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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0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3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후 병역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약 5년에 걸쳐 서울 일대 병원을 돌
며 총 42차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의사에게 환청·대인기피·폭력성 
등에 대한 거짓 증상을 호소하거나 친구를 동행해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슷
한 증상이 있다고 친구에게 설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당 의사를 속였다. 김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0년 5월 ***에서 인격장애 정신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
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검사를 통해 4급 판정을 받자 또
다시 병원을 찾아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로 장애 진단서를 받았다. 김 씨는 다음 
달 진단서를 구청에 내 장애인 등록을 하고 관련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2006년 무렵부터 약 2년간 서울 일대 유흥주점에서 영업상무로 멀
쩡히 일했고, 병역 면제를 받은 후에는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며 월 
1000만원 가량 벌며 여자친구와 수 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
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분열병의 언어적 의미 추론 부전에 대한 해부학적, 기능적 뇌 연결성의 통합 연구 

HBM(2009) 

정신과질환의 디폴트네트워크의 연결성 이상의 통합 연구 

Task-related & anti-correlation Network Commonly Less Deactivated Regions in Schizophreni
a 

Psychiatry Res Neuroimaging(2010) 

Mental Activity ~ Interaction among Functional networks 

Biol Psychiatry(2009) 

Neuroimage(2012) 

on Anatomical networks 

Methods: rs-Functional Connectivity 

Measure 
  : Temporal correlation of spontaneous BOLD signal  
Assumption 
  : Regions with correlated activity form function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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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rs-Functional Connectivity 
Two Broad Methods 
  1) Seed-based approaches including Psychophysiological interaction 

  2) Independent-compon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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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rs-Functional Connectivity 
Two Broad Methods 
  1) Seed-based approaches including Psychophysiological interaction 

  2) Independent-component analysis 

Atlas & Registration 

Grayordinate (HCP) 

N : N 

Methods: rs-Functional Connectivity 
Two Broad Methods 
  1) Seed-based approaches including Psychophysiological interaction 
  2) Independent-component analysis: multivariate data-driven approach 

Korean J Radiology(2012) 

N : N 

Voxel-wised spatial connectivity 

(1 : N) *M 

Unpublished data 

Methods: rs-Functional Connectivity 
Two Broad Methods 
  1) Seed-based approaches including Psychophysiological interaction 

  2) Independent-component analysis 

Regional Functional Connectivity 
(e.g., Regional Homogeneity) 

1 : N in short-range con
nection 

Methods: How to define edges 

Korean J Radiology(2012) 

①  Simple full correlation 
②  Partial correlation 
③  Regularized partial correlation 
④  Psychophysiological interaction (PPI) 

Thresholding 

Sparsity 

1. Network-based Statistics 

여러 RSFNs간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기능적 네트워크의 집단 간 차이 

장점: Nonparametric, Sparse connectivity matrix이용, FWE 보정 
단점: Univariate test, 인위적으로 threshold 결정 필요 

Aberrant Functional Interaction in ADHD  

2. Voxel-wised spatial connectivity 

12개 각각의 RSFN과 전체 뇌영역간 연결성 측정 및 집단 간 차이 

장점: Voxel-wised connectivity 측정, 각 RSFN별 연결성 비교 
단점: RSFNs 숫자만큼 보정이 필요하여 통계적으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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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ource Allocation Index in resting state (rsRAI): PLOS One (2013) 
외부자극에 대한 주의와 정보처리를 반영하는 지표 

디폴트모드네트워크간 연결성의 성장에 따른 증가도 ADHD에서는 관찰되지 않음을 규명 
rsRAI: ADHD, Schizophrenia, Autism 등 Neurodevelopmental disorder 이면서, 주의와 관련된 질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 

fiber tract을 모두 사용할 경우 데이터 양이 매우 많고 위양성 연결의 교란을 막을 수 없음. 
대표적인 20개의 fiber tract만을 이용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위양성 연결의 교란 효과 배제 가능 

20 fiber tracts Whole fiber tracts 

1. Data reduction (Feature selection)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diffusion metrics의 조합을 사용하여 판별정확도 향상 도모 
 : FA/MD vs. AD/RD/Mode vs. All 
 
Cortex 및 subcortex 등 구조적 정보 추가 

Myelination, increased volume of fiber bundle Crossing fiber (Mode) 

2. 다양한 Diffusion metrics 사용 (FA, MD 외에 AD, RD, Mode 추가) 1. Recursive feature extraction-multiple SVM, random Forest 

ADHD? 

•  Aberrant development of functional interaction 

•  Aberrant interaction among specific RSFNs in ADHD 
–  Salience ~ left central executive network (CEN) 
–  Sensory/Motor ~ V1 or ~ pDMN 
–  Left ~ Right CEN 

•  Integrative features from anatomical & functional connection 
may increase classification performance 
–  AD of hippocampal portion of the left cingulum bundle  
–  Mode of hippocampal portion of the right cingulum bundle  

•  Medication effect on functional interaction 
–  Increased role of right central executive 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