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EP

神經精神醫學 第40卷 第1號 2001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Vol 40, No 1

Original Articles

애착장애 아동에서 99m-Tc-ECD-SPECT로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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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아동 학대 또는 방치와 같은 병적인 양육환경이 신경생물학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심각
한 주양육자와의 애착관계의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SPECT를 이용한 뇌 혈류 양상을 알아보고
뇌의 비정상 소견 여부를 관찰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은 반응성애착장애(reactive attachment disorder)로 진단된 2～6세 아동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진단도구로서 DSM-IV, ICD-10, 낯선상황절차(Strange Situation Procedure), 사회성숙도 검사(Social
Maturity Scale), 아동기 자폐증 평가척도(Childhood Autism Rating Scale)가 이용되었다. 진단된 모든 아
동에게 SPECT 촬영이 시행되었으며 두 명의 핵의학 전문의에 의해 판독된 결과에 따라 뇌혈류 양상을 관
찰하였다.

결 과：
12명의 애착장애 아동중 11명이 특정 영역에서 관류(perfusion)가 감소된 비정상적 SPECT 결과를 보였
다. 특히, 10명은 시상(thalamus)에서 감소된 관류(perfusion) 양상을 보였으며, 이중 좌측시상의 관류감소
는 6명, 우측시상의 관류감소는 1명, 양측 시상 모두 관류가 감소된 경우는 3명이었다. 기저핵(basal
ganglia)에서 관류가 감소된 아동은 총 5명으로 모두 좌측 기저핵에서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 시상과 기저핵
모두에서 관류의 감소를 보인 아동이 4명이었다. 단 한명의 아동이 두정엽에서 관류감소를 보였고, 나머지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소뇌 영역에서는 대상 모두가 정상적인 관류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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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애착장애 아동에서 뇌 혈류 양상이 대부분 비정상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유아들이
병적인 양육환경에 의해 뇌발달이 저해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정상적인 뇌발달을 위해서는 초기 어린 시절
의 양육환경이 매우 중요함을 암시한다.

중심 단어：애착장애·99m-Tc-ECD-SPECT·뇌혈류량.

이러한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1980년 DSM-III20)

서

론

에서는, 처음으로 애착장애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기 시
작하였는데 이때의 개념은 성장실패증후(Failure to th-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아동학대(child abuse)나

rive syndrome)와 동일하였다.21) 이후 DSM-III-R22)

방치(neglect)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대받은

에 이르러 애착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성장실패의

아동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

항목이 빠졌고 이 진단기준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DSM

차 양육자(primary caregiver)의 학대와 소홀한 관리

-IV23)와 ICD-1024)까지 이어지고 있다. 초기의 일차

는 발달상태에 있는 영·유아나 아동들에게 정신적 외

양육자(primary caregiver)의 부적절하고 병적인 양육

1)

상(psychic trauma)을 입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pathologic care)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5세

때 현재의 정신질환 진단체계상 아동학대와 흔히 관련

이전에 발병하는 이 장애는 대부분의 대인관계 맥락에

되는 정신병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서 현저한 사회성 장애를 나타낸다.

stress disorder)와 병적인 양육(pathologic care)으로

이와 같이, 어린시절에 입은 정신적 외상이 발달선상

인한 반응성 애착장애(reactive attachment disorder)

에 있는 아동에게 심각한 병리를 일으키는 바, 아동 학

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나 방치에 의한 정신적 외상이 아동의 신경학적(ne-

유아, 아동기 정신장애의 하나인 애착장애(attach-

urological) 수준에서 발달과정에 있는 뇌에 어떤 영향

ment disorder)는 유아기에 애착형성이 불안정하면,

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흥미롭다. 뇌의 발달은 생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심리사회적 적응에 문제가

물학적인 유전인자와 어린시절의 초기 경험이 상호작

2-8)

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용하여 조절된다. 아동학대에는 관리소홀, 신체학대, 성

20세기 초부터 시설(institution)에서 양육된 아동들의

적 학대, 정서적 학대-위협적인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생길 수 있다는 발달적 연구

9)

심리적 발달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10-12)

이러한 아동

목격- 등이 포함된다. 이와같은 초기 어린시절의 나쁜

그 이후 Bowlby는

경험들은 외상후스트레스의 위험인자임과 동시에 원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모와 격리되거나 고아가 된 수

이다.25)26) 또한 어린시절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이 행

많은 아동들이 보이는 비정상적인 양상을 관찰하고, 시

동, 인지, 정서적 조절에서 지연 또는 결핍을 보일 수

설(institution)에서 양육된 아동들의 정신 건강에 관한

있다.25) 아동들의 뇌 발달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13) 고아원과 같은 시설에서 양육

달에 발맞춰 이루어진다. 특히 생후 6개월에서 3세에

된 아이들은 정상적인 부모에 의해 자란 아이들에 비해

걸쳐 대뇌의 주요한 가지들과 연결되는 뇌량(corpus

인지능력 저하, 언어장애, 집중력 장애, 대인관계 형성

callosum)을 포함하여 수초화(myelination)의 극적인

문제와 같은 증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고아원의

증가가 일어나며 이것은 20대까지 지속된다고 한다.

위생시설이 좋아도 신체적으로 빈약한 상태를 나타낸

또한 피질하 회백질(subcortical gray matter)과 변연

다고 하였다.14) 또한 학대되거나 박탈된 환경에서 자란

계(limbic system)는 20대까지 부피가 활발하게 증가

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15)16)

되었고 이들이 보이는

한다고 한다.27) 실행기능과 내,외부적 동기에 대한 구

다양한 병적인 증상이나 행동들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

별 능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는

아동들에 대한 사례가 보고
17-19)

게 되었다.

20대까지 계속 발달한다.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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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병인론(pathophysiology)에 대

서 분리된 직후에 심박동 증가, cortisol과 catechola-

한 연구 중, 생물학적(biological) 모델은 정신적 외상

mines의 증가를 보이다가 분리의 지속으로 절망기

으로 인한 생리적, 신경생물학적 변화라는 측면에서 많

(despair phase)가 되면 체중감소, 수면장애, 체온감소,

이 제시되어 왔다. 외상 당한 베트남전 퇴역군을 대상

심박동 감소, 성장 호르몬(growth hormone) 감소,

으로 한 연구에서 cortisol의 감소와 norepinephrine의

T-cell 활성 감소 등의 변화를 보고한 바 있다.40) 또

30)

증가를 보고하였고,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한, Hofer는 정상적인 엄마-영아 상호작용(mothe-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이하 HPA ax-

rinfant interaction)에서 생물학적 숨겨진 조절기(hi-

31)32)

is)의 과활성과 증상이 관련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dden regulators)가 있어 작용을 하는데 엄마와 분리

어린시절의 정신적 외상에 관한 연구도 많이 행해졌는

가 될 경우 영아의 조절기 작동이 비정상적으로 되어

33)

데, Rosen과 Fields 는 어린시절 초기의 극심한 스트

초기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40)41) 이러한 지

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noradrenergic 체계에 장

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초기 병적인 양육환

기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신체적,

경이 영아에게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그러

성적으로 학대받은 아동들에 관한 예비적 연구에서는

한 다양한 변화가 복잡한 신경회로를 거쳐 발달 과정에

뇌의 norepinephrine과 dopamine 분비의 변화를 보고

있는 뇌에 기질적, 구조적 변화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하였고,34) stress에 의해 변화된 nore-pinephrine/cor-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35)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대 또는 방치된 양육을

그 외, 학대받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뇌파연구에서

받은 아동들과 연관되는 정신장애의 하나인 애착장애

좌측 대뇌피질 분화(left cortical differentiation)의 결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병적인 양육환경이 신경생물학

핍에 기인한 좌측 대뇌반구의 동시성(coherence) 증

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SPECT를 이

가와 뒤바뀐 비대칭성(reversed asymmetry) 양상을

용한 뇌 관류(perfusion)양상을 알아봄으로써 뇌의 비

tisol 비가 뇌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36)

보고된 바 있다.

37)

1997년 Stein 등 은 어린시절 성

정상소견 여부를 관찰하고자 한다.

학대를 당한 피해여성들의 자기공명영상(MRI) 연구에

연구방법

서 좌측 해마(hippocampus)영역의 부피가 감소되어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대와 관
련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

1. 연구대상

der)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이미 보고된 바

본 연구의 대상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 정

있다. 38)39) 이러한 여러 연구결과들이 시사하는 바

신과에 내원하여, 주양육자와 심한 애착관계의 문제와

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서는 정신적 외상에 의해 생

연관되어 심각한 사회성 발달의 장애를 보이는 아동

물학적인 변화가 유도되고 뇌의 구조적 변화(structu-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보이는 아동

ral change)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의 진단은 현재 널리 사용되는 정신질환 진단체계인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동학대나 소홀과 관련된 정

DSM-IV23)와 ICD-1024)에 의하면 반응성 애착장애

신장애의 하나로 생각되는 애착장애의 경우, 영·유아

(reactive attachment disorder)에 근접한다. 하지만

기의 병적인 양육환경이 어떤 신경생물학적인 변화를

아직 DSM-IV 진단체계에 있는 반응성 애착장애의 진

야기하고 그런 변화가 아동들이 보이는 비정상적인 행

단기준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의 연구가 임상 아동을

동이나 증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의의

대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Boris 등42)의 연구

가 있을 것이다. 사실, 애착장애에 관하여 정신분석학

에 의하면 DSM-IV의 진단기준 보다 오히려 Lieber-

적 관점이나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되어 왔

mann과 Zeanah43)가 제안한 애착장애 분류에 근거한

지만 신경생물학적 측면에서 병적인 양육환경이 기질

진단기준이 임상가들 사이의 진단 신뢰도가 더 높다고

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다. 더구나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에 따라 주양육

는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영아기에 엄마와 분리(se-

자–아동 사이의 애착관계의 패턴이 다르다는 연구 결

paration)된 이후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에 대한 연구에

과를 고려하면 DSM-IV 반응성 애착장애의 진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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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횡문화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우리나라의 애착
장애 아동의 진단을 현 진단체계에서 정확히 할 수 있
다고 생각된다.44-46) 하지만 아직 이러한 횡문화적 비
교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 시절

2. 임상증상의 평가
1) 진단을 위한 측정도구
(1) 어머니와의 임상적 면접 자료

부적절한 양육 환경으로 인해 주양육자와 애착 관계에

‘개인진단평가표’
를 사용하고 이와 함께 아동발달심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이로 인해 심한 사회성 발달의

리학자 1인과 소아정신과 의사 1인에 의해 DSM-IV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두뇌 발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

와 ICD-10의 반응성애착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진단

는지를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다음과 같은 포

을 행하였다.

함 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포함기준은 DSM-IV의 반응
성 애착장애의 진단 기준과, Liebermann과 Zeanah43)
가 제안한 애착장애 진단 기준을 한국에서 흔한 애착장
애 아동의 증상47)에 맞춰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포함시켰다.

(2) 낯선상황절차(SSP)
Ainsworth 등에 의해 제작된, 아동의 애착체계를 활
성화시키고 애착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안된 구조
화된 실험실 절차이다.48) 점차 고통이 증가되는 8개의
장면으로 아동이 어머니와의 분리 및 재결합, 낯선이의
출현에 대해 나타내는 행동들을 애착-탐색균형개념에

1) 만 2세에서 6세 사이인 아동.
2) 소아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초기면접으로 DSMIV와 반응성애착장애(reactive attachment disorder)

서 평가하였다.
(3) 사회성숙도검사

진단기준 중 대부분의 상황에서 발달적으로 부적절한

E.A. Doll의 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SMS)

사회적 유대관계가 5세 이전에 시작되고(억제형/탈억

을 모태로 하여 한국판 표준화가 이루어진 검사이다.49)

제형), 전반적 발달장애를 제외하기 위해 아동기 자폐

사회성 지수(Social Quotient；SQ)로서 지적 지능을

증 평가척도(Childhood Autism Rating Scale；이하

예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49)를 바탕으로 임상에서 가

CARS) 점수가 30 이하인 경우만 포함시키며, 병전 병

장 흔하게 사용되는 도구로 선택된 능력검사이다.

리적 양육이 있다는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판단한 경우.

(4) 아동기 자폐증 평가척도(Childhood Autism Ra-

3) 병력 조사와 낯선상황절차(Strange Situation Procedure；이하 SSP)에서 주양육자와 심한 애착의 문
제가 의심되는 경우.

ting Scale；이하 CARS)
자폐 아동 진단을 위해 고안된 15문항으로 되어 있
는 도구이다.50) 본 연구에서는 60점 총점에 30점 미만

① 주양육자와의 애착관계에 이상을 보이는 경우：낯
선상황절차(Strange Situation Procedure；이하 SSP)

의 아동만을 포함시켜 자폐적 장애 아동을 배제하기 위
하여 사용하였다.

에서 심각한 불안정 애착행동을 보이는 경우.

2) 절 차

동시에
② 발달력상 주양육자에 대한 확인행동(checking be-

모든 피험자들은 소아정신과 의사에 의한 면접과 아동
심리학자에 의한 임상적 면접 후에 DSM-IV와 ICD-

havior)이 없거나 아무에게나 따라가는 경우.
4) 관계 특수성(relationship specificity)이 관찰되

10에 의한 진단, SMS, CARS가 실시되고 SSP를 실시
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고 두 전문가

어야 한다.
： 적어도 주양육자보다는 놀이 상황에서 아동에게
민감하게 대해주는 검사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5) 평가 기간이나 치료 기간 중에 현저한 사회적 유
대관계의 호전을 보여야 함.

의 진단과 검사를 마친 아동들은 전문가 협의회를 걸쳐
비디오 녹화 내용분석과 각각의 임상적 진단에 따라 애
착장애로 분류 진단되었다.

3. SPECT 촬영

배제기준은 소아과적이거나 신경과적인 질환, 심한
정신지체가 있는 경우, 전반적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로

1) SPECT 촬영방법

하였다.

SPECT 촬영은 뇌혈류영상 방사성의약품(per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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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g agent)인 Technetium 99m ethyl cysteinate dimer(이하 99m-Tc-ECD)를 정맥 주사한 후
고해상, 저 에너지 평행 구멍 조준기를 갖춘 뇌전용 감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features of subjects
Patient No.

마카메라(DSI, CERASPECT)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SPECT 시스템은 axial 단층상

Age(y)/Sex

SSP

CARS

SQ

1

5.4/F

D

19

87

2

2.6/M

D

20

90

3

2.6/M

D

18

85

(slice) full width half maximum이 7～8mm인 공간

4

3.0/F

D

21

82

해상력(spatial resolution)을 갖추고 있다.

5

2.4/M

D

25

75

SPECT 촬영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시행한다. 우

6

3.2/M

D

24

81

선 대상 아동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chlorpromazine 1.6

7

2.3/M

D

25

70

mg/kg을 근주한 후 30분후 SPECT 촬영에 들어갔다.

8

2.6/M

C

18

100

9

2.5/M

C

27

94

10

3.2/M

C

27

78

11

4.0/M

C

28

90

12

3.9/M

D

26

76

Mean(SD)

2.1(0.9)

아동을 검사용 테이블에 눕힌 후 머리가 검출기 시야
(field of view)의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안와외이
공선(orbitomeatal line)이 감마카메라 회전축에 수직
이 되도록 머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SPECT를 촬영하
였다. 아동이 진정된 것을 확인한 후 99m-Tc-ECD
5～10mCi를 정주하였고, 그 후 약 1시간이 경과한 후에
시작하였다. 128 frame을 30분간의 acquisition time으
로 전체 계수(count)가 얻어졌다. 절편(axial)의 두께
는 1.67mm이며, 360도에 걸쳐 매 3도 마다 총 128

23.2(3.74) 84(8.68)

SSP：Strange Situation Procedure,
CARS：Childhood Autism Rating Scale,
SQ：Social Quotient, D：혼란형(Disorganized type),
C：저항형(Resistant type), SD：Standard
Deviation

um)-을 선택하여 판독하였다.

개의 투사상(projection)을 취하며 이때 자료는 128×

결

128×64 행렬(matrix)로 감마카메라에 연결된 컴퓨

과

터에 수록하였다.
얻어진 자료를 절편의 두께가 3.34mm가 되도록 합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징 및 임상양상

성하며 32개의 axial 단층상을 다음의 방법으로 재구

12명의 애착장애 아동중 남아가 10명, 여아는 2명이

성(reconstruction)하여 얻었다. 2d Butterworth 여과

었다. 대상아동의 평균나이는 3.1세(SD：0.9)로 범위

기(filter)(Nyquist frequency 1.1 cycle/cm at an or-

는 2.3에서 5.4세까지였다. 낯선상황절차(SSP)에 의

der No, 10)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수록된 자료를 여과

한 애착형태 분류결과 12명중 8명의 아동이 혼란형(di-

한 후, 역투사(filtered back projection)하여 횡단면

sorganized type)이었고 4명의 아동이 저항형(resi-

(axial image)을 얻었다. 재구성된 각각의 횡단층상에

stant type)을 보였다. 아동기 자폐증 평가척도(CARS)

대해 Chang의 방법에 따라 감쇠계수(attenuation co-

는 12 명의 아동 모두 30점 이하로, 점수 범위는 18점

efficient)를 0.150에 지정한 후 감쇠보정(attenuation)

에서 28 점, 평균점수는 23.2점(SD：3.74)이었다. 사

을 하였다.

회성숙도검사(SMS)상 7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 범
위를 보였으며 평균은 84점(SD：8.68)이었다(표 1).

2) SPECT 영상 자료의 분석
모든 SPECT 영상은 임상적 병력을 알지 못하는 두

2. 연구대상의 SPECT로 측정한 뇌혈류량의 양상

명의 핵의학 전문의에 의해 육안으로 측정되었다. 검사

(표 2)

자간 신뢰도(interobserver reliability)는 0.93이었다.

12명의 애착장애 아동 중 11명이 SPECT상 한 영역

안와외이공선에 평행한 32개의 axial 단층상 중 7개의

이상에서 감소된 관류양상을 나타내는 비정상소견을 보

뇌영역 -전두엽(frontal lobe), 측두엽(temporal lobe),

였다. 10명의 아동이 시상(thalamus) 영역에서 감소된

두정엽(parietal lobe), 후두엽(occipital lobe), 시상

관류양상을 보였다. 이중 좌측시상의 관류감소는 6명,

(thalamus), 기저핵(basal ganglia), 소뇌(cerebell-

우측시상의 관류감소는 1명, 양측 시상 모두 관류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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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erebral perfusion findings assessed with
SPECT in attachment disorder
Patient
Fron Temp Occi
No.

Pari

Thal

BG

Cbll

고

찰

1

N

N

N

N

N

L

N

본 연구 결과 애착장애 아동에서 SPECT로 측정한

2

N

N

N

N

L

N

N

뇌혈류량의 양상이 대부분 비정상적인 것으로 관찰되

3

N

N

N

N

L

N

N

었다. 특히, 시상과 기저핵에서 뇌관류량의 감소를 보

4

N

N

N

N

R

N

N

5

N

N

N

N

B

N

N

6

N

N

N

N

L

N

N

7

N

N

N

N

N

N

N

8

N

N

N

N

L

L

N

인 변화를 일으켜 뇌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유발시킬 가

9

N

N

N

N

L

L

N

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학대받은 아동들의 뇌의 구조

인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영역은 거의 정상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에 주양육
자와의 심각한 애착관계의 문제는 뇌에 신경생물학적

10

N

N

N

L

B

L

N

적 이상에 대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많이 보고되어 왔

11

N

N

N

L

N

N

N

다. De Bellis 등51)은 학대받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아

12
N
N
N
N
B
L
N
Fron：frontal lobe, Temp：temporal lobe, Occi：
occipital lobe, Pari：parietal lobe, Thal：thalamus,
BG： basal ganglia, Cbll ： cerebellum, N： normal
(정상), B：bilaterally decreased(양측감소), R：decreased on right(우측감소), L：decreased on left(좌
측감소)

동들을 대상으로 뇌의 구조적 이상을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MRI를 이용하여 뇌를 측정한 결과, 정상
대조군에 비해 학대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아동
들의 두개강내 부피(intracranial volume)가 더 작고,
좌우 측내실이 더 크며, 뇌량의 크기가 더 작아져 있다
고 보고하였다.51) 이 연구가 행해지기 전, 많은 연구들
에서 환경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기전을 언급해 왔다. 동물실험을 통해 catecholamine과 cortisol의 증가가 신경원(neurons)의 소실
을 가속화시키고,52-55) 수초화(myelination)를 지연시
키거나,56) 비정상적인 가지치기(pruning)57)58)와 같은
뇌발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런

Fig. 1. Case 8：2.6 year old male patient. SPECT image
showing decreased perfusion of left thalamus
and left basal ganglia.
L·B·G：left basal ganglia, L·Th：left thalamus
Lower Slice：Lt. Rt. temporal lobe 포함
Middle Slice：Lt. Rt. inferoir frontal, parietoccipital, basal ganglia, thalamus 포함
Upper Slice：Lt. Rt. superior frontal, pairetal 포함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시절 초기, 학대
및 소홀한 양육이라는 부정적인 환경이 발달하는 뇌의
구조 및 기능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
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소견이다.
본 연구에서 특히 관류가 감소된 것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뇌영역은 시상이었다. 시상은 정신분열병을 비
롯하여 여러 신경발달학적인 질환들에서 중요한 역할

소된 경우는 3명이었다. 기저핵(basal ganglia)에서 관

을 담당하는 부위로서 특히 언어 기능에 직·간접적으

류가 감소된 아동은 총 5명으로 모두 좌측 기저핵에서

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9) 발달적 언어장애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 시상과 기저핵 모두에서 관류의

환아에서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측정한 시상의 용

감소를 보인 아동이 4명이었다(그림 1).

적이 대조군에 비해 커져 있었다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그밖에, 두정엽에서 관류감소를 보인 환아는 단 한

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60) 또한 시상

명이었고 나머지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소뇌 영역에

은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정서상태를 조절하는 기능에

서는 정상적인 관류양상을 보였다.

도 역할을 하고 있다. 정상성인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자가유도불안 및 분노감정상태에 있는 동안 양전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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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으로 측

corticoid는 피질-변연계 내에서 비정상적인 회로를

정한 국소 뇌활성도를 알아본 연구에서 분노감정 상태

형성시킨다.66) 게다가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동

가 시상의 국소뇌혈류량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

안의 스트레스는 biogenic amine과 neuropeptide의

타났다.61) 이와 같이 시상은 신경계에서 여러 기능에

신경화학적인 변화를 유도하며 이는 전두엽-피질하-

연관되어 있고 통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변연계(fronto-subcortical-limbic system) 신경 수

본 연구에서 애착장애 아동들의 시상영역에서 뇌혈류

용체 수와 기능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와 지속적인 구

량이 감소한 결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애착장애

조적인 결함을 초래하는 것이다.66) 특히, 전전두엽 중

아동들 모두 내원당시 언어발달이 지연되어 있었고 정

orbitofrontal 영역이 애착형성 과정동안 중요한 것으

서적 불안정성을 보였다. 이것은 애착장애 아동의 증상

로 알려져 있고,67) 여기에서부터 피질하 영역을 포함한

들이 시상 영역의 기능감소와 연관있을 수 있음을 시사

광범위한 영역으로 투사되어 신경계통이 성숙된다. 만

하는 결과이며 초기 양육환경이 여러 가지 뇌 영역 중

약, 결정적 시기동안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스트레

특히 시상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스가 지속될 경우 orbitofrontal system에 구조적 결

기저핵의 관류가 저하된 아동은 모두 5명으로 모두

함이 생기며 이것은 다시 비효율적으로 피질하 기전을

좌측이 감소된 결과를 보였다. 기저핵은 언어 형성 또

조절하게 된다.65) 본 연구에서 대상 아동들이 모두 심

는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한 불안정 애착을 보였던 애착장애 아동이라는 점과 그

다. 특히 좌측 기저핵은 각성과 함께 언어의 시작을 조

들의 시상과 기저핵에서 뇌혈류량이 감소된 결과는 여

절하며 언어의 어휘-의미론적(semantic-lexical) 측

러 연구자들이 주장한 상기 이론들에 비추어 볼 때, 비

면을 살피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말을 하는 과정에서 한

교적 타당한 결과이다.

언어단위에서 그 다음 언어단위로 전환시키는데 중요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한 역할을 한다.62) 기저핵은 가장 대표적인 피질하 구

첫째, 대상군인 애착장애 아동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조(subcortical structure)로서 전두엽-피질하(fronto-

또한, 대상군들의 애착문제의 유형이 혼란형(disorga-

subcortical) 기전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기능에 관여

nized type)으로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학

한다고 볼 수 있다. 전두엽-피질하 경로는 인지, 정서,

대 및 소홀한 양육과 가장 연관있는 병리적 애착문제의

운동의 기능과 연관되어 있고 이 경로중 한 부분에만

유형은 혼란형인 바, 본 연구에서 심각한 환경적 스트

문제가 생겨도 이들 기능은 영향을 받게 된다. 피질기

레스와 뇌발달의 연관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애착장애

저핵 퇴행(corticobasal degeneration)의 신경정신과

유형이 모두 혼란형이라면 의미가 더 컸을 것이다. 향

적 증상을 보고한 연구에서 우울증, 무감동, 짜증, 안절

후 혼란형만을 선별하여 이와같은 연구를 시행할 필요

부절과 같은 양상이 두드러졌으며 언어와 운동기능의

가 있다.

63)

인간의 감정을 관장

둘째, 본 연구는 같은 연령의 대조군을 포함시키지

하는 뇌 영역이 어느 일부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체로

않았다. 이것은 윤리적인 이유로서 정상 아동들을 대상

기저핵을 포함한 피질하 구조가 감정의 의사소통 및 정

으로 방사선 노출을 감수하면서 SPECT촬영을 실시하

서적 경험과 연관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것

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상 대조군이 없다는 것이

은 파킨손 질환자나 헌팅톤씨 질환자에서 감정에 대한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이라 생각된다.

이상증세가 동반되었다고 한다.

64)

표현과 이해에 결핍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세째, SPECT 촬영 후 뇌혈류량의 양상을 알아보기

그렇다면 생후 첫 1～2년 동안의 스트레스가 어떤

위해 두 명의 핵의학 전문의에 의해 육안으로 판독되었

기전에 의해 뇌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영

으나 정확한 국소뇌혈류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개의 관

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양육자와의 정서적인 상호작용

심영역에서 상대적 혈류지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 경험을 통해 사회-정서적인 기능을 매개하는 피질

향후 자폐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와 같은 다른 질환을

및 피질하 변연계 영역내의 신경회로가 성숙된다.65) 이

갖는 아동과의 비교 연구에서는 관심영역별로 상대적

때, 영아-엄마 양자간 정서적인 부조화가 지속되면 영

혈류지표를 구하여 비교함으로써 정확한 국소뇌혈류량

아는 스트레스를 받게되며 이로 인해 증가된 gluco-

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의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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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는 양육환경에 의해 뇌발달이 저해될 수
있음을 뒷받침해 주며 영·유아들의 정상적인 뇌 발달

11) Spitz R(1945)：Hospitalism；an inquiry into the

을 위해서는 생후 초기부터의 양육환경이 매우 중요하
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향

12)

후 학대 및 소홀한 양육을 받은 아동들을 전향적으로
추적관찰을 통한 뇌 구조 및 임상적 증상과의 연관성에
13)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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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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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ebral Perfusion Assessed with 99m-Tc-ECD-SPECT in Childrens
with Attachment Disorder
Keun-Ah Cheon, M.D., Kyung-Sook Lee, Ph.D., Yee-Jin Shin, M.D.
Department of Psychiatry,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angbuk Samsung Hospital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reveal that severe disturb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with
primary care-giver can affect functional brain development by measuring with technetium-99m ethyl
cysteinate dimer brain single-photon emission tomography.
Methods：
：Subjects were 12 children aged 2-6 years who met the diagnostic criteria of reactive
attachment disorder. Diagnostic tools were DSM-IV, ICD-10, Strange Situation Procedure(SSP),
Vineland Social Maturity Sclae(SMS), and Childhood Autism Rating Scale(CARS). Brain SPECT
was performed in all sbjects and each SPECT scan was visually assessed by two nuclear medicine
specilalists.
Results：
：Eleven of 12 children had abnormal brain perfusion on SPECT scans, revealing focal areas
of decreased perfusions. Perfusion of thalamus was decreased in 10 subjects –
decreased perfusion of
left thalamus(6/10), right thalamus(1/10), and both thalami(3/10). Perfusion of basal ganglia was
decreased in 5 children. Four children had decreased perfusion of thalamus as well as of basal ganglia.
Decreased perfusion of parietal area was noted in only one child on SPECT scan. All subjets had
normal perfusion of frontal, temporal, occipital, cerebellar areas on SPECT scan.
Conclusions：
：Perfusion abnormalities involving thalamus, basal ganglia in most children with
attachment disorder were found in this study. These results suggest that brain development of infant
could be impeded by severe pathologic care and early nurturing environment would be important for
normal brain development.
KEY WORDS：Attachment disorder·99m-Tc-ECD-SPECT·Cerebral per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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