 자기장의 gradient를 가해주는 시점을 조절함으로써 조정가

능하다. 가해주는 시점은 TE/2가 되기 때문이다.  

 TR과 TE를 조절해줌으로써 여러 종류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

으로 TR이 길어지게 되면 90 만̊큼 기울었던 자화벡터가 z축 방향의 성분

을 거의 원래대로 회복할 수가 있다. 따라서 물질들의 T1의 차이가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다. TR이 짧으면 T1의 차이에 의해 물질마다 90  ̊ RF 

pulse를 가해 주는 시점에서의 자화벡터의 z축 성분이 차이가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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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물은 지방에 비해 T1이 길다. 따라서 적절한 TR을 선택하면 

물에서 나오는 신호의 크기가 지방에서 나오는 신호의 크기보다 훨씬 작게 

할 수 있다. TE가 길게 되면 자화벡터의 x,y평면 상의 성분이 거의 사라지

게 된다. 반면 적절히 짧은 TE를 선택하게 되면 T2의 차이가 반영이 된다. 

물은 지방에 비해 T2도 길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자화벡터에 90  ̊ RF 

pulse를 가하게 되면 물의 echo signal이 더 크다. 따라서 TR을 짧게 하고 

TE를 짧게 하면 T1의 차이가 많이 반영되므로 T1 weighted image를 얻

을 수 있고, TR을 길게 하고 TE도 길게 하면 T2의 차이가 많이 반영되므

로 T2 weighted image가 나타난다. TR을 길게 하고 TE를 짧게 하면 T1, 

T2 의 차이보다는 물질이 원래 갖고 있는 수소원자의 밀도에 비례하는 크

기의 신호가 나오는 이미지를 얻게 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얻게 된 실험에서는 Echo planar imaging 

(EPI ) 기법을 사용했으므로, TR 마다 뇌 전체의 신호를 한 번 받을 수 있

었다. 

2.1.3 Blood Oxygenation Level Dependent Contrast (BOLD) 신호 

와 Hemodynamic Response Function (HRF)  

 두뇌의 국소 부위에서의 활동의 증가로 인해 산소 소모량이 늘어나게 되

면, 일시적으로 혈액의 탈산소화 (deoxygenated hemoglobin)가 일어나게 

되어,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혈액 (oxygenated hemoglobin )의 유

입이 증가된다. 결과적으로 oxygenated hemoglobin의 비율이 

deoxygenated hemoglobin을 앞지르게 된다. 이러한 산소의 증가는 몇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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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지속된다. 상자성체 (paramagnetic substance)는 신호의 감소를 T2보

다 빨라지도록 하는데, deoxyhemoglobin이 oxyhemoglobin보다  더 상자

성이 강하기 때문에 (more paramagnetic) deoxyhemoglobin의 비율이 높

을 때가 oxyhemoglobin의 비율이 높을 때보다 신호의 세기가 약하다. 따

라서 뇌의 활동 부위는 처음에 deoxyhemoglobin의 증가로 신호의 세기가 

순간적으로 감소했다가, 곧이어 유입되는 oxyhemoglobin의 영향으로 신호

의 세기가 증가하는 변화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혈액 속의 산소량

에 따른 신호의 세기를 관찰하는 방법을 BOLD (Blood oxygenation level 

dependent) contrast fMRI 라고 한다. 또한 국소적인 뇌의 활동으로 인해 

그 부위에서 관찰되는 신호의 변화 패턴을 Hemodynamic response 

function이라고 한다. 

2.2 Self-Organizing Map 

SOM은 unsupervised neural network의 일종이다. 입력받는 데이터들을 

유사한 정도 (두 데이터 벡터간의 Euclidian measure 혹은 거리가 작을수

록 두 데이터는 유사하다고 판단한다.)에 근거하여 군집화 시켜주는 기능

을 한다. SOM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림 6과 같다. SOM의 구조는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층 (layer) 으로 구

성되어 있다.  

아래층은 입력층 (input layer)이고 윗 층은 출력층 (output layer)이다. 

입력층에는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입력 데이터의 패턴을 다음과 같은 

m차원 벡터라고 한다면 입력층의 노드의 개수는 m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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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mxxx ],...,,[x 21=   (1) 

 

그림 6 SOM의 구조 

출력 노드는 2차원 형태로 배열되어 있으며 그 배열 형태는 주로 

hexa(6각형 모양), 혹은 rectagular(직사각형 모양)이다. (그림 7) 출력층의 

각 노드와 입력층의 모든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결에 할

당된 weight값들은 처음에 무작위로 초기화되었다가 (대체로 random 

initialization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반드시 무작위로 초기화 되는 것

은 아니고, 입력 데이터의 종류나 학습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변해가게 된다. 이를테면 출력 계층의 j번째 노

드의 weight 벡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
jmjj ]w,...,w,w[ 21j =w  (2) (j=1,…,n 의 값을 가지며, 이 때 n은 출력

층의 노드의 전체 개수이다.) 

 SOM의 학습 방법( SOM의 weight 값들이 입력 데이터로 인해 변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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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학습이라고 한다. )에는 sequential training method와 batch 

training method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batch training mathod를 이용하

였다. Batch method는 출력 계층의 가장 자리에 위치한 노드는 중앙에 위

치한 노드보다 이웃 하는 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border effect 

를 상쇄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13] 다만 batch training mathod는 한꺼

번에 모든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산

할 경우 상당한 메모리와 계산양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

적으로는 Sequential training method가 많이 이용된다.  

 

그림 7 [5] 

 

Sequential training method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입력층에 들어

온 데이터와 가장 거리가 가까운 weight값을 갖는 출력층 노드가 하나 선

택이 된다. 식 (3)에서 c는 선택된 출력층 노드의 인덱스이다. 

 }{minarg kj
k

c w−= x  (3) (여기서 는 distance measure인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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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Euclidian distance이다.)  

다음으로 식 (4)와 같이 weight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x)(()()()1( )(, nnhnnn jxcjjj www η+=+  (4)  

)exp()(
2

0 τ
ηη nn −=  (5) [11] 

괄호 안의 n은 weight 변경 횟수를 의미한다. η은 learning rate라고 하

는데 weight 값이 변경되는 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식 (5)에서 

알 수 있듯이 weight 변경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값이 줄어들게 되어 있

다. 즉 처음에는 매우 큰 폭으로 weight 값을 변화시켜나가는 rough 한 

학습이 이루어지다가 학습이 진행될수록 점차 fine tuning이 되는 것이다.  

)()(, nh xcj 는 입력 벡터 x 의 Best Matching Unit (BMU) c 와 j번째 출

력 노드와의 거리에 의해 값이 결정되는 이웃 함수 값   (neighborhood 

function value)이다. 이웃 함수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5],[13]) 일반적

으로 다음과 같은 식이 사용된다.  

)
2

exp( 2

2
,

)(, σ
cj

xcj

d
h −=  (6)  

22
, rr cjcjd −=  (7) [11] 

 즉, j번째 노드의 weight 벡터를 변경하는 경우, 입력 벡터의 BMU인 출

력노드 c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영향력이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

나 이처럼 거리를 실수값으로 생각해서 이웃 함수 값을 결정 할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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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림 7에서와 마찬가지로 discrete한 거리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림에 나타난 숫자 0,1,2 등은 중심 노드에서부터 숫자가 적혀있는 경계

에 해당하는 노드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exp()n(
1

0 τ
σσ n−= (8)  

σ 는 이웃 함수 값을 결정할 때 이웃의 범위를 결정해 주는 파라미터라

고 할 수 있다. 즉 σ 값이 크면 비교적 멀리 떨어져있는 노드에 대해서 상

당한 정도로 weight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 σ 값이 작

으면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웃의 범위가 좁아지는 셈이 된다. (영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이웃 함수의 값이 워낙 작아져서 결과적으로 

weight 값 변경분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weight의 변경은 한 입력벡터에 대해 모든 출력층 노드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입력벡터에 대해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 이렇게 한 

차례 학습이 끝나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입력벡터를 하나씩 입력하여 

weight 벡터를 변경해 나간다. n은 이렇게 전체 입력벡터를 몇 번 학습했

느냐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습은 weight가 입력 벡터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하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출력층의 노

드가 서로 가까울수록, 그 노드들을 BMU로 갖는 입력벡터들이 서로 유사

하다는 특징을 갖게 된다. 즉 topographic ordering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clustering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order를 유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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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SOM이 여타의 clustering 방법에 비해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batch algorithm은 다음과 같다.  batch algorithm 역시 반복적이다. 그

러나 sequential method와는 달리 단일 벡터의 입력에 대해서 어떤 노드

의  가중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입력 벡터 전체를 한꺼번에 고려

하게 된다.  

 매 training step에서 입력 데이타들은 각 노드의 가중치 벡터들의 

Voronoi regions에 따라 나누어지게 된다([5], [13]). 즉 각각의 자료 벡터

는 가장 가까운 노드의 자료집합 (data set)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가중치 벡터는 식 (9)에 의해 계산된다.  

∑

∑

=

==+ m

j
ic

m

j
jic

i

nh

nh
n

1

1

)(

)(
)1(

x

w   (9)[5] 

여기서 i는 우리가 고려하는 노드의 인덱스이며, m은 입력 벡터의 개수이

고, c는 식 (3)과 같이 입력 자료의 BMU (best matching unit)의 index이다. 

Sequential training method일 때와 동일하다. 

  

 식 (9)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새로운 가중치 벡터는 입력 데이터들의 평

균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SOM을 이용하는 경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치게 된다. 

우선 SOM의 구조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인 

2차원 평면 구조를 사용하고 노드의 배열은 hexagonal로 한다. 다음에 노

드의 개수(입력층, 출력층 모두) 를 정하고 출력층의 경우 map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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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와 세로 각각의 노드 수)을 결정한다. 각 노드의 가중치를 초기화 한

다. 그런 다음에 학습은 rough training, fine tuning의 2 단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rough training과 fine tuning의 차이는 이웃 함수에서 고려하는, 이웃

으로 정의되는 노드의 범위에서 비롯된다. 처음에는 멀리까지 이웃으로 고

려했다가 나중에는 거리를 매우 좁혀서 바로 근처의 노드만 이웃으로 고려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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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결과 

3.1 자료 획득 및 전처리 

 여러 다른 피험자에 대해서 motor task를 실시하여 기능적 뇌영상 

(functional brain image) 들을 얻어낸다. Task paradigm은 block design을 

사용하였는데, 7번의 scanning씩 control(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태), 

right(오른손 움직임), control, left(왼손 움직임)을 번갈아가며 수행한다. 

이와 같은 term이 5번 반복 되므로 7×4×5 = 140 번의 scanning이 이루

어진다. (그림 8 ) 피험자는 가만히 있다가 화면에 지시가 나타나면 (오른손

을 움직이라거나 혹은 왼손을 움직이라거나 하는 등의 지시) 그 지시대로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맞부딪치는 움직임을 하게 된다. 따라서 motor 

영역 뿐만이 아니라 visual 신호를 처리하는 영역도 동시에 활성화가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미지 획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5 Tesla Horizon 

(GE) MR 스캐너를 이용하여 EPI gradient echo sequence를 사용하였다. 

TR = 3000ms, TE = 60ms, flip angle = 90°, slice thickness = 5.0mm, slice 

수는 20개, matrix는 64×64이다. 밑에서 6번째 slice를 AC-PC line에 맞

추어 정렬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얻어진 이미지는 여러 단계의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재구성(reconstruction)과정을 거친 후, brain 

volume으로 exporting되었다. 이후 과정은 spm99(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 1999년도 version)를 이용하여, 재정렬(realignment)과 표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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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의 표준화(normalizing) 후, 3차원 Gaussian filter를 통한 

smoothing 처리를 거쳤다. 표준화를 거쳐서 40×48×28 (x×y×z) = 53760 

의 형식으로 정렬된 picture time series가 생성된다.  

 
 

 

그림 8 실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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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moothing까지 거친 신호 

 이렇게 얻어진 신호를 SOM으로 처리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우선 신호 세기의 평균값이 4000이하인 voxel들을 제외시킨다 

(theresholding 그림 10). 53760개의 voxel들 중에서 실제로 뇌에서 나온 

signal은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뇌 바깥의 공간 혹은 두개골에서 나온 

신호이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신호 세기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대개 4000 부근을 기준으로 2개의 그룹으로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호의 평균 intensity값이 거의 0에 가까운 그룹은 뇌 바깥의 공간에 위

치하는 voxel들의 집합이다. SOM을 학습시킬 때 thresholding을 거치지 

않고 53760개의 voxel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낮은 intensity의 signal의 

noise를 학습하게 되어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게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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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각 voxel들의 intensity의 시간에 대한 평균의 분포 

 

  
 다음으로 thresholding을 통해 얻어진 voxel 들을 detrending 한다. 

trend가 너무 강하면 SOM이 trend가 비슷한 신호끼리 군집화를 하게 되

어 정작 중요한 신호의 변화를 잡아내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detrending

을 거치지 않은 이미지신호들을 이용하여 SOM을 학습시키면 각 노드

(node)의 가중치(weight)에 trend가 dominant하게 반영되어 (그림 11), 

상대적으로 작은 의미있는 신호 변화 양상을 기준으로  군집화 하기가 어

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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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OM의 각 node별 weight, 의미있는 신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육각형 하나가 하나의 node이고, 색깔은 그 노드에 할당된 input 

vector수가 많을수록 밝아진다. 

 다음에는 각 voxel들에서 나온 신호들의 시간에 대한 평균을 0으로 정규

화를 하게 된다. MRI 신호를 해석할 때 신호의 변화량의 절대값에 의존하

지 않고 관심을 갖는  voxel의 평균 intensity에 대한 상대적 변화량을 기

준으로 activation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에 대한 신호 세기의 

평균값에 따라서 변화량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식 (10), (11), 

(12)를 이용하여 정규화한다. 

σ
m-XX'=                            (10) 

(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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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

N

tv
S 1

)(1m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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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N , N 은 thresholded voxel의 숫자이고, )(tvi  는 i째 voxel의 t번

째 스캔에서의 signal intensity를 의미한다. NS  은 전체 스캔 횟수, 즉 여

기서는 140 ) 

 

 

그림 12 정규화까지 거쳐서 SOM의 입력이 되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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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OM을 이용한 군집화 및 결과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SOM을 이용하여 학습시켜 보았다. 

학습에 이용된 SOM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SOM의 입력노드의 개수는 

140개이다. 전처리의 결과로 53000개 이상의 voxel 중에서 27000여개의 

voxel이 선택되었다. (즉 차수 140의 입력 벡터의 개수가 27000여개) 

Hexagonal 배열을 갖는 35×24 크기의 2차원 평면 구조를 가진 SOM을 

이용하여 학습 시켜보았다. 노드의 개수는 사용한 matlab 용 SOM toolbox

에서 자동적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사용된 SOM toolbox는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의 SOM Toolbox Team에서 제작한 것

이다. http://www.cis.hut.fi/projects/somtoolbox/ ) 이와 같은 SOM 

training은 여러 명의 피험자로부터 얻어진 데이터에 대해 이루어졌다. 

 다음 그림 13은 training이 이루어지고 난 SOM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

다. 색깔이 다른 것은 그 node가 bmus(best matching units)인 voxel들의 

숫자가 다름을 의미한다. 색이 밝을수록 숫자가 높음을 의미한다. 제대로 

clustering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특정 node에 대해서 할당

된 voxel들의 파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840(35×24)개의 node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특정 node만을 살펴보기 위한 

criterion이 필요한데, node에 할당된 voxel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voxel들의 응집도가 높을수록 (3차원 공간상에서 응집성이 강할수록) - 이

는 clustering 개수로 표현이 된다. clustering의 개수가 낮을수록 응집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the number of voxels / the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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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ing 라는 값을 기준으로 상위 20여개의 node를 골라서 살펴본다. 
 

 

그림 13 학습된 SOM 

그 결과 해부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여겨지는 clustering 결과가 나왔다. 

그림 14과 16은 같은 노드로 군집화 된 voxel들의 위치를 T1 이미지 

위에 점으로 표시한 그림이다. 그림 14에 나타난 점들이 있는 부위는 시각 

피질 (visual cortex) 부근으로 여겨지는데, 실제로 그림 15에서 이 voxel

들에서의 신호들을 살펴보면 신호 세기의 오르내림이 10번 있음이 확인된

다. (뇌 활동이 활발해지면 신호 세기가 커진다.) 이는 실험 디자인에서 

control 자극에서는 화면에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고, 오른손을 움직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오른쪽이라는 지시가 나타나고 왼손을 움직여야 하는 경

우 화면에 왼쪽이라는 지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각 피질은 한 term당 2

번의 활동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림 15에서 펄스 모양의 실선은 피



 28 

험자가 받은 시각적 자극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각 피질에서의 뇌의 활동 

양상은 이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림 15의 신호들은 평

균값은 다르지만 패턴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4 시각피질 부근의 군집화된 voxel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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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그림 14에서 plotting된 voxel들의 신호 변화 양상 

 다음 그림 16에서 점들이 표시 된 부위는 신체의 왼쪽 부분의 운동을 담

당하는 오른쪽 운동 피질 (motor cortex) 부근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역시 

이 voxel들에서부터 나온 신호들의 모양을 보고 확인 가능하다. 그림 17

에서는 왼쪽 motor task를 수행할 때 두뇌활동이 활발해 졌음을 알 수 있

다. 펄스 모양의 실선은 피험자가 신체의 왼쪽 부위를 운동하고 있음을 나

타낸다.  

신호의 세기 변화를 관찰하면 실선과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반응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16에 나타난 점들이 운동 피질 영역임을 암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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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운동피질 부근의 군집화된 voxel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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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그림 16에 나타난 voxel들의 신호 변화 양상 

 

 

그림 18 3차원 plotting 

 그림 18에서는 visual cortex와 양쪽 motor cortex를 3차원으로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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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3 SPM99와의 비교 

 다음 그림은 기존의 통계 분석 패키지인 SPM99를 이용해서 motor task

를 실시한 12명의 피험자로부터 얻은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중에서 10명 

이상 activation 된 부위를 골라 표시한 것이다. (motor cortex에 해당하는 

부위이다.) 

 

 

그림 19 spm을 이용하여 얻어진 motor area 

 SOM에서는 그림 19에서 표시된 voxel들의 BMU에 해당하는 node들을 

모두 골라내어 파형(즉 그 노드들의 weight 벡터)을 살펴보았다. SPM9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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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똑같이 activation 된 영역이라 하더라도 SOM을 이용하여 같은 

activation region이라도 조금씩 activation 양상이 달라서 해당하는 영역을 

더 세분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 영역의 voxel들이 

모두 SOM node 하나를 BMU로 갖는다면 spm과 SOM의 성능이 별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서로 다른 node 들을 BMU로 갖게 된다면 그 

영역의 voxel 들의 activation 변화 양상이 몇 가지로 더 분류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그림 20에서는 서로 다른 두 노드를 BMU로 갖는 voxel들을 각각 색을 

다르게 하여 plotting 한 것이다. 비슷한 영역에 있지만 그림 21를 보면 

파형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SOM을 이용한 data analysis

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20에서 푸른색 점으로 plotting된 부분이 motor cortex라고 여겨지

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나온 신호가 그림 21과 그림 22의 위쪽 파형에 

해당한다. 그림 21의 위쪽 그림은 명백히 오른쪽 손을 움직였을 때에만 활

성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그림 21의 아래쪽 그림은 그림 20의 

빨간색 점에 해당하는 부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오른쪽 손을 움직였을 때는 

물론 활성화 되었지만 48에서 56번째 스캐닝에서와 같이 왼쪽 손을 움직

였을 때에도 활성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0에 의하면 이 부위는 

premotor cortex와 sensory cortex 부근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activation 양상의 차이는 spm과 같은 전통적인 통계 분석 방식으로는 찾

아 내기 어려운 정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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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서로 다른 두 node에 할당된 voxel들   (붉은점)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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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그림 14의 voxel들이 할당된 node의 weight 

 

 

그림 22 그림 14의 voxel들의 정규화된 신호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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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윗 그림의 voxel들에 해당하는 두 노드 

그림 23은 그림 20의 파란 점과 빨간 점이 SOM map(출력층) 의 어떤 

node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map은 32×26의 hexagonal        

lattice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좌측 최상단 node가 1번 node이고 그 아래

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나간다고 할 때, 파란 점은 107번째 node에 해당

하고 빨간 점은 70번째 node에 해당한다. SOM의 topographic ordering의 

특성상 이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노드의 weight는 어느 정도 다른 패턴

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spm을 통해서는 서로 다른 종류라

고 구분하기 어려운 voxel들을 SOM을 이용해서 구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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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SOM을 이용하여  batch 방식의 학습을 시켜본 결과, 해부학적으로 상당

히 유의미한 군집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각 피질과 운동 

피질 영역에서 군집화된 voxel들은 예상과 일치하는, 신호의 활성화 양상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SOM을 이용하여, 신호의 변화 패턴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voxel들을 군집화하는 것이 기존의 방법 못지 않은 유용한 분석 

방법임을 시사한다. 

 또한 motor task를 수행한 여러 피험자들의 데이터들을 분석 패키지인 

spm을 통해 분석해서 얻어진 motor cortex라고 여겨지는 부분(피험자 12

명 중 10명 이상 활성화된 부위)에 대해 이 부분과 하나의 voxel이라고 

공유하는 node들에 할당된 voxel들의 신호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motor cortex 부근, premotor cortex와 sensory cortex부분이라고 여겨지

는 곳에 motor cortex와는 다른 신호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이는 spm과 같은 모델 기반의 전통적인 통계기법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사실로서 SOM이라는 자료 기반 분석 방법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SOM을 통해서 뇌의 영역간의 functional 

connectivity를 확인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지만 활동 양

상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function 

connectivity는 SOM의 map의 node간의 거리의 가까움으로 드러난다. 

SOM의 특징중의 하나가 topographic ordering을 유지한다는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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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와 같은 SOM의 분석 도구로서의 유용성으로 인해 후속 연구를 통해

서 두뇌의 functional mapping에 이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다만 좀 

더 논의 되어야 할 사항들로는, 우선 800여개 이상 되는 node 중에서 유

의미한 clustering이 이루어진 node를 골라낼 수 있는 알맞은 criterion을 

찾아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이번 실험에서는 the number of 

voxels / the number of clustering 라는 값을 기준으로 이 값이 높은 순서

대로 상위 몇 개의 node를 선정하여, 할당된 voxel들을 살펴보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이러한 다소 경험적인 기준보다 좀 더 엄밀한 기준을 찾아

내는 것이 향후 연구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좀 더 많은 피험자에 대

한 실험을 통하여 SOM을 이용한 분석에 안정성, 재현성이 어느 정도인지

도 살펴보아 과연 본격적으로 fMRI 분석에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SOM의 

statistically formulated version이라고 할 수 있는 Generative 

topographic mapping (GTM)[7]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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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which is one of 
the noninvasive methods used to investigate human brain gets into 

the spotlight. For analysis of the signals from fMRI, model-based 

analysis methods such as t-statistics have been used, which have 

disadvantage that they should require supposed model like 

Hemodynamic response function(HRF) in advance. 

 This paper shows fMRI analysis results with Self Organizing 
Map(SOM) , one of data-driven analysis methods.  SOM is a sort 

of unsupervised neural network, so there is no need for prior 

assumption about HRF. 

SOM trained with functional brain images from several subjects 

who performed motor task designed with subtractive method can 

cluster motor cortex area voxels and visual cortex area voxels 

well. Voxels equivalent to active motor cortex areas ascertained 

by SPM99(matlab toolbox for analysis functional brain images) 

was divided into several clusters by SOM. Voxels of premotor 

cortex together with sensory cortex shows different kinds of time 

series with those of primary motor cortex. This suggests that 

voxels in a area considered as active through SPM99 analysis can 

be divided separately according to their time series. Useful 

information that cannot be acquired easily with conventional 

statistical method can be found through SOM.  

 

Keywords : clustering, fMRI, 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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