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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정신분열병 환자에서의 뇌혈류량은 약리학적 상태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항정신
병약물이 국소뇌혈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으나 항정신병약물의 종류와 노출기간,
약물용량의 차이로 인해 다양하고도 상반된 결과를 보여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항
정신병약물의 종류와 노출기간을 통제한 상태에서 약물 투여시 국소뇌혈류량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방 법：
항정신병약물 비노출(antipsychotic drug-naive) 정신분열병 환자 18명과 haloperidol을 투여받은 환자 19
명을 대상으로 안정 상태(resting state)에서 SPECT를 촬영하여 국소뇌혈류량을 측정한 후 두 군 사이의
상대적 뇌혈류량을 비교하였다.
Haloperidol은 D2 수용체에 비교적 선택적으로 작용하고 활성대사산물이 적기 때문에 실험약물로 선택되
었고 약물노출기간은 1~3주동안으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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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저측두엽, 좌측 저전두엽, 좌·우측 기저신경절, 좌측 시상에서의 상대적 평균 혈류지표는 haloperidol
투여군에서 비노출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또한 좌·우측 두정-후두엽과 우측 두정엽에서의 상대
적 평균 혈류지표도 haloperidol 투여군에서 비노출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반면 좌측 저측두
엽의 상대적 평균 혈류지표는 haloperidol 투여군에서 항정신병약물 비노출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
었다. 그러나 우측 저전두엽, 우측 시상, 좌·우측 고측두엽, 좌·우측 고전두엽, 좌측 두정엽에서 두 군 사이의
상대적 평균 혈류지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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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항정신병약물이 국소뇌혈류량에 영향을 미치며, 항정신병약물 투여상태가 뇌혈류량 측
정시 고려되어야할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중심 단어 ：정신분열병·Haloperidol·항정신병약물 비노출·국소뇌혈류량·뇌단일광자방출전산화 단층촬영.

oimaging studies)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양상은 여러

서

론

요인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이에는 대상군의 나이, 성
별, 이환기간(duration of illness), 신경심리학적 손상

정신분열병의 생물학적 원인을 밝히기 위한 많은 연

의 다양한 정도, 현 정신병리의 상태, 니코틴(nicotine)

구들은 사후신경병리학적(postmortem neuropatholo-

과 카페인(caffeine)섭취 등이 포함될 수 있다.10) 많은

gical) 연구와 함께 CT(computerized tomography),

연구에서 이러한 혼란요인들이 국소뇌혈류량 또는 대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와 같은 구조적 뇌

사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영상 연구(structural neuroimaging studies)에서 비

그 밖에 대상환자들의 항정신병(antipsychotic)약물

롯되었다. 이를 통해 정신분열병의 형태학적(morph-

투여에 따른 국소뇌혈류량 및 대사의 변화10)12)23)가 입

ological) 이상 소견을 제시하고자 했으나 어느 하나

증됨으로 인해 약물치료 여부가 뇌영상연구의 상호 모

1-6)

일관된 소견은 없다.

현재까지 정신분열병에서 특정

순된 결과에 기여하고 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Warke-

한(specific) 형태학적(morphological) 이상 소견은 없

ntin 등은 10명의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비

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만,7-9) 정신분열병이 피질(co-

투여 상태(medication-free state)에서 SPECT촬영

rtical)과 피질하 구조(subcortical structure)의 이상

을 실시한 후, 다양한 항정신병약물치료 후 다시 SPECT

과 어떤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는 꾸준히 보고되

촬영을 한 결과 치료 후에 좌측 전후두엽비(left fronto-

어왔다.10)

occipital ratio)가 감소됨을 보고하였다. Jibiki 등24)은

최근 도입된 새로운 뇌영상 기술인 뇌 단일광자방출전

2명의 정신분열병 환자와 2명의 정상대조군을 대상으로

산화단층촬영(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

약물비투여 상태(medication-free state)에서 SPECT

ography；이하 SPECT)와 양전자방출단층촬영(posi-

촬영한 다음, haloperidol을 근육주사한 후 다시 촬영한

tron emission tomography；이하 PET)을 통해 정신

결과 1명의 정신분열병 환자와 1명의 정상인에서 양측

분열병 환자의 뇌기능(brain function)을 관찰할 수 있

대뇌반구의 국소뇌혈류량 감소를 보고한 바 있다. PET

7)

게 되었다. 1974년 Ingvar와 Franzen 의 연구 이후 활

을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항정신병약물이 대뇌

발해진 대부분의 뇌기능 연구들은 정신분열병 환자들

포도당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12)25)26)를 보인 반

에서 전두엽과 좌반구에서의 혈류량 또는 대사량이 감

면, 일부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였다.27) 마찬가지로 항

소되어있음을 시사하였다.9)11-15) Buchsbaum등16)이

정신병약물이 전전두엽(prefrontal) 대사를 증가시킨다

전두엽의 기능저하(hypofrontality)를 보고한 반면 전

는 결과12)도 있고 항정신병약물이 전전두엽 대사에는

두엽 과잉 기능(hyperfrontality)을 보고한 연구도 있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도 있다.12)23)26)

다.17)18) 또한 기저절 혈류량의 증가19-21)를 비롯하여

피질하 영역(subcortical region)에 미치는 항정신병

측두엽,18)22) 해마주변(parahippocamp) 및 다양한 피질

약물의 영향도 다양한데,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항정신

하영역(subcortical area)들에서 혈류량과 대사율의 비

병약물 투여후 기저신경절(basal ganglia)의 대사율이

12)16)

정상 소견

증가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12)23)25)26)28) Bartlett

도 제시된 바 있다.

이와같이 정신분열병에서의 국소뇌혈류량(reginal

등은 PET 연구를 통해 haloperidol 투여시 기저신경

cerebral blood flow, rCBF)이나 대사율(metabolic

절의 대사율이 증가되고 전전두엽(prefrontal lobe) 대

rate)을 조사하는 기능적 뇌영상연구(functional neur-

사율은 감소되나 thiothixene 투여시에는 아무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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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항정신병약

년간 알콜사용장애의 경력이 있는 경우, 정신지체(men-

물에 의하여 기능적으로 변화하는 뇌영역을 규정하기

tal retardation)가 의심되는 경우, 뇌전산화 단층촬영

위해, haloperidol 투여 및 비투여 상태에서 PET을 시

혹은 뇌핵자기공명영상상 전반적인 구조적 이상소견이

행한 연구도 있었다. 이때 haloperidol 투여상태에서 미

있는 경우 및 전기충격요법(ECT)을 받은 적이 있는

상핵(caudate nucleus), 피각(putamen)의 대사율이

환자등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런 기준에 의해

증가된 반면 전두엽과 전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12명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항정신병약물 비노출 정

cortex)에서의 대사율은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29) 반

신분열병 환자 18명과 haloperidol 투여 정신분열병 환

면 Miller등은 동일한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항정신병 약

자 19명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물로서 haloperidol 및 thiothixene 선택하여 각각 비
투여와 투여상태에서 SPECT촬영을 한 결과 haloperi-

2. 방 법

dol과 thiothixene 모두 약물 투여시, 좌측 기저신경절

1) 임상증상의 평가

(left basal ganglia)의 국소뇌혈류량이 증가했음을 보

모든 대상 환자의 임상증상은 양성 및 음성증상척도

10)

여주었다.

(PANSS)로 평가하였다. PANSS평가는 양성증상척도

이와 같이 항정신병약물이 국소뇌혈류량이나 대사에

7개 항목, 음성증상척도 7개 항목, 일반정신병리척도 16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고도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1점에서 7점까지

은 항정신병 약물의 종류, 노출기간, 용량, 약물세척기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31)

(wash out period), 적은 표본크기 등에 기인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10)

모든 대상환자는 PANSS 평가지침서32)에 따라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SPECT촬영직전 검증이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보고된 결과들을 토대로 하

완료된 두명의 평가자(1인의 정신과 전공의 및 1인의

여 항정신병약물이 국소뇌혈류량에 영향을 줄 것이며 특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약 30분간 반구조화된 정신과적

히 피질하 영역의 혈류량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가정하

면담을 통해 평가가 수행되었다. 두명의 확립된 평가자

에 동일한 항정신병 약물을 일정 기간동안 투여했을때,

간 신뢰도는 Spearman correlation으로 보았을 때 양

항정신병약물이 투여되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국소뇌혈

성증상척도의 경우 0.73(p<0.05)이었으며, 음성증상척

류량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도의 경우 0.74(p<0.05)이었으며 일반정신병리척도의
경우는 0.56(p<0.05)이었다. 두 명의 평가자는 동시에

재료 및 방법

그러나 독립적으로 PANSS평가를 수행한 후, 개별평
가에 대한 토론을 하고 따로 합의하여 일치된 점수를

1. 연구대상

얻었으며, 합의가 안되는 경우 산술적 평균을 PANSS

연구대상은 1인의 정신과 전공의와 1인의 정신과 전문

평가점수로 삼았다.

의의 합의에 의해 DSM-IV에 따라 정신분열병으로 진
단받은 남·여 환자이다. SPECT촬영 시까지 전혀 항
정신병약물을 투여 받은 적이 없는 항정신병약물 비노
출 환자 24명, 촬영전 3주 이상 항정신병약물을 복용
한 적이 없거나(항정신병약물 비노출상태도 포함) 촬
영전 2개월 이후에 장기작용 데포제제를 투여 받은 적
이 없는 상태에서 haloperidol을 1~3주동안 경구 투여
받은 환자 25명, 합계 49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모든
대상 환자중 강연욱30)의 손잡이 평가상 오른손 잡이로
판명된 경우만 연구에 포함되었다.
제외기준으로 중추신경계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의
식소실을 동반한 두부손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 지난 1

2) SPECT촬영
대상환자 중 항정신병약물 비노출 환자는 SPECT촬
영 전까지 입원 후 어떠한 종류의 약물도 투여 받지 않
았다. 수면조절이 꼭 필요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단기작
용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예, triazolam)을 투여 받았다.
단, SPECT촬영 12시간이전에는 어떠한 종류의 향정신
성 약물(psychotropic drug)도 투여하지 않았으며 입
원 후 단시간 내에 SPECT를 촬영하도록 하였다.
Haloperidol 투여 환자군의 경우에는 haloperidol을
경구투여받은 지 1~3주째에 SPECT를 촬영하도록 하
였다. Haloperidol 이외에 다른 항정신병약물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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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받은 환자는 대상군에서 제외시켰으며 수면조절이
꼭 필요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단기작용 벤조디아제핀
계 약물이나 비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예, zopiclone)를
투여받았다. 또한 haloperidol 투여 도중 추체외로계 증
상(extrapyramidal symptom)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
benztropine이나 propranolol을 투여받았다.
SPECT촬영은 뇌혈류영상 방사성의약품(perfusion
imaging agent)인 Technetium 99m ethyl cysteinate
dimer(이하 99m-Tc-ECD)를 정맥 주사한 후 고해상,
저 에너지 평행 구멍 조준기를 갖춘 뇌전용 감마카메라
(DSI, CERASPECT)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SPECT시스템은 axial 단층상(slice) full
width half maximum이 7~8mm인 공간해상력(spatial
resolution)을 갖추고 있다.
SPECT촬영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시행하였다. 피검
자를 검사용 테이블에 눕힌 후 머리가 검출기 시야(field
of view)의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안와외이공선
(orbitomeatal line)이 감마카메라 회전축에 수직이 되
도록 머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SPECT를 촬영하였다.
SPECT촬영은 99m-Tc-ECD 20mCi를 정주한 후
약 1시간이 경과한 후에 시작하였다. 128 frame을 30분
간의 acquisition time으로 전체 계수(count)가 얻어졌
다. 절편(pixel)의 두께는 1.67mm이었으며, 360도에

correction)을 하였다.

3) SPECT영상 자료의 분석
안와외이공선에 평행한 32개의 axial 단층상중 3개의
단층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상 ① 저측두엽을
포함하는 단층상(아래 단층상), ② 저전두엽, 기저신경
절, 시상, 고측두엽 및 두정-후두엽을 포함하는 중간뇌
실 단층상(midventricular slice) (중간 단층상) 및 ③ 약
2cm 상방의 고전두엽 및 두정엽을 포함하는 단층상(위
단층상)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그림 1).
국소 뇌혈류에 대한 정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을 위해 관심영역으로 좌·우측 저전두엽 및 고전
두엽, 기저신경절, 시상, 저측두엽 및 고측두엽, 두정-후
두엽, 두정엽을 선택한 후 각 관심영역에서의 99mTc-ECD 섭취량을 계수화하였다. 각각의 영상을 각
개인의 뇌핵자기공명영상의 소견을 기준으로 개개의 관
심영역을 수기로(manually) 그렸다. 개개의 관심영역에
서의 상대적 혈류지표를 다음의 방법으로 구하였다. 먼저
컴퓨터(CERASPECT software)를 이용하여 각 관심
영역에서의 평균계수를 구하였다. 전체 관심영역에서의
평균계수의 평균값을 기준치(reference value)로 하여
각 관심영역에서의 평균계수와의 비율(ratio)을 계산하
여 각 관심영역에서의 상대적 혈류지표로 삼았다.17)

걸쳐 매 3도마다 총 128개의 투사상(projection view)

4) 통계처리

을 취했으며 이때 자료는 128×128×64 행렬(matrix)

항정신병약물 비노출 정신분열병 환자군과 halope-

로 감마카메라에 연결된 컴퓨터에 수록하였다. 검사실

ridol 투여 환자군 사이의 임상적, 인구사회학적 변인등

환경은 일상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도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을 비교하기 위해 Chi-square test와 Student’s t-

피검자의 눈은 감게 하고 귀는 막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test를 사용하였다. 또한 뇌혈류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

용 테이블에 눕히고 안정된 상태를 취한 후 방사성의약

로 생각되는 나이, 이환기간, PANSS로 측정한 양성증상

품 99m-Tc-ECD를 정주 하였으며, 정주 후 약 5분간

및 음성증상 정도 등의 변수를 공변량으로 하고, 항정신

동일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후에는 검사실내에

병약물 노출여부를 독립변수로, 각 관심영역에서의 상대

서 안정상태(resting state)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적 혈류지표를 종속변수로 하여 일요인분산분석(AN-

얻어진 자료를 절편의 두께가 3.34mm가 되도록 합
성하였으며 32개의 axial 단층상을 다음의 방법으로 재구

COVA)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 for Win
(version 6.0)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성(reconstruction)하여 얻었다. 2d Butterworth 여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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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order No. 10)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수록된 자료를 여
과한 후, 역투사(filtered back projection)하여 횡단면

1.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axial image)을 얻었다. 재구성된 각각의 횡단층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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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Chang의 방법에 따라 감쇠계수(attenuation coe-

명과 haloperidol 투여 정신분열병 환자 19명의 자료

fficient)를 0.150에 지정한 후 감쇠보정(attenuation

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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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gion of interest.
상단：Drug-naive
patient, 하단：Haloperidol-medicated
patient, lower slice- 1·2：left·right temporal lobe,
상단
하단
middle slice- 3·4：left·right lower frontal lobe, 5·6：left·right parieto-occipital lobe, 7·8：left·right basal
ganglia, 9·10：left·right thalamus, upper slice- 11·12：left·right frontal lobe, 13·14：left·right parietal
lobe.

성별분포는 항정신병약물 비노출 정신분열병 환자군

peridol 투여 환자군 17.4±5.42(t＝4.91, p<0.05),

은 남자 8명(44.4%), 여자 10명(55.6%), haloperidol

음성증상 총점은 비노출 환자군 22.5±5.61, halope-

투여 정신분열병 환자군은 남자 8명(42.1%), 여자 11

ridol 투여 환자군 16.3±6.89(t＝2.98, p<0.05)로 모

명(57.9%)이었고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두

두 haloperidol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일반증상

군의 평균 연령은 비노출 환자군 27.8±6.07세, halo-

총점 역시 비노출 환자군 46.8±10.01, haloperidol 투

peridol 투여 환자군 30.4±7.37세였고, 초발 연령은

여 환자군 34.9±7.57로 haloperidol 투여군에서 유의

각각 25.9±5.54세, haloperidol 투여 환자군 25.4±

하게 점수가 낮았다(t＝4.09, p<0.05)(표 1).

6.91세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의 평균
교육기간은 비노출 환자군 13.3±2.66년, haloperidol
투여 환자군 13.1±2.66년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평균 이환기간은 비노출 환자군 23.0±31.91개월,
haloperidol 투여 환자군 52.9±65.83개월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1.74, p<0.05).
SPECT 촬영시 PANSS 총점은 비노출 환자군 96.4
±13.82, haloperidol 투여 환자군 68.7±15.8(t＝5.68,
p<0.05)으로 haloperidol 투여군이 유의하게 낮았다.
양성증상 총점은 비노출 환자군 27.1±6.55, halo-

2. 각 관심영역에서 항정신병약물 비노출군과 haloperidol 투여군의 뇌혈류량 차이
상대적 뇌혈류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성별,
교육수준, 연령, 이환기간은 두 군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PANSS로 측정한 임상양상의 정도 는 haloperidol 투여 환자군이 일정기간의 약물치료로 인하여
증상의 호전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항정
신병약물 비노출 환자군에 비해 의미있게 낮았다.
따라서, PANSS로 측정한 양성증상 및 음성증상 정
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뇌혈류량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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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clinical findings between drug
Drug-naive patients Haloperidol-medicated patients
n=18
Sex(male/female)*
Age(years)†
Age of onset(years)
Duration of education(years)

n=19

t-value/chi-square value

8 / 10

8 / 11

27.8± 6.07

30.4± 7.37

-1.14

0.20

25.9± 5.55

25.4± 6.91

0.28

13.3± 2.66

13.1± 2.66

0.26

Duration of illness(months)†

23.0±31.91

52.9±65.83

-1.74

PANSS† total scores

96.4±13.82

68.7±15.8

5.68

Positive symptoms scores

27.1± 6.55

17.4± 5.42

4.91

Negative symptoms scores

22.5± 5.62

16.3± 6.89

2.98

34.9± 7.57

4.09

†

General symptoms scores
46.8±10.01
†
：Student’s t-test, df=35 *：Chi-square test, df=1 **：p<0.05

Table 2. Comparison of relative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in the each regions of interest between drug-naive and
haloperidol-medicated schizophrenic patients under the control of the effects of age, duration of illness,
positive symptoms scores, and negative symptoms scores
Drug-naive patients

Haloperidol-medicated patients

n=18

n=19

Left

0.818±0.050

0.788±0.050

3.959*

Right

0.797±0.046

0.823±0.063

3.495*

Left

0.957±0.046

0.972±0.037

4.820*

Right

0.966±0.049

0.966±0.041

1.130

F-value

Lower temporal lobe

Lower frontal lobe

Basal ganglia
Left

1.128±0.042

1.204±0.049

9.907*

Right

1.138±0.051

1.204±0.050

5.024*

Thalamus
Left

0.949±0.061

1.033±0.072

5.594*

Right

1.002±0.076

1.060±0.060

0.985

Upper temporal lobe
Left

1.026±0.040

0.965±0.212

0.883

Right

1.072±0.065

1.038±0.050

1.177

Parieto-occipital lobe
Left

0.933±0.031

0.956±0.043

4.626*

Right

0.961±0.044

0.991±0.040

4.270*

Upper frontal lobe
Left

1.006±0.045

0.993±0.047

0.406

Right

1.024±0.041

0.989±0.044

1.354

Parietal lobe
Left
Right
*：p<0.05, df=1 in ANCOVA

0.973±0.042

0.931±0.044

2.214

0.995±0.041

0.997±0.047

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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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이환기간과, 두 군간에 연령을 통

결과는 항정신병약물 비노출(drug-naive) 정신분열병

계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두 군의 각 관심영역에서의

환자에 있어 전두엽과 기저신경절의 대사량이 감소되

상대적 평균 혈류지표를 비교하였다.

어 있다가 항정신병약물치료 후 정상화(normalization)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측 저전두엽, 우측 시상, 좌

된다는 Buchsbaum등25)의 보고와도 일치되는 소견으

·우측 고측두엽, 좌·우측 고전두엽, 좌측 두정엽에서

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정신분열병의 기저의 병태생리

두 군 사이의 상대적 평균 혈류지표는 유의한 차이를

를 파악하는데 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보이지 않았다.

또한 약물 투여시 기저신경절을 비롯한 시상에서의 뚜

그러나 우측 저측두엽(F＝3.50, p<0.05)과 좌측 저

렷한 뇌혈류량 증가는 haloperidol을 비롯한 도파민 차

전두엽(F＝4.82, p<0.05), 좌·우측 기저신경절(F＝9.

단 항정신병약물들의 추정되는 작용기전인 선조-시상-

91, 5.02；p<0.05), 좌측 시상(F＝5.59, p<0.05)에서

피질 회로의 개념을 어느정도 뒷받침해 주는 결과로 볼

의 상대적 평균 혈류지표는 haloperidol 투여군에서 비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기저신경절에 dopamine D2

노출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또한 좌·우

수용체(receptor)가 고농도로 분포해 있다는 사실과

측 두정-후두엽(F＝4.63, 4.27；p<0.05)과 우측 두정

연관이 있으며 강력한 D2 수용체 차단제인 haloperidol

엽(F＝4.98, p<0.05)에서의 상대적 평균 혈류지표도

이 이들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생기는 이차적인 효과

haloperidol 투여군에서 비노출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

로 볼 수 있다. Haloperidol은 후신경연접(postsyna-

가되어 있었다. 반면 좌측 저측두엽(F＝3.96, p<0.05)

ptic) D2 수용체에 결합하여 우선 후신경연접 신경원

의 상대적 평균 혈류지표는 haloperidol 투여군에서 항

(postsynaptic neuron)에 작용을 나타낸다.29)

정신병약물 비노출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
다(표 2).

국소뇌혈류량의 측정이 의미하는 바는 세포의 대사와
구조에 미세한 기능이상이 비정상적인 산소 또는 포도당
이용율을 초래하고 뇌혈류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반영

고

찰

될 것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11)33) 예컨데,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haloperidol 투여 후 기저신경절 혈류량

본 연구 결과 haloperidol 투여군이 항정신병약물 비

의 증가가 의미하는 것은, 약물이 후신경연접(postsyn-

노출군에 비해서 좌·우측 기저 신경절과 좌측 저전두

aptic) D2 수용체에 결합한 후 신경연접 활성도(syn-

엽의 상대적 평균 혈류지표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

aptic activity)가 증가됨에 기인한 것이며 이것이 포도

다. 또한, haloperidol 투여군에서 약물 비노출군에 비

당 대사율의 증가를 초래하고 결국 혈류량의 증가를 가

해 좌·우측 두정-후두엽과 우측 저측두엽, 우측 두정

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29) 그 후 후신경연접 신경원

엽, 좌측 시상에서의 상대적 평균 혈류지표가 유의하게

(postsynaptic neuron)에서의 작용은 그 곳에서 투사

증가되어 있었다. 반면, 좌측 저측두엽의 상대적 혈류지표

하는 신경원에까지 영향을 주어 결국에는 전체 신경회

는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를 통해 정

로(neuronal circuit) 또는 전체 뇌영역에 파급된다.29)

신분열병 환자에서 haloperidol을 투여했을때 뇌기능에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저신경절이외의 다른 뇌영역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또한, halo-

뇌혈류량이 변화된 바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조-시상-

peridol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대뇌에 작용하는 부위

피질회로(striato-thalamo-corical circuit)의 개념13)34)

(functional site)를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게 한다.

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항정신병약물을 투여한 경우

선조체(striatum)의 신경연접 활성도(synaptic ac-

기저신경절의 대사 또는 혈류량이 증가된다는 기존의

tivity)의 증가는 GABA 함유 신경원과 GABA성 측지

연구결과10)12)23)26)28)와 일치되는 소견을 나타냈다. 특

(GABA-ergic collaterals)의 말단부위(terminals)에

히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haloperidol을 일정기간 투여

서, haloperidol에 의해 유도된 신경원 비억제(neuronal

했을 경우 기저신경절의 혈류량이 증가한 양상은 여러

disinhibition)에 대한 이차적 반응으로 발생한다고 보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Haloperidol

고된 바 있다.29)35) 즉, haloperidol 투여군에서 시상(th-

투여시 양측 기저신경절의 혈류량이 유의하게 증가한

alamus)의 뇌혈류량이 의미있게 증가한 사실은 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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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us pallidus)와 흑질핵(substantia nigra)으로부

량의 결과가 약물 투여기간 통제에 따른 것이 아닌가

터 시상으로의 GABA성 신호(signal)가 증가됨으로써

추측해 볼 수 있다.

신경연접 활성도가 증가되고 따라서 대사율과 뇌혈류량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9)35)

마지막으로 양측 기저신경절과 좌측 저전두엽외에도
haloperidol 투여군에서 우측 두정엽과 양측 두정후두

이러한 작용기전에 근거한다면 전두엽 피질과 대상

엽, 우측 저측두엽 뇌혈류량의 증가와 좌측 저측두엽의

피질로 가는 시상 글루타민성 원심성 신경원(thalamic

뇌혈류량의 감소를 보였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

glutaminergic efferent neuron)이 과도하게 억제되어

해 주는 일치된 연구결과는 없으나 초기 SPECT를 이

결국 감소된 흥분성 신호(excitatory signal)를 받는

용한 뇌혈류량 연구에서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항정신

피질영역의 신경연접의 활성도가 감소되는 결과를 보

병 약물을 급성으로 투여했을 때, 전두엽의 활동도 감

이게 되며 따라서 전두엽과 대상엽에서의 대사율과 뇌

소와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의 활동도 증가를 개선시

15)29)36)

혈류량이 감소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41) 즉, 변화양상은 일치하지 않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haloperidol 투여군에서 좌측

는다고 하더래도 기존문헌들에서 보고한 항정신병약물

저전두엽의 뇌혈류량이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는 양상

이 작용하는 뇌영역은 일치하는 것을 알 수있다. 이러

이었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상반되는 것이다.

한 변화양상의 차이는 뇌혈류량을 비교함에 있어 나이,

이러한 차이의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아마 항정신병약
물의 사용기간과 용량의 차이를 비롯하여 약물투여 여

임상증상의 영향에 대한 통제 여부, 관심영역을 설정하
는 방법의 차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에 따른 뇌혈류량을 비교시, 대상내의(within group)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비교냐, 대상간의(between group) 비교냐의 차이와도

첫째, SPECT촬영상의 문제로 대상 환자의 감정 상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연구에서는 haloperidol

태 및 촬영에 따르는 정신적 부담등 뇌혈류량에 통제할

을 단기간동안 투여한 경우의 국소뇌혈류량이나 대사율을

수 없는 혼란 변수가 개입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

관찰하고자 할 때 비교 대상으로서 항정신병약물 비노출

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42) 또한 SPECT 방법의 해

군(drug-naive)과 비투여군(drug-free)의 상대적 뇌

상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활성 뇌영역을 측

혈류량을 같다라는 가정하에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un-

정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10)

medicated) 군에 모두 포함시켜 실험해왔다.

17)37-39)

그

둘째, SPECT촬영 후 국소뇌혈류량을 측정하기 위해

러나 최근 연구된 바에 의하면 이 두 군을 동일하게 취

관심영역에서의 평균계수와 전체 관심영역에서의 평균

급하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전에 항정신

계수사이의 비율을 계산하여 각 관심영역에서의 상대적

병약물의 노출여부를 고려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혈류지표를 구하였는데, 이것이 국소뇌혈류량을 정확하

다.15)4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으로서 항정

게 반영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정상화 시킬 가능성이 있

신병약물 비노출군(drug-naive)만을 선택하였다.

다. 한편 전체단층상(whole slice)을 기준으로 하는 경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약물 투여기간을 통제하지 않

우에는 뇌실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고 항정신병 약물을 만성적으로 투여받은 상태와 몇일

있고,17) 소뇌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최근 정신분열병에

또는 몇주간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상태를 비교한 결과

서 소뇌의 기능이상에 대한 몇몇의 연구가 보고되었으

를 통해 간접적으로 항정신병 약물의 영향을 알아보았

므로27)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전체 관심영역을 기준으로

다.15)18)29)36)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실험 약물로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haloperidol을 선택한 Holcomb등의 연구에서는 최소

셋째, haloperidol 투여 효과에 대한 국소뇌혈류량의

1달 이상 haloperidol을 투여한 군에서 30일동안 약물

분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환자군에서 시행되었는데, 좀

세척을 한후 약물 세척 전후 PET을 촬영하여 포도당 대

더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동일한 대상에서 약물을 복

29)

그 결과, 전두엽의 포도당 대사율이

용하기 전과 일정기간 약물을 복용한 후 두 번 촬영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haloperidol을

사를 비교하였다.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는 첫 촬영에 따르

투여한 기간을 비교적 일정하게 제한하여 약물 투여기

는 불안한 감정으로 인해 평균 뇌혈류량이 증가되고 두

간에 따른 다양성을 배제하려 하였는데, 전두엽의 혈류

번째 촬영시는 비교적 안정되므로, 촬영 순서에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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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영향(order effect)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haloperidol 투여군에서 약물의 사용기간과 용

본 연구 결과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기능적 뇌영상연

량을 완벽하게 조정하지 못하였다. 보통 haloperidol이

구를 함에 있어서 항정신병약물 복용 여부뿐만이 아니

임상작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3주의 기간이 필

라 약물의 종류까지 통제해 주어야 한다는 기존연구10)를

요하나 본 연구의 경우 haloperidol 투여군 대부분에서

지지한다. 따라서 정확한 정신분열병의 병태생리를 파

약물을 투여받은 기간은 1주에서 3주사이로 약물을 복

악하기 위해서는 항정신병약물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

용한지 평균 3주가 채 안된 상태에서 SPECT 촬영을

하여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였다. 그러나 haloperidol은 투여시에 임상효과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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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Haloperidol on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Assessed with 99m-Tc-ECD SPECT In Schizophrenic Patients
Keun-Ah Cheon, M.D., Jong-Doo Lee, M.D., Sung-Kil Min, M.D.,
Se-Joo Kim, M.D., Suk-Kyoon Ahn, M.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ounsei University, Seoul

Objectives：Regional cerebral blood flow(rCBF) in schizophrenics is confounded by various factors
including medication status. Previously, there have been numerous studies regarding the effects of antipsychotics on rCBF. However, these works have shown contradictory and inconsistent findings due to
the different of type, dose and exposed duration of antipsychotic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effect of antipsychotic medication on rCBF and exposed duration of antipsychotics under control.
Methods：Eighteen drug-naive schizophrenics and 19 schizophrenics medicated with haloperidol
were included in the study.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was assessed with the single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SPECT) under a resting state. Relative rCBF was compared between two groups.
Haloperidol was selected as the antipsychotic drug as it has relatively selective action at the D2 receptor
and less active metabolites. Exposed duration was limited from one to three weeks.
Results：Haloperidol-medicated schizophrenic patients had a significantly greater increase of relative
cerebral perfusion in the right inferior temporal lobe, left inferior frontal lobe, both basal ganglia, left
thalamus, both parieto-occipital lobes, and right parietal lobe than drug-naive schizophrenic patients.
Haloperidol-medicated schizophrenic patients had a significant decrease of relative cerebral perfusion
in left inferior temporal lobe.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lative rCBF were found between
drug-naive and haloperidol-medicated schizophrenic patients in right inferior frontal lobe, right thalamus,
both superior temporal lobes, both superior frontal lobes, and left parietal lobe.
Conclusion：These findings suggest that antipsychotics affect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and antipsychotic medication status must be considered in the relative rCBF studies of schizophrenic patients.
KEY WORDS：Schizophrenia·Haloperidol·Drug-naive Schizophrenic patients·Regional cerebral
blood flow·Single-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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