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ǎྙⅩಾ
ᩑǍ༊ᱢ：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서 두려움 자극을 주었을 시에 뇌의 어떤 구조물이 활성화 되는지 사
건 관련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여 분석하고, 정상인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두려움과 관련된 뇌
영상 소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ჶ：
교통사고와 관련된 9명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와 정상인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건 관련
자기공명영상은 1.5 T GE vision system을 사용하였으며, 자극 제시는 두려움 자극과 중립자극이 무
작위로 구성되었다. 총 scan time은 10분이었으며, TR은 3초, 자극간의 간격은 4.5초에서 11.5초로
다양하게 무작위로 제시되었다. 자료는 SPM99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đŝ：
환자군의 경우 두려움 자극에서 중립자극을 뺀 영상 분석에서는 양측 후두엽, 좌측 두정엽, 양측 방
추상 회전, 양측 도, 우측 소뇌, 좌측 변연엽, 우측 대뇌기저핵 일부에서 활성이 증가되었으며, 양측
전전두엽에서만 활성이 감소되는 소견을 보였다(p<0.001). 대조군에서의 두려움 자극과 중립 자극을
비교한 영상분석에서 좌측 방추상 회전, 양측 후두엽, 좌측 두정엽, 우측 전두엽 일부에서 활성화되었
다(p<0.001). 종합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서 양측 도, 좌측 변연엽, 우측 소뇌가 두려움
자극과 관련해서 유의하게 활성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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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đು：
사건 관련 기능성 자기공명영상은 감정을 유발하는 패러다임에서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두려움 반응은 도, 변연엽, 소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ᵲᝍ݉ᨕ：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기능성 자기공명영상·도·변연엽·소뇌.

다는 한계점이 있다.

ᕽು

1990년대부터 시작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은 시간적, 공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

적 해상도가 PET보다 우수하며 반복자극에 의한 영상

order, PTSD)는 재경험(침습적인 사고나 이미지), 회

소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극복할 수

피, 감정적인 둔마, 과다각성의 증상이 특징적인 질환이

있는 좋은 도구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PTSD

다. PTSD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요인의 심각도는 대체적

에서 fMRI를 사용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 이유로는

으로 일반인들이 경험하기에는 매우 극심하지만 그 심각

PTSD 환자들의 스트레스 인자가 다양하고, 유병기간의

도와 증상의 관계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다. 사별이나

차이가 크며, 다른 정신질환이 동반되었던 경우도 많아

이혼같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을 한 경우에

서 연구에 적절한 PTSD의 임상군을 모으는 것이 어려

도 외상을 재경험하는 분명한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는

웠기 때문이다. 또 감정적인 자극을 효과적으로 유발하

1)

스트레스를 충분히 유발한 만한 사건 뒤에도 모

는 패러다임을 만들기 어렵고, 유발되었다고 해도 인지

든 사람들이 이 질환에 이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PT

적, 생리적인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유발된

SD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

증상들에 의하여 나타난 뇌영상 소견이 PTSD에 특이

반면,

2)

으며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질환을 이해하

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요인이 어떤 식으로 뇌에 영향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PTSD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fMRI를 시행하여 이 질환

주었는가를 밝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Pitman(1988)3)은 PTSD가 특징적인 재경험 현상을

의 특징적인 뇌영상소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유발하는 병적인 감정적 신경회로(emotional neural

하여 교통사고와 관련된 두려움 자극과 중립자극의 2가

network)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이런 회로를

지 조건을 무작위로 제시하는 사건 유발(event-related)

자극하면 뇌혈류량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

패러다임을 이용하되 비교적 짧은 자극기간(1초)을 주

였다. 최근에는 PET이나 SPECT를 이용한 뇌영상적 연

어서 반응 초기의 혈역학적 변화를 중심으로 보고자 하

구를 통하여 PTSD 환자에서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였다. 또 정상 대조군에게도 같은 패러다임의 자극을 준

재경험할 시에 뇌의 어떤 구조물이 혈류변화를 일으키는

후 PTSD 환자와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PTSD에

지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의 특이한 뇌영상 소견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PET을 이용한 연구는 사건이 최소 수십 초에

ᩑǍݡᔢၰႊჶ

걸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의
식적인 두려움 반응 같은 극히 빠른 사건을 시간적으로 잡
아내기는 불가능하다. 또 이상적인 공간 해상도(spatial

ᩑǍݡᔢ

resolution)가 4~5mm로 brainstem, amygdala, stri

교통사고와 관련된 9명의 PTSD 환자군과 연령과 학

atum의 subnuclei에 대한 의미있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력을 보정한 9명의 정상인 대조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는 어렵다. 반면 현재 가장 시간적 해상도가 우수한 사건

PTSD 환자군은 교통사고 후 뇌촬영 및 정밀한 이학적

유발전위(event-related potential, ERP)는 공간적 해

검사를 거친 후에 정신과에 의뢰되어 PTSD 진단을 받

상도가 매우 나쁘며, 특히 깊은 구조물은 측정하기 어렵

았던 환자를 모집하였다.

－  － #

대상군은 임상연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관적인 충격의 정도 두 가지를 모두 평가해야 한다. 따라

의 기준에 맞추어 실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

서 특별한 사건의 결과로서 경험했던 현재의 주관적인

를 받았으며, 연구 전에 반구조적 평가도구인 Semi-

충격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사건 충격 척도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Ⅳ(SCID-

(Impact of Event Scale)6)는 이런 목적을 위하여 개발

Ⅳ)4)의 한국어판인 SCID-Ⅰ5)을 시행하여 PTSD로

된 척도로 PTSD 환자를 평가하는 데 유효한 척도로 알

최종 진단된 사람만을 연구에 참여시켰다.

려져 있다.

정상 대조군은 연구에 대한 공고를 하여 자발적으로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척도로 0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나이와 연령을 보정한 후 SCID-NP

서 3까지 평가할 수 있다. 1, 4, 5, 6, 10, 11, 14 문항의

(non-patient)판에 근거하여 현재와 과거에 정신과적

침습(intrusion) 하위척도와 2, 3, 7, 8, 9, 12, 13, 15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선택하였다.

문항의 회피(avoidance)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두 군 모두 과거 혹은 현재의 신경과 질환, 임상적으로

Horowitz 등(1979)6)은 66명의 스트레스 크리닉 환

심각한 내과적 질환, 약물 남용이나 알코올 남용의 병력

자와 110명의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성과 타당성

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환자군의 경우 교통사고 당

을 검사하였는데 남자 환자의 경우 35.3±22.6, 여자 환

시 10분 이상의 의식소실이 있거나 심각한 두부외상을

자의 경우 42.1±16.7의 평균치를 나타내었고, 남자 학

입어서 인지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생은 6.9±6.8, 여자 학생은 12.7±10.8의 평균치를 나

PTSD의 증상으로 인하여 약물 복용 중인 경우 실험 전

타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에 최소한 1주일의 약물배출기간(wash-out period)을
가지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PTSD 환자군의 평균치는 27.6±8.3로 아
직 한국에서 제대로 번역되거나 표준화되지 않아 Horo

좌우차 질문(laterality questionnaire)를 시행하여 오

witz의 연구 대상자와 단순 수치의 비교에 어려움이 있

른손잡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녀의 차이로 인한

지만, 정상인에 비하여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검사 당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환자군과 대조군을 여자로

평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지는 않는 정도

제한하였다.

라고 할 수 있었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평균 연령은 각각 40.1±11.1, 38.

환자군과 대조군의 우울과 불안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

6±11.4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교육 기간도 차이가

여 Beck 우울검사(Beck Depression inventroy, BDI)7)

없었다.

의 한국어판과 Sheehan 불안 척도(Sheehan Patient-

신체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환자군 중 1명이 고혈압

rated Anxiety Scale)8)을 시행하였다. Sheehan 불안

으로 진단 받고 하루에 한 알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

척도는 내인성 불안과 공포증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

고, 또 1명은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진

으며, 본 연구에서는 검사 전후에 내인성 불안에 대한 것

통소염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신체질

만을 측정하여 두려움 자극에 의한 불안 상태의 변화를

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평가하였다.

정신과적 약물은 환자군 중 3명이 복용하고 있었으며,
2명은 benzodiazepine계통의 항불안제와 tricycloamine
계통의 항우울제를 정기적으로 소량 처방받고 있었으나
실제적인 우울증 치료 용량에 비하여 매우 적은 양이었
다. 한 명은 불면이 심할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benzo
diazepine계통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환자군의 경우 교통사고 이후 경과된 평균 기간은 11.
0±7.3 개월이었다.

ᮁၽ⨹
두려움 유발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진을 사용하였다.
사진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교통방송국이 가지고 있
던 사고현장의 촬영 사진을 100여장 입수하여 이 중 선
명하고 교통사고와 확실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사진
47장을 스캐너를 사용하여 파일로 만들었다. 중립 자극
은 체커무늬의 흑백사진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자극은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도록 디자인된

⠪aࠥ

자체개발한 Optsequence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연구는 사건의 심각도와 주

극과 자극의 간격(interstimulus interval, ISI)은 무작위

－  － #

로 주되, 4.5초에서 11.5초 사이를 두도록 했다. 같은 자

 G.3*ᩢᔢ᮹ญŝᱶ

극이 주어질 때는 자극 간격이 비교적 짧았고, 다른 자극

데이터 처리의 과정은 먼저 200개의 영상 중 첫 번째

시에는 자극 간격이 길게 하였다.

영상을 기준으로 움직임이나 기타 호흡, 맥박 등으로 인

자극시간은 각각 1초씩을 제시하였는데 대상군이 두

한 움직임을 재배열(realignment)하였다. 슬라이스의

려움 자극과 중립 자극의 차이는 인식하되 두려움 자극

위치에 따른 데이터 습득의 시간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 관련된 내용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인지

slice timing을 보정하였다. 기능 데이터와 해부학적 데

적인 반응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두려움에 관련되어 활성

이터의 공간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coregistration과

화되는 뇌의 부위를 가능한한 줄이고자 하였다. 검사 전

normalization을 통하여 SPM99와 함께 제공되는 T1

에 두려움 자극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진을 제시한다는

template image(International Consortium for Brain

것을 고지하였고, 자극이 주어질 때는 집중을 유지하도

Mapping：ICBM)의 공간에서 정의된 영상을 이용하여

록 교육하였다. 검사 후에 대상군들에게 교통사고와 관

Talairach-Tournoux 좌표계를 만들었다.12)

련된 사진의 내용을 물었을 때 거의 기억하지 못하였다.

공간정규화된 영상의 원점을 지나는 세 방향 단층면과

Scan시간은 정확히 10분으로 하여 총 200개의 영상

표준영상의 동일 단층면을 동시에 디스플레이하여 정규

을 얻었으며, 두려움 자극과 중립 자극이 각각 40장씩
제시되었다.

화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공간적 잡음에 의한 고주파성분(high frequency ele
ment)을 제거하고 미처 보정되지 않은 뇌피질의 차이를

حG.3*ᩢᔢᩢ
대상군은 MRI 기계에 똑바로 누운 후에 헤드코일에
부착된 거울을 통하여 MRI실 안의 스크린에 반사된 사
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진은 beam projector를
사용하여 MRI실 밖에서 제시되었다. 머리는 sponge과

극복하기 위하여 각각의 공간정규화된 영상들을 8mm
의 FWHM(full width at half maximum)을 갖는 3D 가
우시안 커널(Gaussian kernel)로 중첩적분(convolution)
하여 편평화(smoothing)하였다

strap을 이용하여 고정하였으며, 귀마개를 사용하여 기

 ᅖᖡᄥ☖ĥᇥᕾ

계의 소음에 의한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얻어진 체적영상(volume image)들에 대한 통계분석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은 표준 두경부 코일이 장착된

은 실험시 자극을 주었던 패턴이 선형적 모형을 가진다

1.5 T 초전도 자기공명영상 장치(GE Medical System,

는 가정 하에 일반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자극의

Milwaukee, USA)를 사용하였다. 구조적 이미지는 T1-

차이에 의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p<0.001의 유의수

weighted gradient를 이용하여 영상을 얻었고, 기능적

준과 복셀 10개를 역치로 정하였다.

영상은 BOLD(Blood Oxygenation Level Dependent)

각 개별피험자의 영상을 얻은 후, 공통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이용한 gradient echo-planar T2* 영상을 통하

활성화된 영역을 얻기 위하여 각 군의 영상을 통계적으

여 획득하였다(TR/TE/Flip=3000ms/50ms/90 de

로 합산(conjunction)하였다. 최종활성화된 영상화 지도

gree). 대뇌 변연계를 포함하는 영역에 대해 24개의 축

를 표준화된 3D T1영상에 중첩하여 기능적 자기공명영

상면 영상을 얻었고 다음과 같은 영상 parameter를 사용

상을 얻었다. 또 활성화된 부위별 MNI(Montreal Ne

하였다(matrix 64×64, voxel size 3.75×3.75×5mm).

urologic Institute) coordinate table을 만든 후에 Tal
airach Deamon13)에 의한 각각의 activated blob의 정

G.3*ᩢᔢ᮹ᇥᕾ

확한 위치 선정을 하여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에서 각 자

 G.3*ᩢᔢ᮹⩶ᄡ⪹

극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원시 파일 형태의 MR 영상을 off-line으로 가져와서

ᩑǍđŝ

Analyze 소프트웨어 파일 형식으로 변환한 뒤 Matlab
하에서 통계적 매개변수 지도(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 SPM99)를 사용하였다.9-11)

ᩑǍݡᔢᯱ᮹⠪aࠥ
BDI의 평균치는 환자군의 경우 29.0±9.6, 대조군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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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4.3±5.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Shee
han 불안 척도의 경우 환자군은 실험 전과 실험 후의 평
균치가 각각 79.8±26.3, 83.4±25.0이었고, 대조군은
9.6±11.4, 9.0±15.1으로 두 군간에 각각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p<0.001). 그러나 실험 전후의
불안 정도의 변화는 환자군의 경우 증가되는 경향을 보
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대조군의 경우 오
히려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조군과 환자군간의 실
험 전후의 차이를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19).

G.3*᮹ᵝ⬉ŝᇥ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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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자극에서 중립 자극을 뺀 영상 분석에서 활성화
된 부위는 both tempral lobe의 fusiform gyrus, both
occipital lobe, left parietal lobe의 precuneus, both
insula(Brodmann area 13), left limbic lobe, left tem
pral lobe의 sub-gyral area, right cerebellum의 occ
ipital lobe, right frontal lobe의 sub-gyral area, right
putamen, right claustrum 등이었다. 이에 대한 Talairach

－  － #

려움 자극에서 중립 자극에 비하여 활성이 감소된 부위
는 없었다(그림 1).

☁ು
본 연구는 PTSD 환자에게 두려움 자극을 주었을 때
정상인과 비교하여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고 그것


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군에서 두려움 자극과 중립 자극



을 비교한 군내 효과(within group)에서 사진에 대한



인식(recognition)에 관련되어 자극된다고 알려져 있는



occipital cortex, parietal cortex, temporal cortex 등



을 제외하고는,14) insula, right cerebellum, left limbic
lobe, 그리고 basal ganglia의 일부인 right putamen과
claustrum 등이 유의하게 활성화되었고, 이 부위가 두
려움 자극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both prefrontal cortex는 중립 자극시 더 활성화
된 소견을 보여서 두려움 자극시 이 부위가 상대적으로
활성이 저하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정상 대조군의 군내 효과 시에는 left tempral



lobe의 fusiform gyrus, both occipital lobe, left parietal



lobe, right frontal lobe의 일부 white matter가 활성화



를 보여서 정상 대조군에서는 시각과 인식 기능이외에는
두려움 자극과 관련해서 활성화된 부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LJ6WDWLVWLFDOSDUDPHWULFPDSVRIIHDUVWLPXOXVYHUVXV
QHXWUDOVLPXOXVLQWKH376'JURXS(DERYH)DQGLQ
WKHQRUPDOFRQWUROJURXS(EHORZ)7KHDERYHSKR
WRVVKRZDFWLYDWLRQRILQVXOD

PTSD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PET 연구를 종합
하여 보면, medial orbitofrontal cortex, insula, tem
poral pole, amygdala, medial anterior cingulate cor
tex 등 limbic area에서 혈류량이 증가하였다는 보고를
하고 있으며,15-18) medial frontal cortex에서 혈류량이

좌표와 영상은 표 1 및 그림 1과 같다.
반면 두려움 자극에서 중립 자극에 비하여 활성이 감
소된 부위는 prefrontal area인 right medial frontal
gyrus, left superior frontal gyrus, right frontal lobe
의 sug-gyral area 등이었다.

감소하였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19) 이 연구들은 대조군
없이 하였거나,15) 청각적 자극을 통하여 두려움 반응을
유발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으며,15)16) 복잡한 패러다임으
로 인하여 해석의 어려움을 주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
다.17)18) 또 혈류량이 감소했다는 소견을 통하여 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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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ala의 역할을 시사하기도 하였다.19)

두려움 자극에서 중립 자극을 뺀 영상분석에서는 left

fMRI를 이용한 연구로는 Rauch 등(2000)19)이 환자

fusiform gyrus, left superior occipital lobe, left

가 인지할 수 없는 매우 짧은 두려움 자극(33msec)을

parietal lobe의 precuneus, right frontal lobe의 sub-

주어서 PTSD를 가진 퇴역군인이 그렇지 않은 퇴역군인

gyral area, right middle occipital lobe, right occipital

에 비하여 과장되게 amygdala의 활성이 증가하였다고

lobe의 lingual gyrus 등에서 활성이 증가되었으며, 두

보고하기도 했다.

－  － #

그 외에 SPECT를 이용한 연구로 Liberzon 등(1999)20)

insula가 유의하게 혈류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해서 이

이 PTSD를 가진 퇴역군인들의 좌측 amygdala에서 활

부위가 두려움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이 증가하였다는 보고를 하기도 했고, Zubieta 등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활성화된 insula는 두려움

(1999)21)이 prefrontal cortex에서 혈류량이 증가했다

유발과 관련되어 자극되는 뇌부위일 가능성이 있다.
Limbic lobe는 hippocampus와 parahippocampal

는 보고를 하여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PTSD 환자를 대상으로 한 뇌영상 연구를

gyrus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에

종합해보면 PTSD 환자에서 두려움 반응과 관련해서

서는 좌측 limbic lobe에서 활성화된 소견을 보였는데 이

amygdala, insula, cingulate gyrus의 활성이 중요한 역

는 Shin 등(1997)1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나 Brannan

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비

등(1999)16)은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right hippo

록 amygdala와 cingulate gyrus가 유의수준에서 활성

campus의 뇌혈류량이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는 보고를

화되지 않았지만 insula의 활성화는 기존의 연구과 일치

하고 있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된 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PTSD에서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궁극적으로 해

본 연구에서는 환자군에서 두려움 자극시 양측 amy

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 하에 해마의 크기를

gdala가 활성화되었지만(p<0.001) 중립 자극과의 차이

측정하려는 여러 연구가 있었고 만성 PTSD에서 대부분

를 비교했을 때는 그 활성이 영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

해마의 질량이 감소되어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

데 이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는 교통사고와 관련이

나 구조적인 질량의 감소가 반드시 활성의 저하를 의미

있긴 하지만 잘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짧은 두려움 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hippocampus에 대한 뇌영상 소견

극(1sec)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군에서만 활성화

은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

되었다는 것은 일반 대조군과 달리 PTSD 환자에서는

parahippocampal gyrus 역시 불안과 밀접한 연관을 가

amygdala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

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 좌측 limbic

며, amygdala가 PTSD의 증상에 특이한 뇌구조물은 아

lobe만이 활성화된 것에 대하여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니더라도 두려움의 병태생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것으로 보인다.

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는 두려움 자극에

PTSD와 cerebellum의 관계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

서 중립 자극을 뺐을 때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

다. 동물실험에서 Lalode와 Boetz(1990)28)는 cere

립 자극시에도 미약하지만 amygdala가 활성화되어서 그

bellum이 limbic system이나 hypothalamus의 신경회

차이가 없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로를 통하여 두려움 같은 다양한 감정에 기여하는 것 같

Insula는 원래 후각의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22)

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상인에서 슬픈 사건을 회상시
23)

키는 연구에서도 활성화되었다고 했다.

다고 했으며, Ursano와 Fullerton(1999)29)은 사람에
서도 cerebellum이 초기 외상후 반응의 역할을 일부담

최근 두려움

당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 PET연구에서 두려움에

반응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insula가 amygdala에 자극을

대한 반응시 left cerebellum에서 뇌혈류량이 증가했다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24) insula

는 보고가 있으며,30) PTSD 환자에서도 cerebellum에

에 병변이 있을 경우 두려움 반응이 억제되는 것 같다는

서 뇌혈류량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31)

25)

보고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측 cerebellum의 활성이 증가되었는
15)

Rauch 등(1996) 의 연구에서는 PTSD 환자에서

데 두려움 반응과 관련이 있는 지는 확실치 않으나 PTSD

17)

insula가 활성화되는 소견을 보였으나, Shin 등(1999)

에서 cerebellum이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을 추측해 볼

등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대조군에서 활성화되는 소견을 보

수 있다.

여서 일치된 결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Rauch
26)

Basal ganglia는 주로 motor behavior에 관여하는 것

등(1997) 이 강박성 장애, 공포증, PTSD의 세 가지

으로 알려져 있다. cerebral cortex, thalamus, amyg

불안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insula에서 혈

dala 등에서 afferent projection을 받고, pallidum이나

류량의 증가를 보고하였고, 역시 Rauch 등(1995)27)이

substantia nigra 등에 efferent fiber를 보내는 것 이외

공포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PET연구에서도 좌측

에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pathway가 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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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2) Rauch 등(1997)26)이 basal gangalia에서 혈류량

택하였으나 두려움 자극과 중립 자극에서 활성화된 부위

이 증가하였다는 보고를 하였지만 두려움 반응과 관련

의 차이가 반드시 두려움 반응만을 반영한다고 할 수는

해서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없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두려움 자극과 중립 자극의 차

활성화된 basal ganglia의 일부는 PTSD에 특이한 소견

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두려움 자극과 무관하다고 생각되

인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는 occipital cortex, temporal cortex의 fusiform gyrus,

본 연구에서는 환자군의 경우 두려움 자극에 비하여

parietal lobe 등이 활성화되어서 오히려 recognition에

중립 자극에서 양측의 prefrontal cortex가 모두 활성화

대한 활성화 차이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되었으나 대조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prefronatal

서 두려움만을 선택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중립

cortex에 대하여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자극이 필요할 것이다.

(TMS)을 하였을 때 분노의 표현이 억제되었다는 연구
33)

셋째는 자극 유발에 대한 평가이다. 본 연구의 대상군

이 부위가 두려움 같은 감정에 제어역할

들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PTSD 환자이지만 이들이 모

을 할 가능성이 있다. Horger와 Roth(1996)34)는 스트

두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진에 의하여 두려움 반응이 일

레스를 받았을 때 prefrontal cortex의 도파민 신경원이

어났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또 두려움 자극이 피험자에

를 감안하면,

활성화되어 불안의 조절에 영향을 주며, serotonin, GA

게 어떤 반응을 유발했는지도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BA(γ-aminobutyric acid), substance P, opiate, exi

본 연구의 가설이 두려움 자극과 관련된 뇌의 혈역학적

tatory amino acid 등에 의하여 조정된다고 했다. 동물

변화이며, PTSD 환자가 정상인과 어떻게 다르냐에 대

실험에서는 prefrontal cortex가 두려움과 불안의 표현

한 연구이므로 큰 상관은 없다고 보인다. 다른 문제점으

에 중요한 limbic system 구조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

로 인지기능과 관련된 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의식적

35)

인 두려움을 유발할 정도의 자극을 주지 않고자 하였으

는 것 같다고 했다.

Prefrontal cortex와 amygdala의 관계에 대하여 Brem
36)

나 심박동, 혈압, 피부전도반응(skin conductance res

ner 등(1999) 은 prefrontal cortex가 amygdala의

ponse, SCR) 등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검사의 부족으로

반응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통하여 감정 반응에 역할을

반응 여부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다고 본다. Pitman 등

한다고 했으나 Garcia 등(1999)37)은 amygdala가 pre

(1987)은 외상과 관련된 자극으로 유발될 수 있는 비정

frontal cortex의 활성을 조정함으로써 불안 장애의 병

상적인 외상의 회상과 두려움 반응은 PTSD 환자에서

태생리에 관여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pre

생리적 반응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며, 이는 amyg

frontal cortex가 두려움이나 불안에 중요한 역할을 할

dala와 대상피질의 기능 변화가 PTSD의 증상과 밀접한

가능성은 있으나 정확한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39) 따라서 뇌의 혈류량 변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
을 하자면 먼저 패러다임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본

화와 생리적 반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면 좀 더
명확한 결론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에서 제시된 자극시간이나 간격은 단순한 감각 반

또 환자군과 대조군 선택의 문제가 있다. 외상에 노출

응이나 인지 자극에 적용했을 때 선형성(linearity)를 충

되었으나 PTSD가 아닌 사람은 전형적으로 외상적 사건

분히 보장받을 수 있지만,38) 두려움 자극으로 유발된 감

의 회상에 덜 감정적이나 심리생리학적으로 반응이 약하

정적인 반응은 비선형적인 자극-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므로 변연계의 뇌혈류량 증가가 없거나 매우 작다는 보

배제하기 어렵다. 즉 두려움 자극이 그 다음 자극의 반응

고가 있다.40) 그렇지만 PTSD 환자의 특징적인 뇌영상

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두려움 자극의 혈역

소견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정신적 충

학적 반응이 독립적이라는 우리의 가정은 많은 한계를

격을 받았으나 PTSD 환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비교가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두려움 자극과 중립 자극의 감정적

훨씬 의미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환자군도 본 연구

인 반응의 연속적인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패러

대상군이 평균 11개월의 유병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

다임의 개발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을 감안하면 만성적인 PTSD 환자에 대한 연구가 더 필

둘째는 중립 자극의 적절성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감
정 반응과 무관하다고 알려져 있는 checkerboard를 선

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동반된 다른 정신질환의 가능성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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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대상군 중 일부는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을 가능
성이 있으며, 교란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히려 유병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다른
정신과 질환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은 더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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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 환자에서 insula, cingulate cortex 등이 활성

<,# 'SJTUPO,+ 8PSTMFZ,+ 'SBDLPXJBL34+ .B[[JPUUB

화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소견이긴 하지만 본 연구의 결

+$ &WBOT"$ +,㶹$VVHVVLQJWKHVLJQLILFDQFHRI

과만으로 이 부위들의 활성이 외상적 사건에 선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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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에 대한 감수성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상의
병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상소견인지를 알아내
기는 어렵다.41) 따라서 외상에 노출되기 전의 상태에서
고위험군을 평가하여 이후 PTSD로 전환되는 군과 그렇
지 않은 군을 비교하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보다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
자극과 유사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패러다임과 증상
을 시간적, 공간적인 영역에서 보다 더 정량적, 정성적으
로 잘 평가할 수 있는 뇌영상 도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환자군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동질집단의 확보
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PTSD에서 event-re
lated fMRI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불
안장애의 뇌영상 연구에 대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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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HUHQWLDOUROHRIWKHPHGLDODQGODWHUDOSUHIURQWDOFRU
WLFHVLQIHDUDQGDQ[LHW\%HKDY1HXURVFLHQFH+,㶹


GFBSDPOEJUJPOJOH+,㶹1,'$5HVHDUFK0RQRJUDSK

6:,# #SFNOFS +%  /BSBZBO .  4UBJC -)  4PVUIXJDL 4. 

57,# (FPSHF .4  ,FUUFS 5"  1BSFLI 1*  )FSTDPWJUDI 1 
1PTU3.+,㶹*HQGHU GLIIHUHQFHV LQ UHJLRQDO FHUH

EUDOEORRGIORZGXULQJWUDQVLHQWVHOILQGXFHGVDGQHVVRU
KDSSLQHVV%LRO3V\FKLDWU\㶹

SS

.D(MBTIBO5 $IBSOFZ%4+,㶹1HXUDO FRUUHODWHV

59,# #SVO[FMM%) ,JN+++,㶹)HDUFRQGLWLRQLQJWRWRQH

EXWQRWWRFRQWH[WLVDWWHQXDWHGE\OHVLRQVRIWKHLQVXODU
FRUWH[DQGSRVWHULRUH[WHQVLRQRIWKHLQWUDODPLQDUFRP
SOH[LQUDWV%HKDY1HXURVFLHQFH㶹
5:,# 3BVDI 4-  4BWBHF $3  "MQFSU /.  'JTDINBO "+  +F
IXQFWLRQDO QHXURDQDWRP\ RI
DQ[LHW\㶹$VWXG\RIWKUHHGLVRUGHUVXVLQJSRVLWURQHPL
VVLRQWRPRJUDSK\DQGV\PSWRPSURYRFDWLRQ%LRO3V\
FKLDWU\㶹

OJDLF."+,㶹7KH

RIPHPRULHVRIFKLOGKRRGVH[XDODEXVHLQZRPHQZLWK
DQG ZLWKRXW SRVWWUDXPDWLF VWUHVV GLVRUGHU $P - 3V\
FKLDWU\㶹
6;,# (BSDJB 3  7PVJNCB 3.  #BVESZ .  5IPNQTPO 3'

+,㶹7KHDP\JGDODPRGXODWHVSUHIURQWDOFRUWH[DFWL
YLW\UHODWLYHWRFRQGLWLRQHGIHDU1DWXUH㶹
6<,# %BMF". #VDLOFS3-+,㶹6HOHFWLYH DYHUDJLQJ RI
UDSLGO\ SUHVHQWHG LQGLYLGXDO WULDOV XVLQJ I05, +XP
%UDLQ0DS㶹

5;,# 3BVDI4- 4BWBHF$3 "MQFSU/. .JHVFM&$ #BFS-  73,# 1JUNBO3, 0SS41 'PSHVF%' EF+POH+# $MBJCPSO
#SFUJFS)$ FUBM+,㶹$ SRVLWURQ

HPLVVLRQ WRPR
JUDSKLFVWXG\RIVLPSOHSKRELFV\PSWRPSURYRFDWLRQ
$UFK*HQ3V\FKLDWU\㶹
5<,# -BMPOEF3 #PUF[.*+,㶹7KH FHUHEHOOXP DQG OHDU
QLQJSURFHVVHVLQDQLPDOV%UDLQ5HV5HY㶹
63,# 6STBOP3+ 'VMMFSUPO$4+,㶹3RVWWUDXPDWLF VWUHVV
GLVRUGHU㶹FHUHEHOODU UHJXODWLRQ RI SV\FKRORJLFDO LQWHU
SHUVRQDODQGELRORJLFDOUHVSRQVHVWRWUDXPD"3V\FKLDWU\
㶹
64,# 'JTDIFS) "OEFSTTPO+- 'VSNBSL5 'SFESJLTPO.

+,㶹)HDU FRQGLWLRQLQJ DQG EUDLQ DFWLYLW\㶹D SR

+.+,㶹3V\FKRSK\VLRORJLFDVVHVVPHQWRISRVWWUDX

PDWLFVWUHVVGLVRUGHULPDJHU\LQ9LHWQDPFRPEDWYHWHUDQV
$UFK*HQ3V\FKLDWU\㶹
74,# 1JJUNBO3, 0SS41 'PSHVF%' "MUNBO# EF+POH

UHVSRQVHV WR
FRPEDWLPDJHU\RI9LHWQDPYHWHUDQVZLWKSRVWWUDXPDWLF
VWUHVVGLVRUGHUYHUVXVRWKHUDQ[LHW\GLVRUGHUV-$EQRUP
3V\FKRO㶹
75,# :FIVEB3 "OUFMNBO4.+,㶹&ULWHULD IRU UDWLRQDOO\
HYDOXDWLQJDQLPDOPRGHOVRISRVWWUDXPDWLFVWUHVVGLVRUGHU
%LRO3V\FKLDWU\㶹
+# )FS[-3+,㶹3V\FKRSK\VLRORJLF

－  － #

"#453"$5

-.RUHDQ1HXURSV\FKLDWU$VVRF9RO1R-XO\

&WFOU3FMBUFE'VODUJPOBM.BHOFUJD3FTPOBODF*NBHJOHJO
1PTU5SBVNBUJD4USFTT%JTPSEFS
+POH*L1BSL .% +JO1ZP)POH .% :PVOH3BF$IP .% 
+J,BOH1BSL .% )P(ZV-FF .% 
$IBOH:PPO,JN .% 0I4V)BO .%
6HRXO0HWURSROLWDQ(XQS\RQJ+RVSLWDO6HRXO
0CKFDUJWF㶹6\PSWRPSURYRFDWLRQSDUDGLJPVXVLQJHYHQWUHODWHGIXQFWLRQDOPDJQHWLFUHVRQDQFH

LPDJLQJ+I05,,FDQEHDQLPSRUWDQWWRROWRYLVXDOL]HQHXURDQDWRPLFFRUUHODWHVRI376'V\PSWRPV
7KHSXUSRVHRIWKLVVWXG\LVWR PHDVXUHUHJLRQDOFKDQJHVRIEUDLQXSRQH[SRVXUHWRIHDUVWLPXOXVDQG
HOXFLGDWHWKHSUREDEOHUHODWLRQEHWZHHQVLJQDOFKDQJHVDQGIHDUUHVSRQVHLQ376'
.FUIPE㶹(YHQWUHODWHG I05, ZDV SHUIRUPHG GXULQJ D WDVN ZKHUH WUDIILF DFFLGHQWUHODWHG SKRWRV
DQGFKHFNHUERDUGVZHUHSUHVHQWHGLQZRPHQZLWK376'DQGZRPDQQRUPDOFRQWUROVLQXQ
SUHGLFWDEOHRUGHU05,GDWDZHUHDFTXLUHGRQD7*(YLVLRQ V\VWHPZLWKDKHDGYROXPHFRLO
6WLPXOLZHUHSUHVHQWHGRQDPLUURUPRXQWHGRQWKHKHDGFRLO$WRWDORIIXQFWLRQDOLPDJHVZHUH
WDNHQGXULQJDPLQXWHVFDQQLQJVHVVLRQ75ZDVVHFRQGVDQGLQWHUVWLPXOXVWLPHZDVYDULQJ
WRVHFRQGV'DWDZDVDQDO\]HGXVLQJ630
3FTVMUT㶹,Q376'JURXSWKHIHDUFRQGLWLRQVYHUVXVWKHQHXWUDOFRQGLWLRQVVKRZHGDFWLYDWLRQVLQERWK
RFFLSLWDOFRUWH[ERWKIXVLIRUPJ\UXVOHIWSDULHWDOOREXOHERWKLQVXODULJKWFHUHEHOODUWRQVLOULJKWSXWDPHQ
ULJKWFODXVWUXPEXWGHDFWLYDWLRQVLQERWKSUHIURQWDOJ\UXV+S?,
,QQRUPDOFRQWUROJURXSDFWLYDWLRQZHUHIRXQGIRUWKHIHDUFRQGLWLRQVDVFRPSDUHGZLWKWKHQHXWUDO
FRQGLWLRQVLQOHIWIXVLIRUPJ\UXVERWKRFFLSLWDOFRUWH[OHIWSDULHWDOOREXOHULJKWIURQWDOOREXOH+S?,
$PODMVTJPOT㶹(PRWLRQSURYRFDWLRQSDUDGLJPXVLQJHYHQWUHODWHGIXQFWLRQDOPDJQHWLFUHVRQDQFH
LPDJLQJFDQEHDSSOLHGWRLOOXVWUDWHIHDUUHVSRQVHPHFKDQLVPLQ376'7KHUHVXOWVXJJHVWVWKDWLQVXOD
OLPELFOREHFHUHEHOOXPPD\SOD\DUROHLQPHGLDWLQJIHDUUHVSRQVHLQ376'

,&:803%4㶹3RVWWUDXPDWLFVWUHVVGLVRUGHU㳧(YHQWUHOWDHGIXQFWLRQDOPDJQHWLFUHVRQDQFHLPDJLQJ㳧
,QVXOD㳧/LPELFOREH㳧&HUHEHOOXP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