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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강박장애의 뇌 구조 및 인지기능의 변화: 

뇌자기공명영상과 신경심리검사의 2 년 추적 연구 

 

 

 

연구연구연구연구    목적목적목적목적 강박장애의 생물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강박장애 환자들이 서로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질적 집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초로 강박장애 환자들을 2년 간 치료 한 후 이들의 임상 

증상, 신경인지기능, 뇌회백질의 변화를 정상대조군과 비교 

분석하여 치료반응에 따른 생물학적 인자들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17 명의 강박장애 환자와 14명의 정상대조군을 

선정하여 연구시작 시점에 예일-브라운 강박장애 척도, 

기질성격척도, 베크의 우울척도 및 불안 척도, 복잡한 도형 

검사, 통제된 구어 연상 검사, 길 만들기 검사, 위스콘신 카드 

검사, 뇌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였고 2년간 치료 후, 동일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치료 후 임상증상의 호전 정도에 따라 

강박장애 환자군을 치료반응군(6명)과 치료미반응군(11명)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간의 임상적 변인, 신경인지기능의 차이를 

반복분산분석으로 비교하였다. 뇌회백질 농도의 차이는 뇌의 

회백질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SPM2 프로그램을 이용한 

voxel-based morphometry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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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연구연구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강박장애 치료반응군은 정상대조군과 유의한 신경인지기

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료미반응군은 복잡한 도형 검사

에서 즉각회상점수와 지연회상점수가 정상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통제된 구어 연상 검사에서 범주 유창성 항목에서 

치료 미반응군이 정상대조군보다 연상의 수가 적은 경향성을 

보였다. 길 만들기 A형 검사에서는 치료 반응군과 치료 미반응

군 모두 정상대조군보다 수행시간이 유의하게 길었다. 연구시작 

시점에서 치료반응군은 정상대조군에 비해 우측 중간후두이랑 

부위가 회백질농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치료미반응군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 우측 상전두이랑 부위의 회백질 농도가 유의하

게 높았고 우측 하전두이랑 부위에서 정상대조군보다 유의하게 

회백질의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치료 미반응군과 치료 반응군

의 비교에서는 우측의 안와이랑, 뇌섬 부위가 유의하게 회백질 

농도가 낮았다. 2년 치료 후의 뇌자기공명영상 결과를 포함한 

비교에서는 치료 반응군의 우측 소뇌 부위가 정상대조군과 치

료 미반응군보다 높게 나타나는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며 치료

미반응군은 좌측 뇌섬 부위가 정상대조군보다 회백질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결결결    론론론론    강박장애 환자는 치료 반응에 따라 신경인지기능의 손상 정

도가 차이가 나며 정상군과의 뇌회백질 이상을 보이는 부위도 

서로 달랐다. 이는 치료반응에 따라 강박장애 환자들이 이상을 

가지고 있는 신경회로가 서로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 

핵심되는핵심되는핵심되는핵심되는 말말말말: 강박장애, 치료 반응, 신경인지기능, 뇌회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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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장애의 뇌 구조 및 인지기능의 변화: 

뇌자기공명영상과 신경심리검사의 2 년 추적 연구 

 

<지도교수 오오오오    병병병병    훈훈훈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노노노노    규규규규    식식식식    

    

I. I. I. I. 서서서서    론론론론        

    

강박장애(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OCD)는 

신경증(neurosis)의 일종인 불안장애(anxiety disorder)로 

분류되는 정신질환이며, 평생 유병율이 전체 인구의 2%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흔한 질환이다.1 그러나, 대개의 경우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을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사회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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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하여 증상을 숨기거나 하여 다른 정신질환과는 

달리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강박장애의 증상은 병적인 의심, 오염에 대한 두려움, 

성(性)적인 반복적 생각, 대칭적 욕구 등의 

강박사고(obsession)와 이러한 사고와 관련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반복적인 확인, 씻음, 셈, 대칭적 행동 

등의 강박행동(compulsion)이 있다. 그 증상들은 

반복적이고(recurrent), 침습적(intrusive) 이며, 

부적절한(inadequate) 사고가 특징이며, 이러한 내용을 

자신이 조절하지 못하는 이질적인(alien) 것으로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강박사고나 행동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자신이 생각이 

불합리하다는 병식(insight)이 없는 정신분열병 등의 

질환과는 달리, 강박장애 환자는 자신의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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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만, 자신이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다. 2  

 이러한 강박장애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편이지만, 1980 년대 까지는 주로 심리학적인 

원인에서 강박 장애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대부분이었으며, 1990 년대에 들어서부터 심리적 원인이 아닌 

생물학적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기능적 뇌영상술인 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을 

이용한 연구들은 대부분 휴식 상태의 안와전두엽 

피질(orbitofrontal cortex) 또는 기저핵(basal ganglia)이 

정상군에 비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고하고 

있고,3-6 강박증상을 유발한 후 PET 검사를 수행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부위가 활성화됨이 보고되었다.7, 8 약물치료를 받은 

강박장애 환자들 중 반응이 호전된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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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져 있던 뇌 혈중 포도당 대사율이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었다.9 또한, 강박장애 환자에서 비언어적 기억의 장애,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의 장애, 시공간 능력의 장애 

등의 신경인지 기능의 장애가 있음이 보고 되었다.10-12 Kwon 

등 13 은 PET 소견과 신경인지기능 수행의 상관성을 조사하여 

강박장애 환자의 이러한 신경인지기능의 이상이 ‘전두엽-

피질 하 신경회로’(fronto-subcortical circuit)의 이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구조적 영상술인 뇌자기공명영상(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을 이용한 연구는 강박장애에서 

뇌의 해부학적 이상을 관찰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초기의 

MRI 연구들에서는 미상핵(caudate nucleus)의 용적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나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14-17 

안와전두엽 부위의 용적 이상에 관한 연구는 Szeszko 등이 

양측 안와전두엽과 편도체(amygdala) 부위가 감소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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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고,18 Choi 등 19 과 Kang 등 20 은 관심영역 (region 

of interest, ROI)을 그려서 회백질의 용적을 조사한 결과, 

좌측 전측 안와전두영역이 정상군보다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은 voxel 단위의 비교를 통하여 

안와전두영역, 뇌섬(insula), 시상(thalamus) 등에서 회백질 

용적의 증가하고, 소뇌(cerebellum)의 용적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21 Kwon 등은 관심영역을 그리는 방법을 

통하여 정상인과 강박장애, 정신분열병 환자의 뇌회백질의 

용적을 비교한 결과, 양쪽 해마(hippocampus)는 강박장애 

환자와 정신분열병 환자 모두에서 감소하여 있고, 좌측 

편도체는 강박장애 환자에서만 정상대조군보다 증가하여 

있다고 보고하였다.22   

이상과 같은 강박장애 원인 규명을 위한 횡단면적 연구 

외에 치료 전후의 생물학적 지표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다. 강박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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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안와전두영역과 미상핵의 뇌 혈중 포도당 대사율이 

약물 치료 후 정상화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6 대뇌의 뇌 

혈중 포도당 대사율의 정상화가 증상의 호전과 관련이 

있음도 보고되었다.23 Event related potential(ERP)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강박장애 환자의 P300 진폭(amplitude)이 

치료 후에 유의하게 증가함이 관찰되었고,24 강박장애 환자의 

치료 전후에 Wisconsin Card Sorting Test(WCST) 검사를 

수행하였더니 치료 후에 유의하게 수행이 좋아졌다는 보고도 

있었다.25 Kim 등은 강박장애 환자와 정상대조군을 4 개월간 

추적하여 치료 전 후의 신경인지기능의 변화를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시각적 기억과 언어 유창성(verbal fluency)이 

치료 후에도 강박장애 환자에게서 저하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26 Kang 등은 강박장애 환자의 치료 전후의 

[18F]-2-Fluoro-deoxyglucose(FDG) 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 소견과 신경인지기능검사, 임상증상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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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정상군과 비교, 고찰한 연구에서 치료 후에 

‘전두엽-피질 하 신경회로’와 ‘두정엽-소뇌 

연결망’(parietal-cerebella network)에 해당하는 부위의 

뇌 혈중 포도당 대사율이 변화함을 보고하였으며 시각적 

기억의 호전과 관련하여 소뇌와 해마, 조가비핵(putamen)의 

뇌 혈중 포도당 대사율의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였다.27  

  그러나, 현재까지 기능적 뇌영상과 해부학적 뇌영상, 

신경심리검사를 통한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는 아직 

강박장애의 생물학적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는 연구에 포함된 강박장애 환자군이 

임상증상이나 치료 상황 등에서 서로 

이질적인(heterogeneous)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28 강박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뇌영상학적 연구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로서 뇌의 용적을 비교하는 방법, 특히 인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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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관심영역(ROI) 사이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voxel 단위로 정상대조군과 강박장애 환자의 뇌의 

회백질의 분포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Voxel-based 

morphometry 는 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국소 뇌 용적 및 

조직의 농도의 차이를 구조적 뇌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Ashburner29 등에 의해서 제안된 방법이다. 

이 방법의 기본원리는 각 개별의 뇌영상을 기준이 되는 

뇌영상(template image)와 동일하게 되도록 크기와 모양을 

변형시켜 맞춘 후 (normalization) 각 voxel 마다 회백질의 

농도가 같은지의 여부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반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어 뇌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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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영역기법 (ROI method)과 비교하여 볼 때, 연구자에 

따른 오차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치료 반응 정도에 따라서도 뇌의 포도당 대사율이 

강박장애 환자 사이에서 서로 다르다는 보고가 있다.30 

강박장애는 그 특성상 만성적 경과를 가지며, 재발을 하기 

쉽고 치료반응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31 치료 반응과 관련이 있는 요인에 대한 장기간 추적 

연구는 강박장애의 원인 규명과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연구이다.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수행되어온 수 개월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추적 

연구보다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박장애 환자를 장기간 뇌 영상학적인 방법과 

신경심리검사를 이용하여 임상 증상과 치료 반응들을 추적 

조사하여 관찰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 년간의 치료 기간 후 3 차원 뇌자기공명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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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소견과 신경심리검사상의 변화 소견을 고찰하고, 

강박장애 치료에 반응을 보이는 환자와 반응을 잘 보이지 

않은 집단간의 비교를 통하여 강박장애 치료 반응 관련 

인자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II. II. II. II.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대상 환자군은 17 명으로, 환자의 진단은 DSM-IV 의 제 

1 축의 구조화된 임상적 면담도구인 SCID-I(Structural 

Diagnostic Interview for DSM-IV)32 을 사용하여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기준인 DSM-IV(Diagnostic &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IV)33 상 1) 자신이 조절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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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이고(recurrent), 침습적이며(intrusive) 부적절한 

내용의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있으며, 2) 환자 스스로 

그러한 증상이 과도하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하며, 3) 증상으로 적어도 하루에 1 시간이상 직장, 학교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야 하고, 4) 강박증상이 다른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5) 약물이나 다른 물질에 

의한 것이 아님에 합당한 환자로 하였다. 또한 연구 시작 

시점에서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거나(drug-naïve) 또는 최근 

1 개월 이내에는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로 하였다. 

이들 중 24 개월 이상의 추적 관찰 기간 중, 강박장애의 

진단이 바뀌지 않은 환자로 본 연구의 진행 예정 기간 동안 

강박장애에 대한 치료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지속적인 외래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은 정상인 14 명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의 병력이 없고, 2) 가족력상 1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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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first-degree relatives)에서 정신질환이 없으며, 3) IQ 

> 80 이상 4) 약물이나 알코올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하며, 5) 

2 년 동안 정신질환의 발병이나 두부 손상의 경력이 없어야 

한다.  환자군과 정상군 모두 오른손잡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2. 2. 2. 임상임상임상임상    증상의증상의증상의증상의    측정측정측정측정        

    

가. 강박증상의 측정  

현재까지 강박증상을 측정하는 가장 표준적인 척도인 예일-

브라운 강박장애척도(Yale-Brown Obsessive-Compulsive 

Scale, YBOCS)를 이용하여, 강박장애의 정도를 측정하였다.34 

예일-브라운 강박장애척도는 총 17 문항으로 

강박사고(obsession) 및 강박행동(compulsion)에 소요하는 

시간, 일상생활의 방해 정도, 강박증상으로 인한 괴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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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증상에 대한 저항, 강박증상에 대한 통제력 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각각의 항목에 따라 전혀 없음(0)부터 

극심한 정도(4)로 평가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강박증상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10 문항의 점수의 합계로 정도를 평가하고, 7 문항은 참조 

항목으로 되어있다.  

 

나. 우울증상 및 불안증상의 측정  

 강박장애는 우울증상 및 불안증상을 흔하게 동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하는 뇌 이상이 

우울증상이나 불안증상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소견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울증상과 불안증상을 동시에 측정하여 

이 변수에 대한 고려를 하였다.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서는 베크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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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I)35 를 사용하고, 불안증상은 베크의 불안장애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36를 이용하였다.    

 

다. 성격 및 기질 특성의 측정  

 강박장애의 성격 혹은 기질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질성격척도(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37 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기질성격척도는 

기질(temperament) 중 위험 회피(harm-avoidance), 새로움 

추구(novelty seeking), 보상 의존(reward dependence), 

지속성(persistence)을 볼 수 있고, 성격(character)은 자기 

지향성(self-directedness), 협조성(cooperativeness), 자기 

초월성(self- transcendence)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38 

 

라. 신경심리검사를 이용한 전두엽기능평가  

(1) 한국판 웩슬러 성인지능검사(K-WAI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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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웩슬러 성인지능 검사(Korean-Wechler Adult 

Intellegence Scale, K-WAIS)의 소검사들 중 어휘, 산수, 

토막짜기와 차례 맞추기 만을 가지고 지능 지수를 

산출하였다. 전체 평가 항목들로 산출한 점수와는 0.93-

0.95 정도의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2) 복잡한 그림 검사(Rey-Osterrieth Complex Figure Test, 

RCFT)41 

Rey 에 의해 개발되고 Osterrieth 가 개정한 검사로서 

계획 및 조직화 능력, 문제해결전략의 수립과 이에 

관련되는 실행기능, 지각, 운동 및 비언어적 기억 능력과 

같은 다양한 인지기능을 평가한다. 피험자에게 제시된 

도형을 기억하라는 지시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도형을 

모사(copy)하도록 한 뒤, 이를 3 분과 30 분 뒤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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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서 그리도록 하여 모사점수, 즉각회상(immediate 

recall)점수, 지연회상(delayed recall)점수를 채점하였다.  

 

(3) 길 만들기 검사(Trail Making Test, TMT)41  

길 만들기 검사는 Partington 에 의해 개발된 

검사로서 숫자나 문자를 순서대로 연결하는데 걸리는 총 

소요시간을 측정한다. 길 만들기 검사 A 형에서는 1 에서 

25 까지의 숫자를 순서대로 연결하고 주로 주의집중의 

조절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길 만들기 검사 

B 형은 1 에서 13 까지의 숫자와 ‘가’에서 ‘타’까지의 

문제를 교대로 연결하는 검사이다.  주의 속도, 계열적 

처리, 정신의 융통성, 시각적 추적, 운동 기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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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된 구어 연상 검사(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COWA test)42  

Benton 과 Hamsher 등에 의해 개발된 검사로서 특정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일정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말하는 지를 측정한다. 국내에서 표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ㄱ,ㅅ,ㅇ 의 음소로 시작되는 

단어를 1 분 동안 최대한 많이 말하도록 하였고 이를 

근거로 음소 언어 유창성(letter fluency)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한글과 영어의 문법적 차이 때문에 한글화한 검사가 

영문판 언어 유창성 검사와는 다른 인지과정을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40 범주적 유창성(category fluency)은 1 분 

동안에 ‘동물’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최대한 많이 말하게 하는 검사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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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Wisconsin Card Sorting Test, 

WCST)43 

이 검사는 어떻게 카드를 분류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집행하고 그 결과가 옳은지 그른지에 따라 

다음의 계획을 수정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요구하는 

검사로서 추상적인 개념 형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배외측전두엽(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이 관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인지기능검사이다.44 

이 검사의 소항목은 총 정반응수(number of correct), 총 

오류수(number of errors), 보속 반응수(perserverative 

responses), 보속 오류수(perserverative errors), 보속 

오류 백분율(percent perserverative errors), 비보속 

오류수(non-perserverative errors), 완성범주수(number of 

category completed)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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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신경심리검사와 임상 증상의 측정을 강박장애 치료 

24 개월 시기에 재 측정하였다. 정상대조군에게도 동일한 

시기에 다시 측정하였다.  

 

3. 3. 3. 3. 자기공명영상자기공명영상자기공명영상자기공명영상 (MRI) (MRI) (MRI) (MRI)    

 

가. 기기 및 영상 획득방법  

자기공명영상은 처음 촬영한 시점에서 24 개월의 강박장애 

치료가 경과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재 촬영을 하였다. 그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기공명영상은 1.5-Tesla 의 MR General Electric SIGNA 

system(GE Medical Systems, WI)에서 측정하였다. 뇌의 

구조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백질(white matter)과 

회백질(gray matter)의 대비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Spoiled Gradient-Recalled acquisition in st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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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PGR) 방법을 사용하여, 3 차원 퓨리에 변형(3-D 

Fourier transform) SPGR(3-DFT SPGR) 영상을 이용하였다. 

영상 파라메터는 time repetition(TR)= 35 msec, TE= 5 msec, 

one repetition, 45 degree rotation angle, 24 cm field of 

view, matrix= 256 x 256 x 124, voxel 은 1.5 x 0.9375 x 

0.9375mm 이었다. 시상면 영상(sagittal image)을 얻은 후, 

이것을 124 개의 1.5mm 두께의 관상면 영상(coronal 

image)으로 재구성한 후 Dicom 형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모든 자기공명영상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였으며 눈으로 확인 가능한 구조적 이상은 

없었다. 

 

나. 영상분석  

영상의 분석은 3 차원 뇌자기공명영상의 분석에 유용한 

Analyze®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을 분석하였다. 



 23 

촬영된 자기공명영상 장비에서 촬영된 ACT-NEMA 형식의 

파일을 PACS 를 이용하여 영상처리를 위한 개인용 컴퓨터로 

이동한 후 Analyze® 5.0 을 이용하여 영상파일을 3 차원 

파일로 변환하였다. 해부학적 위치의 표준화를 위한 영상의 

재배열(realignment)을 실시하고 anisotropic diffusion 

방법을 이용한 filtration 시행하였다. 반자동의 

영역확장(region growing method) 기법을 이용하여 두개골이 

제거된 영상을 획득하고 Fuzzy C-means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뇌조직을 회백질, 백질, 뇌척수액으로 분리하였다. 

  

4. 4. 4. 4. 강박장애의강박장애의강박장애의강박장애의    치료치료치료치료    반응에반응에반응에반응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임상양상의임상양상의임상양상의임상양상의    측정측정측정측정    

        

 강박장애는 약 25-20%정도는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31, 45 본 연구는 장기간의 치료효과를 

측정한 연구이므로 치료효과 판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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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 년 치료 후의 예일-브라운 

강박장애척도에서 25%이상 호전이 있거나 총점수가 12 점 

이하인 환자들을 치료 반응군(good responder)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를 치료 

미반응군(poor responder)으로 하였다.             

 

5. 5. 5. 5. 자료자료자료자료    분석분석분석분석    및및및및    처리처리처리처리    

    

가. 자기공명영상 비교 분석  

 강박장애와 정상대조군을 voxel-based morphometry 

method 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영상 분석은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 2(SPM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정들을 거쳐서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고 유의한 해부학적 부위를 지도화 하였다. 제일 먼저, 

Matlab 환경 하에서 SPM2 이용하여 spatial 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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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다. spatial normalization 전후로 각각 8 mm, 

12mm 의 full-width half-maximum Gaussian kernel(FWHM)로 

smoothing 을 시행하였다. 영상의 처리 후 2 군간의 mixed-

model ANOVA 비교를 시행하였다. 통계적 유의도는 

uncorrected 0.001 이하로 하였다. 이 때, 진단군(group)이 

between subject factor 이고, MRI 촬영 시점 각각의 

전두엽부위 회백질 voxel 들의 gray matter concentration 이 

within subject 가 된다.  

 

나. 기본 자료와 24 개월 후 측정된 자료의 비교 분석  

초기에 측정된 강박장애 환자 집단과 정상대조군의 

뇌자기공명영상과 지능 검사를 포함한 신경심리검사의 

자료를 repeated measure ANOVA 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사후 검정으로는 Bonferroni correction 을 시행하였다. 

강박장애 증상 척도를 시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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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응군과 치료 반응군을 결정한 후 이들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정하였다. 임상 증상과 신경인지기능, 

성격척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선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검정하였다. 

연구 시작 시점의 강박장애 환자군과 정상대조군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임상적 변인 및 신경인지기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Man-Whitney U 검정을 시행하였다. 

강박장애 환자군과 정상대조군의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chi-square test 를 시행하였다.  

 

 

III. III. III. III. 결결결결    과과과과        

    

1. 1. 1. 1. 사회인구학적사회인구학적사회인구학적사회인구학적    특성특성특성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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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강박장애 환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2년 추적을 완료한 17명의 

강박장애 환자들 중에서 13명(76.5%)은 남자이며 

4명(23.5%)은 여자였다. 이들의 연령별 분포는, 20에서 

42세에 걸쳐 있었으며, 30세 이하가 9명, 31세 이상-42세 

사이가 8명이었다. 

정상대조군은 평균 나이는 28.4±6.2세로 강박장애 

환자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분포는 

18세에서 38세에 걸쳐 있었고 30세 이하가 8명, 31세 이상이 

6명이었다. 남자 10명(71.4%), 여자 4명(28.6%)으로 두 

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남녀 분포의 차이는 없었다. 

교육 수준(16.0±2.0), 지능지수(116.1±10.5)에서도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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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Table 1.Table 1.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17 Patients with OCD  

Characteristics Value 

Age, mean±SD, y 29.6±8.1 

Level of Education, mean±SD, y 15.0±1.8 

IQ, mean±SD 111.1±9.3 

Age at onset of OCD, mean±SD, y  18.5±5.9 

Duration of illness, mean±SD, y  11.7±8.0 

YBOCS score, mean±SD  

Global 22.8 ±7.5 

Obsession 12.4 ±4.8 

Compulsion 10.4 ±4.7 

Prominent OCD symptoms*, No. (%)   

  Symmetry and Ordering 1 (5.9) 

  Hoarding 3 (17.6) 

  Contamination and clearing 6 (35.3) 

  Aggressive and checking 7 (41.2) 

  Sexual and religious obsessions 2 (11.8) 

Co-morbid symptoms  

BDI score at inclusion, mean±SD 14.2 ±10.6 

BAI score at inclusion, mean±SD 15.0 ±14.5 

Treatment Status  

  Never treated, No. (%) 6 (35.3) 

  Medication free, No. (%) 8 (47.1) 

  Medication 3 (17.6) 

  Cognitive-Behavioral Therapy, No. (%) 6 (35.3) 

OC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SD; Standard Deviation, 

y; year, IQ; Intelligent Quotient, YBOCS; Yale-Brown 

Obsessive-Compulsive Scal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BAI; Beck Anxiety Inventory, *; Mataix-Cols et al.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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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임상적임상적임상적임상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및및및및    신경인지기능신경인지기능신경인지기능신경인지기능    소견소견소견소견        

    

가. 강박장애 증상 

강박장애 환자군의 평균 발병연령은 18.5±5.9년이었고 

평균 유병기간은 11.7±8.0년이었다(Table 1). 강박장애 

증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일-브라운 강박장애 

척도(YBOCS)를 실시한 결과 연구시작 시점의 YBOCS 

전체(global) 점수는 22.8±7.5점이었다. 하위 항목인 

강박사고항목은 12.4±4.8점이었고 강박행동항목은 

10.4±4.7점이었다. 강박장애 증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없었다. 

 

나. 기질성격척도(TCI) 검사 소견 

강박장애 환자와 정상대조군의 기질성격척도 검사 결과는 

Table 2 에 나타내었다. 강박장애 환자군은 정상대조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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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 위험 회피 항목이 유의하게 높았다(Z=-2.76,p<0.01). 

자기 초월성 항목은 유의하게 낮았다(Z=-2.31, p<0.05). 그 

이외의 항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협조성 항목은 강박장애 환자군에서 강박장애 전체 점수와 

강박행동척도 점수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ρ= -0.64, p<0.05; ρ= -0.58, p<0.05).  

 

Table Table Table Table 2222.... Temperament and Characteristic Inventory results 

of the OCD patients and the normal controls at baseline 

OCD 

(n=1

7) 

 

Contro

ls 

(n=14) 

 

P 

value 
Variables 

Mean SD Mean SD  

Harm Avoidance*  24.1 5.8 16.4 6.5 0.005 

Reward Dependence 13.4 5.4 16.6 3.6 0.122 

Novelty Seeking 16.6 4.9 19.4 4.9 0.231 

Persistence  4.4 1.7 4.2 1.8 0.796 

Self-directedness  22.9 8.1 27.9 6.1 0.112 

Cooperativeness 27.8 8.6 31.6 6.7 0.269 

Self-transcendence* 7.5 4.5 11.6 5.5 0.021 

OC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 Man-Whitney U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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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경인지기능 검사 소견 

연구시작 시점에서의 강박장애 환자군과 정상대조군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는 Table 3 에 나타내었다. 강박장애 

환자군은 복잡한 그림 검사(RCFT)에서 즉각회상점수와 

지연회상점수가 정상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Z=-3.34, p<0.01;Z=-2.90,p<0.01). 통제된 구어 

연상 검사(COWA test)에서는 강박장애 환자군이 범주 

연상수에서 정상대조군보다 떨어지는 수행을 보였다(Z=-

2.48,p<0.01). 길 만들기 검사(TMT)에서는 A 형 검사에서 

강박장애 환자가 정상대조군보다 수행시간이 유의하게 오래 

걸렸다(Z=-3.07,p<0.01).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WCST) 

에서는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강박장애 환자군에서는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가 예일-

브라운 강박장애척도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정반응 수는 예일-브라운 강박장애척도 전체 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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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고 및 강박행동 항목 점수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ρ= -0.68, p<0.05; ρ= -0.48, 

p<0.05; ρ= -0.59, p<0.05). 오반응수(error response)는 

YBOCS 전체 점수와 강박사고 항목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있었다 (ρ= -0.64, p<0.05; ρ= -0.58, 

p<0.05). 보속반응수(perserverative response)와 

보속오류(perserverative error)의 수는 강박사고 항목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있었으며(ρ= 0.49, 

p<0.05; ρ= 0.51, p<0.05), 비보속오류(non-perserverative 

error)도 YBOCS 전체 점수와 강박사고 항목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있었다(ρ= 0.56, p<0.05; 

ρ= 0.51, p<0.05). 완성범주수(category completed)는 

YBOCS 전체 점수와 강박사고 항목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있었다 (ρ= -0.57, p<0.05; ρ= -

0.5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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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Table Table 3333.... The neuropsychological tests results for the OCD 

patients and controls at the baseline  

 Baseline(mean±SD) 

 OCD (n=17) 
Control 

(n=14) 

Rey-Osterrith Complex Figure Test (Accuracy) 

 Copy 31.3 ± 3.2 33.1 ± 2.7 

 Immediate recall* 16.4 ± 5.3 22.9 ± 3.8 

 Delayed recall* 17.2 ± 4.8 22.5 ± 4.4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Number of response) 

 Letter 35.2 ± 10.1 40.4 ± 13.3 

 Category* 36.2 ± 8.3 45.8 ± 11.0 

  

Trail Making Test  (Response time)  

 Part A* 39.5 ± 9.4 28.6 ± 6.5 

 Part B 75.0 ± 22.8 70.0 ± 26.6 

   

Wisconsin Card Sorting Test (number of response) 

Correct 66.5 ± 12.4 70.9 ± 7.1 

Error 29.1 ± 27.0 19.4 ± 15.4 

Perseverative 14.0 ± 13.1 9.9 ± 7.8 

Perseverative error 13.3 ± 11.8 9.4 ± 7.1 

Nonperseverative Error 15.8 ± 15.7 9.9 ± 8.9 

Category 4.9 ± 5.7 5.6 ± 0.9 

OC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SD; Standard Deviation, 

*; Man-Whitney U test of the two groups at baselin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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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뇌자기공명영상 검사 소견   

연구 시작 시점의 강박장애 환자군과 정상대조군의 

뇌회백질 농도의 차이는 Figure 1에 나타내었다. 강박장애 

환자군은 우측 내측 전두이랑(Right medial frontal gyrus, 

Brodmann area 10)의 회백질농도가 정상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강박장애 환자군이 

정상대조군보다 회백질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는 부위는 없었다. 

 

 Figure 1. Statistical parametric maps displaying increases 

in gray matter density in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n=17)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s (n=14) at 

baseline of the study. Clusters of more than 50 voxels 

showing P< uncorrected 0.001 are displaye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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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23. 23. 2년년년년    치료치료치료치료    후후후후    임상적임상적임상적임상적    변인변인변인변인, , , , 신경인지기능신경인지기능신경인지기능신경인지기능    및및및및    뇌회백질뇌회백질뇌회백질뇌회백질    변화변화변화변화    

    

가. 2년 동안의 강박장애 환자군의 치료 

총 17명의 환자 중 16명이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1명은 

인지행동치료만 시행 받았다. 약물치료를 받은 환자 중 총 

6명이 약물치료 기간 동안 인지행동치료를 시행 받았다. 

치료는 선택적 세로토닌 차단제로 시작하였으며 소량에서 

점차 증량하였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항불안제를 

투여하였다. 적정 기간 충분용량의 약물치료 후에도 환자의 

임상적 호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임상의의 판단에 따라 

다른 세로토닌 차단제나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병용 투여 

하거나 인지행동치료에 참여토록 하였다.  

사용된 선택적 세로토닌 차단제 약물로는 sertraline이 

8명에게 평균 165±39mg/d투여되었으며, fluoxetine은 

3명에게 45±27mg/d, paroxetine은 1명에게 평균 59mg/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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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되었다. fluvoxamine은 2명에게 평균 152±18mg/d, 

clomipramine은 3명에게 평균 37±18mg/d가 투여되었다. 

Moclobemide는 2명에게 평균 183±152mg/d가 투여되었다.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risperidone이 11명에게 평균 

0.97mg/d가 투여되었고 이들 중 1명에게는 olanzapine 

10mg/d가 병용투여 되었다. 항불안제로는 clonazepam이 

11명에게 평균 0.92±0.52mg/d 가 투여되었으며 1명에게는 

diazepam 4mg/d가 병용 투여되었다.  

 

나. 2년 후의 강박장애 환자군의 임상증상 변화 

강박장애 증상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예일-브라운 

강박장애 척도(YBOCS)의 결과에 대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2년 추적 시점에서 전체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F=5.04, p<0.05). 하위 항목에서 

강박사고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나(F=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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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강박행동척도에서는 치료 전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 17명의 환자들을 연구방법에서 기술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치료 반응이 좋은 환자들은 6명이었고 11명은 

치료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을 각각 치료 

반응군과 치료 미반응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치료 

반응군은 4명이 남자이고 2명이 여자였으며 치료 미반응군은 

9명이 남자, 2명이 여자였으며 두 군간에 성별의 따른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 이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임상적 증상의 분포를 비롯한 임상적 

변인들에서도 두 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격척도에서는 치료반응에 따른 두 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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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Table Table 4444....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reatment good responder and poor responder OCD patients at 

baseline 

 

Good responder 

(n=6)  

Poor responder 

(n=11) Variables 

Mean SD Mean SD 

Age (yr) 28.2 7.1 27.1 6.5 

Level of Education (yr) 15.3 0.8 14.8 2.1 

IQ 117.5 5.7 107.5 8.6 

Age of onset (yr) 16.7 7.3 18.8 4.8 

Duration of illness (yr) 13.0 6.6 10.1 8.4 

YBOCS     

Global  22.2 6.1 23.1 8.5 

Obsession 11.8 3.4 12.6 5.5 

Compulsion 10.3 6.5 10.5 3.8 

BDI 13.2  12.0 14.8 10.4 

BAI 16.5  10.7 14.2 16.6 

OC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SD; Standard Deviation, 

IQ; Intelligent Quotient, YBOCS; Yale-Brown Obsessive-

Compulsive Scal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BAI; 

Beck Anxiety Inventory, Man-Whitney U test was performed. 

    

다. 2년 후 신경인지기능의 변화 

 강박장애 치료 반응군과 미반응군, 정상대조군의 

연구시작시점과 2 년 추적시점의 신경인지기능 수행은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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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와 같다. 연구시작 시점과 2 년 추적 시점의 강박장애 치료 

반응군과 치료 미반응군 및 정상대조군과 신경인지기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3 집단 간의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시행하였다.   

복잡한 그림 검사에서는 즉각회상점수와 지연회상점수에서 

시간에 따른 집단 내 효과(Within-Subject effect)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 27.7, p<0.01; F= 21.8, 

p<0.01), 집단간 효과(Between-Subject effect)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7.9, p<0.01; F=4.0, 

p<0.05). 집단간 교호작용(interaction effect)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onferroni correction 으로 한 

사후 검정(post-hoc)에서 즉각회상 점수에서는 치료 

미반응군이 정상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p<0.01), 치료 반응군과 정상대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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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치료 반응군이 치료 미반응군보다 비교적 유의하게 

즉각회상 점수가 높았다 (p=0.068). 지연회상점수도 치료 

미반응군만이 정상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5).  

통제된 구어 연상 검사에서는 음소 연상 검사(letter 

fluency tes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수행이 

호전되는 집단 내 효과만을 보였다(F= 13.3 p<0.01). 범주 

연상 검사 (category fluency test)에서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집단간 효과가 유의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F= 3.32, p=0.052). 치료 미반응군이 

정상대조군보다 비교적 유의하게 범주에 따른 연상 단어의 

수가 적었다. 

길 만들기 검사 A 형에서는 집단간 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 7.6, p<0.01). 치료 반응군과 치료 

미반응군 모두 정상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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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반응군과 치료 미반응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길 만들기 검사 

B 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의 

효과나 교호작용을 보인 소항목은 없었다. 오류수, 비보속 

오류수, 범주 반응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내 

효과를 보였다 (F= 10.6, p<0.01; F= 11.7, p<0.01; F= 6.1, 

p<0.05). 이 항목들은 세 군 모두 연구시작 시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행이 호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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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Table Table 5555.... The neuropsychological tests results for the OCD 

patients and controls at the baseline and the follow-up 

 Baseline Two-year follow-up 
Treatment 

Response of OCD 
control  

Treatment 

Response of OCD 
control  

 
Good  

(n=6) 

Poor 

(n=11) 
(n=14) 

Good  

(n=6) 

Poor 

(n=11) 
(n=14) 

Rey-Osterrieth Complex Figure Test (Accuracy) 

Copy 31.2 

(3.8) 

31.1 

(3.1) 

33.0 

(2.8) 

31.6 

(3.6) 

30.6 

(3.4) 

32.3 

(2.0) 

Immediate 

recall*
† 

20.3 

(6.1) 

14.0 

(3.4) 

22.7 

(3.9) 

25.8 

(6.1) 

20.8 

(7.7) 

27.0 

(4.7) 

Delayed 

recall*
†
 

19.4 

(6.2) 

16.1 

(3.6) 

22.5 

(4.4) 

25.1 

(5.7) 

21.1 

(6.8) 

25.7 

(4.7)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Number of response) 
Letter

†
 41.2 

(8.5) 

32.9 

(9.8) 

39.4 

(13.3) 

45.0 

(5.9) 

38.8 

(10.1) 

48.6 

(15.1) 

Category 37.3 

(4.1) 

36.3 

(10.3) 

44.5 

(10.4) 

45.5 

(5.3) 

37.8 

(3.9) 

44.2 

(8.3) 

Trail Making Test (Response time) 

Part A* 41.0 

(10.9) 

37.1 

(7.6) 

29.3 

(6.1) 

37.7 

(10.7) 

35.1 

(9.3) 

24.8 

(9.5) 

Part B 74.3 

(16.3) 

75.3 

(27.8) 

71.3 

(27.2) 

68.0 

(17.1) 

79.4 

(28.3) 

53.5 

(11.8) 

Wisconsin Card Sorting Test (Number of response) 

Correct 70.7 

(9.0) 

62.5 

(13.3) 

71.5 

(7.0) 

65.7 

(2.6) 

65.4 

(10.2) 

69.8 

(7.4) 

Error
†
 18.3 

(11.9) 

36.2 

(32.8) 

20.3 

(15.5) 

8.1  

(2.1) 

20.3 

(24.2) 

12.5 

(4.6) 

Perserverati

ve  

9.7  

(7.7) 

17.0 

(15.7) 

10.4 

(7.9) 

5.5  

(1.9) 

13.9 

(20.5) 

6.0 (2.6) 

Perserverati

ve Error
†
 

9.3  

(6.9) 

16.0 

(14.2) 

9.8 

(7.2) 

5.3  

(2.3) 

12.2 

(16.5) 

5.8 (2.3) 

Non-

perserverati

ve Error 

9.0  

(6.0) 

20.3 

(19.1) 

10.4 

(9.0) 

2.8  

(1.6) 

8.4  

(7.6) 

6.7 (2.8) 

Category
†
 5.8  

(0.4) 

4.3  

(2.4) 

5.5 

(0.9) 

6.0  

(0.0) 

5.5  

(1.6) 

6.00 

(0.0) 

OC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YBOCS: Yale-Brown 

Obsessive Compulsive Scale. SD in parentheses, SD; 

Standard Deviation, *= main effect of diagnostic group, 

†=effect of time of testing, repeated measure ANOV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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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년 후 신경인지기능과 임상적 변인들의 상관성 

연구시작 시점에 관찰되었던 강박장애 증상과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 소항목들 사이의 상관성을 비롯한 

신경인지기능과의 상관성은 2 년 추적 시점에서는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증상의 변화 정도와 신경인지기능의 변화 

정도들 사이의 상관성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 2년 후 뇌회백질의 변화 

(1) 치료반응군과 치료미반응군의 치료 전 뇌회백질의 차이 

정상대조군과 치료반응군 및 치료미반응군의 연구 시작 

시점의 뇌회백질 차이의 비교를 Table 6 에 나타내었다. 

치료미반응군은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우측 

상전두이랑(superior frontal gyrus) 부위는 회백질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우측 하전두이랑(inferior 

frontal gyrus) 부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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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Figure 2). 치료반응군은 우측 중간후두이랑(middle 

occipital gyrus) 부위에서 정상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회백질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치료미반응군과 

치료반응군의 비교에서는 우측 안와이랑(orbital gyrus), 

우측 뇌섬(insula)이 유의하게 회백질 농도가 낮았으며, 

우측 배내측 전두엽 이랑(ventro-medial frontal gyrus, 

Brodmann area 25)과 우측 소뇌 하부 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비교적 회백질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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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Table 6able 6able 6able 6. Regional difference of gray matter concentration 

among treatment good responder, poor responder OCD 

patients and normal controls at baseline 

 

PPPPeak Coordinateseak Coordinateseak Coordinateseak Coordinates, 

mm* 

   

x    y    z T P 

value
†
 

Anatomical location 

GGGGood responder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ood responder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ood responder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ood responder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    
Increase in gray matter concentration 

42 -75  7 3.76 0.000 Right middle occipital 

gyrus 

Poor responder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Poor responder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Poor responder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Poor responder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    
Decrease in gray matter concentration 

14  15 -16 3.76 0.000 Right inferior frontal 

gyrus 

Increase in gray matter concentration 

16 -36  50 4.21 0.000 Right paracentral lobule 

2  60  21 3.98 0.000 Right superior frontal 

gyrus 

Good responder comparing with poor responderGood responder comparing with poor responderGood responder comparing with poor responderGood responder comparing with poor responder    
Increase in gray matter concentration 

16  47  -23 3.92 0.000 Right orbital gyrus 

38 -11   12 3.78 0.000 Right insula 

36 -74 -38 3.26 <0.001 Right cerebellum, 

posterior lobe 

12  13 -14 3.14 <0.001 Right medial frontal 

gyrus 

*: Coordinates(x,y,z) refer to the standard sterotactic 

space defined by Talairach and Tournox.,†:Uncorrected 

0.001 for multiple comparisons throughout the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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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atistical parametric maps displaying 

abnormalities in gray matter density in treatment poor 

responders (n=11) and good responders (n=6) of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patients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s 

(n=14) at baseline of the study. Top) displaying 

abnormalities of the good responders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s. Red areas are indicating right middle occipital 

gyrus(x=42, y=-75, z=7). middle) displaying abnormalities of 

the poor responders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s. Blue area 

are indicating right inferior frontal gyrus (x=14, y=15, z=-

16), red areas are indicating right superior frontal gyrus 

(x=2, y=60, z=21) and right paracentral lobule (x=16, y=-36, 

z=50). Bottom) displaying abnormalities of the good 

responders comparing with poor responders. Red area are 

indicating right insular (x=38, y=-11, z=12) and right 

orbital gyrus (x=16, y=47, z=-23). Voxels were displayed with 

p < uncorrected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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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반응군과 치료미반응군의 2년 후 뇌회백질의 변화 

강박장애 치료반응군, 치료미반응군, 그리고 정상대조군의 

2년 치료 후 각 군간의 뇌회백질 농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검정하였다(Figure 3). 

치료 반응군은 치료 미반응군과 정상대조군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측 소뇌 영역(right cerebellum, 

posterior lobe)이 회백질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6.68, p< uncorrected 0.001). 치료 미반응군과 

정상대조군에서는 뇌회백질 농도의 주 효과(main effect)인 

집단간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부위는 없었다.  

 

 

 

 



 48 

  

Figure 3. Statistical parametric maps displaying 

increased area in gray matter density of treatment good 

responder OCD group (n=6)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 

(n=14) and treatment poor responder group (n=11) after 2 

year treatment. Voxels showing p < uncorrected 0.001 are 

displayed. These sagittal slices indicate right 

cerebellum. 

 

뇌자기공명영상 획득 시점과 강박장애 및 정상대조군 집단 

간의 교호작용은 치료 미반응군과 정상대조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4.01, p< uncorrected 0.001). 

치료미반응군은 좌측 뇌섬(insula)부위에서 2년 치료 후 

뇌회백질의 농도가 정상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Figure 6). 치료 미반응군과 치료반응군, 치료 

반응군과 정상대조군 간에는 집단과 평가시점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호작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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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tatistical parametric maps displaying 

interaction effect between group and time in gray matter 

density between treatment poor responder OCD group 

(n=11) and normal controls (n=14) after 2 year treatment. 

Voxels showing p < uncorrected 0.001 are displayed. 

These sagittal slices indicate left insula. 

 

 

각 집단 별로 치료 전후의 뇌회백질 농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위는 Table 7과 같다. 치료 반응군은 

좌측 상부 전두이랑(superior frontal gyrus)와 우측 중간 

전두이랑(middle frontal gyrus) 영역이 유의하게 회백질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우측 측두엽의 미상핵 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회백질 농도가 증가하였다(Figure 4). 

반면, 치료미반응군은 우측 중심앞이랑(precentral gyrus), 

우측 내측 전두영역, 양쪽 전측 띠이랑(anterior cingulated 

gyrus) 영역이 치료 전보다 뇌회백질 농도가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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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고 우측 후두엽의 혀이랑(lingual gyrus), 좌측 

뇌섬 부위는 치료 전보다 회백질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able 7. Regional difference of gray matter concentration 

among treatment good responder, poor responder OCD 

patients between pre- and post-treatment 

Peak 

Coordinates, 

mm* 

   

x    y    z T P 

value
† 

Anatomical location 

GGGGood responder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ood responder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ood responder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ood responder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    
Decrease in gray matter concentration 

-6, 54, -1 4.41 0.000 Left superior frontal gyrus 

36, 12, 53 4.01 0.000 Right middle frontal gyrus 

Increase in gray matter concentration 

34, -16, -8 4.16 0.000 Right caudate 

Poor responder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Poor responder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Poor responder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Poor responder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    
Decrease in gray matter concentration 

40, -18, 38 4.86 0.000 Right precentral gyrus, 

4,  61, 8 3.79 0.000 Right medial frontal gyrus 

4, 17, 21, 4.46 0.000 Right anterior cingulate 

-4, 39, 4, 4.02 0.000 Left anterior cingulate 

Increase in gray matter concentration 

-44, -20, 25 4.05 0.000 Left Insula 

20, -80, -1 3.99 0.000 Right occipital lingual gyrus 

*: Coordinates(x,y,z) refer to the standard sterotactic 

space defined by Talairach and Tournox.,†: Uncorrected 

for multiple comparisons throughout the brain, masked with 

images of normal controls with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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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tatistical parametric maps displaying changes in 

gray matter concentration in two OCD patient groups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s after 2 year treatment. Top) Region of 

changes in gray matter concentration of good responders, 

Bottom) Region of changes in gray matter concentration of 

poor responders. red color: region of increased gray matter 

concentration, blue color: decreased gray matter 

concentration. Voxels showing p < uncorrected 0.001 are 

displayed  

 

 

IIIIVVVV. . . . 고고고고    찰찰찰찰        

 

 본 연구는 강박장애 환자와 정상군을 2년간 추적하여 

강박장애 환자군의 치료반응에 따른 임상적, 신경인지기능적, 

뇌의 구조적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치료 반응과 관련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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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시작 시점에서는 기질성격척도(TCI)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강박장애 환자군이 정상대조군보다 위험 

회피 항목이 유의하게 높았다. 기질성격척도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강박장애 환자에 있어서 위험 회피 

항목은 비교적 일관되게 정상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항목, 특히 생물학적 기질보다는 성격적인 면을 

나타내는 항목들에 있어서는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오지 

않았다.47, 48.  

기존의 연구에서 강박장애 치료의 예측인자로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결과는 서로 상반되는 보고들이 

많으며,49 유의한 예측인자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45 본 연구에서도 치료반응에 따라 강박장애 환자를 

나누었을 때 두 군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또한 연구 

시작시점의 임상적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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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신경인지기능 검사 중에서, ‘복잡한 

도형 검사(RCFT)’는 시각적, 공간적 기억을 측정하는 

검사이며 시각적 지각능력, 조직화 능력, 운동기능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이 검사를 이루는 항목들 중 

따라 그리기(copy)는 지각과 기억전략에 관계하고 

즉각회상은 기억의 등록(encoding), 지연회상은 기억의 

저장(storage)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51 강박장애 

환자의 비언어적, 시각적 기억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져 

기억에 있어서 조직화하는 전략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다수 있다.52-55 강박장애 환자의 치료 전후의 시각적 

기억을 연구한 기존 선행 연구에서도 강박장애 환자의 

복잡한 도형 검사의 즉각회상과 지연회상 능력은 정상군보다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본 연구에서는 

즉각회상점수와 지연회상점수 모두가 치료미반응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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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정상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미반응군은 비록 

통계적 유의성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치료반응군보다 

즉각회상 기억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료반응군은 정상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강박장애 환자에서 보였던 신경인지기능, 특히 시각적 기억 

기능은 치료 반응이 좋은 환자군에서는 이상이 없을 가능을 

시사한다.  

언어 유창성은 강박장애 환자가 정상군에 비해 떨어진다는 

보고들이 있고,11, 28, 56 이 기능이 내측전두엽과 안와전두엽, 

전측 띠이랑 등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57, 58 

그러나 정상인과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보고도 상당수 있어59, 

60 일관성이 부족한 편이다. 치료 전후의 언어 유창성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치료 후에도 언어 유창성이 

호전되지 않거나25, 27 정상군보다 떨어져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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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다.26 본 연구에서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통제된 구어 연상 검사의 범주 연상 항목에서 

치료미반응군이 정상군에 비해 연상 항목의 수가 상당히 

적은 경향성을 보였다. 이전 선행 연구에서는 4개월 간의 

치료 기간 후 임상적 증상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범주 연상 

항목은 강박장애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낮아져 있다는 보고가 

있다.26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도가 낮게 나온 것은 치료 

반응군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치료 반응군과는 달리 치료 미반응군의 또 하나의 

신경인지기능적 특성으로 언어 유창성이 정상군에 비해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길 만들기 검사(TMT)는 주의집중력의 조절과 인지 세트의 

전환(set-shifting) 능력을 평가하며 동시에 시각적 능력과 

운동 능력이 함께 평가되는 검사이다.41 본 연구에서는 치료 

반응군과 치료 미반응군 모두 정상대조군보다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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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의력을 유지하고 

인지 세트를 바꾸는 능력이 강박장애 환자의 치료 반응에 

상관 없이 떨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부 선행 

연구결과에서는 강박장애 환자에서의 기능이 정상인보다 

떨어져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54, 61, 62 한편으로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63, 64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강박장애 

환자에서 치료 후에도 이러한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보고는 있으나,26, 65 이 검사의 수행이 약물의 영향을 받는 

다는 보고가 있다.66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경우처럼 약물 

사용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에 대해서도 강박장애 환자에서 

이상이 있다는 보고와11, 67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모두 

있다.56, 68 이 검사는 실행 기능을 평가하며 전두엽, 특히 

배외측 전두엽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로 알려져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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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강박장애의 치료 반응군과 미반응군, 정상대조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강박장애 환자들이 후배측 전두엽 보다는 

안와전두엽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견해를 같이 

한다. 본 연구 시작 시점에서 신경인지기능 검사들 중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의 소항목들에서 강박장애 증상과 

유의한 상관성들을 보였고 이러한 상관성은 치료 후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Moritz 등은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의 

동반증상인 우울증의 정도와 검사 소항목 간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69 이런 점으로 보아 본 연구의 시작 

시점에서 나타난 이러한 상관성은 동반되어 있던 우울증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신경인지기능검사의 2년 추적 결과를 

종합하면, 강박장애 환자들 중에서 치료반응이 좋지 않은 

환자들은 시공간적 기억과 언어적 유창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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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인지기능의 결손이 있으며, 치료반응이 좋은 환자들은 

치료반응이 나쁜 군과 비교하여 신경인지기능의 결손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강박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경인지기능 관련 연구들의 결과가 잘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 임상적 증상 표현이 서로 다른 강박장애의 

아형(subtype)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주장을70 지지한다.  

현재까지 본 연구자가 조사한 바로는 치료반응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강박장애 환자의 뇌의 용적이나 회백질 

농도를 고찰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시작 시점, 

즉 치료 전의 비교에서는 치료 미반응군이 우측 하전두이랑 

부위에서 회백질 농도가 정상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전두이랑 부위는 안와전두 영역에 

포함되기도 하며 기존의 강박장애 환자의 용적의 이상에 

관한 연구들에서 이 부위가 정상대조군에 비해서 감소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9, 20, 71 뇌의 대사량을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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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는 안와전두 부위가 과활성화(hyperactive) 

된다는 보고가 주로 되어 있다.3, 4, 7, 13 뇌의 기능적 활성화 

부위가 용적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이 없으나, 강박장애 환자에 

있어서는 특정 영역에서 용적의 감소로 인해 과보상 

기전(hypercorrection)으로 대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Saxena 등9은 강박장애 환자의 약물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인자 중의 하나로 치료 전 안와전두영역에서의 뇌 

포도당 대사율이 적은 것을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용적의 

감소가 적은 환자군이 대사율의 보상적 증가도 적고 이러한 

환자들이 치료 반응이 좋은 것임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병리적 상태에서는 PET 검사 상에서 뇌혈류량과 

대사요구(metabolic need) 정도 사이의 정상적인 동조성 

관계가 깨어진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72 그러나 강박장애 환자의 기능적 이상을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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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구조적 이상을 보고한 연구에서 이상 소견을 

나타내는 부위는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 

부위에 병리적 이상이 있을 가능성은 크다고 보여진다.  

치료미반응군은 우측 상전두이랑 부위와 중심이랑 주변 

부위가 정상대조군보다 회백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위가 강박장애 환자들에서 뇌의 대사율과 강박장애 

증상들 중 불안 회피 성향과 상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73 

중심이랑의 전 후 부위의 강박장애에서의 이상에 관한 

연구도 그 수가 적지만 최근에 자기뇌파검사(magnetic 

encephalogram)을 통한 연구에서 이 부위에서 이상뇌파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다.74 현재까지 이 부위들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강박장애의 

치료미반응군 환자들은 이 부위에 구조적 이상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치료 전의 비교에서, 치료반응군은 정상대조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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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 우측 중간후두이랑(middle occipital gyrus) 부위의 

회백질 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은 우측 

하후두이랑(inferior occipital gyrus) 부위가 강박장애 

환자군이 정상대조군보다 회백질 농도가 증가하여 있음을 

보고하였다.21 양쪽 후두엽 부위는 강박장애 환자에 있어서 

유발자극에 의해 활성화 되는 정도가 강박장애 증상의 

정도와 양의 상관성이 있음이 보고되었으며,75 Kwon 등은 

강박장애 환자가 두정-후두 경계 부위가 정상대조군보다 뇌 

포도당 대사가 감소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13   Kang등은 이 

부위가 두정엽, 소뇌와 함께 또 다른 강박장애의 신경회로에 

속해 있으며 치료 상태에 따라 뇌활성도가 변화하는 

부위임을 주장하였다.27  

강박장애 치료반응군과 치료미반응군 간의 치료 전 

비교에서는 치료미반응군이 우측 안와전두엽, 뇌섬에서 

유의하게 뇌회백질 농도가 낮았으며 우측 소뇌 후엽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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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회백질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위들은 

기존의 다수 연구에서 정상인과 회백질 용적의 이상을 

보이는 부위들이다.18, 19, 27, 71 치료반응군이 정상대조군과는 

뇌의 후두엽 부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치료반응군은 치료미반응군보다는 뇌의 구조적 이상이 

적거나 이상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치료반응군이 

치료미반응군 및 정상대조군과 2년 치료 후의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할 때 유의하게 우측 소뇌 부위가 회백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뇌는 thalamus를 경유하여 후배측 

전두엽, 내측 전두엽, 두정엽, 상측두엽 부위 등의 인지와 

행동에 관련이 있는 뇌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76 강박장애 

환자에서 소뇌 부위가 증가하여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강박장애의 병리기전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71 한편, 강박장애의 병리기전에 소뇌가 관련함을 



 63 

보고한 다른 연구에서는 소뇌 부위의 회백질 농도가 

감소하였고, 강박장애 치료 후에 양측 소뇌의 뇌 포도당 

대사율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고하였다.21, 27 치료 전의 

치료미반응군이 치료반응군보다 소뇌의 회백질 농도가 

낮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뇌의 회백질 농도가 낮은 

것이 치료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 수 있다. 반면, 2년간 

치료한 후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정상대조군보다도 

치료 반응군의 소뇌 부위의 뇌 회백질 농도가 증가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약물 치료 후 소뇌 용적이 증가하는 것이 

치료반응을 호전시키는 요인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뇌의 회백질 이상은 치료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뇌섬(insula) 부위는 일반적으로 언어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기억, 

욕동(drive), 정동(affect), 고위 자율신경계통의 조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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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다고 한다.77 이 부위는 안와전두엽을 비롯한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과 편도체, 미상핵, 조가비핵(putamen), 

시상과 같은 피질하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78 

강박장애 환자에서 뇌섬 부위가 증가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21, 71 강박장애 환자에 있어서 뇌섬 부위가 어떻게 

다른 뇌의 부위들과 작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미반응군이 좌측 뇌섬 부위가 

치료 전후로 유의하게 회백질 농도가 정상대조군보다 더 

증가하였다. 이 소견은 치료미반응군이 전두엽과 피질하 

구조를 연결하는 우회로로서 뇌섬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비록 정상대조군과의 비교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박장애 환자군들의 

치료 전후의 회백질 농도 변화의 양상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Figure 7). 치료미반응군에서는 2년 치료 후에 양쪽 



 65 

앞 띠이랑(anterior cingulated) 부위와 내측 전두엽의 

회백질 농도가 감소하고 좌측 뇌섬의 회백질 농도는 증가한 

반면, 치료반응군에서는 이 부위에서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고 상전두이랑과 중간전두엽 부위의 감소와 미상핵의 

증가가 유의하였다.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들에서 

띠이랑부위와 기저핵 부위의 기능이상이 강박장애의 전두엽 

과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보고가 있음을 고려할 때,13, 

20, 79-81 치료미반응군은 띠이랑 부위의 회백질 농도 감소와 

같은 병리적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면 

치료반응군은 미상핵 부위와 같은 피질하 부위의 회백질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치료의 반응이 좋은 것과 상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종합하여보면, 강박장애 환자들 중에서 치료반응이 좋은 

군은 그렇지 못한 군보다 신경인지기능의 결손이 적으며 

뇌의 구조적 이상도 치료반응이 좋지 못한 군과는 구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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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치료반응에 따라 나누어 

보았을 때에 두 군간의 뇌의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고 치료에 

따라 변하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은, 지금까지 인정되어오던 

바와 같이, 신경인지기능의 이상이 강박장애 증상의 의한 

현상이라기보다는 강박장애 증상을 일으키는 데에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유전적 소인을 비롯한 생물학적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는 대상군의 

수가 적다는 점이다. 그로 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 치료시작전의 뇌자기공명영상과 충분기간의 치료 

후의 임상반응 및 신경인지기능을 검사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약물치료 및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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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치료반응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12주에서 16주 사이의 간격으로 이루어진 

데에 반해 본 연구는 2년간의 장기간을 추적한 연구여서 

약물치료에 이용되는 약물의 종류나 용량, 그리고 병용 

약물들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웠다. 장기간의 항정신병약물을 

투여하면 기저핵의 용적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 

paroxetine으로 치료하면 증가되어 있던 시상부위의 용적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보고도 있다.82, 8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뇌회백질의 결과들이 강박장애의 호전에 

의한 것인지 약물에 의한 영향인지를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치료반응에 따라 강박장애 환자를 구분하여 

장기간 추적하여 정상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해 

신경인지기능과 뇌의 구조적 이상을 통합적으로 탐구한 

최초의 연구이며, 본 연구를 통하여 강박장애 환자를 치료 



 68 

반응에 따라 구분하면 신경인지기능과 뇌의 구조적 이상의 

양상이 서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연구를 통하여 강박장애의 병태생리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환자의 치료반응을 

신경인지기능과 뇌 구조적 영상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치료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VVVV. . . . 결결결결    론론론론    

    강박장애 환자의 2년 치료 전후에 임상증상, 신경인지기능, 

뇌자기공명 영상 소견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치료 

미반응군이 신경인지기능의 이상이 많았고 치료 반응군은 

신경인지기능이상이 적게 나타났다. 치료 반응군과 치료 

미반응군은 치료 전의 뇌 회백질 농도의 이상이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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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영역에 나타났으며 치료 후 회백질 농도의 변화의 양상도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강박장애 환자의 

치료반응이 좋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뇌의 구조적 및 

기능적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두 환자군에서 

주로 병의 발병과 치료 경과에 영향을 주는 신경회로가 서로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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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ObjectiveObjectiveObjective: Many studies performed about the biologic 

etiologies of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have not showed 

an obvious result. The differences in biologic characteristics 

among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patients are 

considered as one of possible etiologies. This is the first 

study to prove differences in biologic characteristics 

between good treatment response and poor response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patients by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 group after two years of treatment by 

analyzing neurocognitive functions and change in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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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er. 

MethodMethodMethodMethod : Yale-Brown Obsessive Compulsive Symptoms 

scale(YBOCS),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Beck Anxiety 

Inventory(BAI), Rey-Osterrieth Complex Figure Test(RCFT),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COWA), Trail Making 

Test(TMT), Wisconsin Card Sorting Test(WCST) and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e(MRI) scanning were performed at 

the beginning of the study and after two years of treatment 

on 17 OCD patients and 14 controls. After treatments, OCD 

patients group was divided into good responder group(six 

patients) and poor responder group(11 patients) and clinical 

variables and neurocognitive function were analyzed by 

repeated measured ANOVA. The difference in gray matter 

concentration was performed with SPM2 program by voxel-

based morphometry methods. 

Results:Results:Results:Results: Analysis of neurocognitive function didn’ t show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good responder 

OCD and control group. Poor responder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performance in immediate recall and 

delayed recall of RCFT. In addition, category fluency of poor 

responder OCD group was relatively impaired than normal 

control. Both groups of OCD patients took longer time in 

completing TMT part A. The gray matter concentration in 

right middle occipital gyrus of good responder group was 

increased than normal control at baseline of the study. The 

poor responder group showed increased gray matter 

concentration in right superior frontal gyrus and showed 

decreased gray matter concentration in right inferior frontal 

gyrus. Compared with good responder OCD group, the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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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showed decreased gray matter concentration in 

areas such as right orbital gyrus, insula. After 2 year 

treatment, good responder OCD group showed increased 

gray matter concentration than normal control in right 

cerebellum. The poor responder group showed increase in 

left insula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s. 

ConclusionConclusionConclusionConclusion:::: Treatment poor responder OCD patients were more 

impaired in neurocognitive functions comparing with normal 

controls than good responder. The areas which showed 

abnormalities in gray matter concentration were different 

between two OCD groups. These findings suggested they 

are affected by different neural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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