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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뚜렛 장애 남아에서 틱 억제시
대뇌 피질 정보 전달

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뚜렛 장애는 다수의 운동 틱과 음성 틱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적인 신경학적인 질환이다.뚜렛 장애의 중심병리는,기저핵의 이상과 그
와 관련된 피질 -기저핵 -시상 피질 회로 (Cortico-Striatal-Thalamocortical 

Circuit, CSTC)의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질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
려져 있지 않다.본 연구는 우리나라 뚜렛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뇌
파의 비선형 분석을 통해 뚜렛 장애 아동에서 틱을 억제하도록 하였을 때
의 피질 내 정보 전달의 흐름을 알아 보고자 한다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연구 대상은 DSM-IV의 투렛 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키는

8세 -12세 아동 11명과 정상 대조군 10명이었다 . 대상군에게 정신과적 평
가 및 임상 평가를 시행하고 휴식시와 틱을 억제하였을 때의 뇌파를 측정
하며 비선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 비선형 분석은 각 영역간의 정보 전달의
정도와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엔트로피 전달 (Trasfer Entropy:TE)를 사용
하였다 . 휴식시 뚜렛 장애와 정상 대조군간의 엔트로피 전달 차이를 알아
보고 뚜렛 장애에서 틱 억제시 엔트로피 전달 변화를 알아보았다 . 

결결결과과과  휴식시 뚜렛 장애 환자군은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여 몇몇 뇌파
전극에서 의미있는 엔트로피 전달의 차이를 보였다 . 뚜렛 장애 군에서
정보전달의 흐름은 좌우 비대칭적이었으며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전두엽
(Fz, F8)과 측두엽 (T3,T4)으로 향하였다 . 뚜렛 장애의 경우 , 틱 억제시에는
휴식상태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부위에서 좌우 비대칭적인 엔트로피 전달
의 의미있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전두엽 (Fp1,F7,F3,F8),중심영역
(Cz,Fz), 측두엽 (T3,T4)에서 전두엽 (Fz,F7,F3), 중심영역 (C3,Cz,C4), 측두엽으
로 (T3,T4) 향하는 엔트로피 전달값은 증가되었으며 전두엽 (Fp2,F3,F3),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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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엽 (T5), 중심 영역 (Cz), 두정엽 (P3,P4)에서 좌측 측두엽 (T5), 좌측 후두엽
(O1), 중심영역 (Cz)으로 향하는 엔트로피 전달값은 감소를 보였다 . 

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뚜렛 장애 아동에서 뇌파의 비선형 분석을 이용하여
틱 억제시 대뇌피질 정보전달을 살펴본 첫 연구이다 . 틱 억제시에는 광범
위한 피질 영역에서 정보전달이 일어났으며 특히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피
질 정보 전달이 두드러졌다 .

핵심되는 말 : 뚜렛 장애,비선형 뇌파 분석,틱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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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남 남 남 남 궁 궁 궁 궁 기기기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홍 홍 홍 홍 현 현 현 현 주주주주

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1.  뚜렛 장애의 임상적 특징

   뚜렛 장애는 다수의 운동틱과 음성틱을 특징으로 하는 소아 청소년기
의 만성적인 신경발달학적 운동장애이다 .1 전형적으로 초기 아동기에 눈
깜빡이기와 같은 운동 틱 증상이 처음 발병한 후 , 얼굴 찡그리기 , "음음 " 

소리 내기 , 기침하기 등의 여러 가지 운동 및 음성 틱 증상을 돌아가면서
다양하게 보이다가 초기 청소년기에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 그 후
에 서서히 증상의 종류나 빈도 , 그 정도가 감소하게 되어 90%의 환자는
상당한 정도로 증상이 관해되며 18세 정도이면 40%의 환자가 증상이 없
다고 보고한다 .2,3 뚜렛 장애는 직접적인 증상의 불편감과 만성감 외에도
강박장애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 불안장애 , 우울장애 등의 다양한
공존질환이 존재하기에 이환된 아동과 청소년들의 많은 기능적 장애를 초
래한다 .3,4  

  틱 증상은 증상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 . 그것은 바로 기본
적으로 불수의적인 증상이지만 증상에 따라 일시적으로는 억제 가능하다
는 점이다 . 즉 많은 틱 증상은 별다른 의식 없이 일어나는 불수의적인 운
동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식적이거나 의도적인 측면이 있고 일정 시간
억제도 가능하다 .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뚜렛 장애는 인간의 충동 억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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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억제의 연구에 대해서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 

2. 뚜렛 장애의 병태 생리와 틱 억제 과정
  뚜렛 장애의 병리는 기저핵의 이상과 그와 관련된 피질 -기저핵 -시상 피
질 회로 (Cortico-Striatal-Thalamocortical Circuit, CSTC)의 장애가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5  렛장애의 뇌영상 연구들은 조가비핵 (putamen), 창백핵
(globus pallidus)의 부피 감소와 함께 기저핵의 좌우 비 대칭성이 없어진다
고 보고한다 .6-8 뚜렛장애에서 이러한 기저핵의 구조적 및 기능적인 이상
은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틱 증상의 심각도와도 관련이 있으며 9  

러한 변화가 CSTC의 피질하 구조에서 피질로 가는 비정상적인 1차 및 2

차 운동 영역의 활성을 야기해서 틱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 .10

  피질 하 영역의 이상에 비해 뚜렛 장애에서 피질이 담당하는 조절기능
의 의미나 정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주로 전
두엽과 관련된 부분의 기능 이상이 보고되고 있다 . 뚜렛 장애 환자들은
주의력 결핍과 부적절한 자극의 억제에도 문제가 있으며 11,12 

TMS(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연구에서는 피질의 silent period가 감
소되어 있고 피질내 억제 (intracortical inhibition)도 감소되어 있으며 13순간
안구 운동 (antisaccade eye movement)의 이상도 보고된다 .14 이러한 결과들
은 뚜렛 장애의 중심병리가 기저핵의 해부학적인 이상과 함께 피질의 조
절기능의 결함과도 결합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틱 억제과정은 특정 한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 

여러 영역에서 서로 긴밀히 정보가 담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수행하는
복잡한 정보처리과정이며 운동 억제에 관여하는 피질의 역할이 중요하다 . 

틱 억제 과정의 기전을 밝혀내는 것은 틱의 병태 생리의 이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행동 조절과 충동 조절과 관련된 많은 정신과적 질환의 이
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Peterson 등은 성인 뚜렛 장애 환자를 대상으
로 틱의 억제와 관련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fMRI)연구를 시행하였는데
기저핵과 시상 , 그리고 이와 연결된 다양한 대뇌 피질 부위들의 의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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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보고하였다 . 기저핵과 시상은 틱 증상의 심한 정도와 관련이 있었
고 이러한 피질 하 구조에 대한 조절 기능이 뚜렛 장애의 병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이 시사되었다 .15 Serrien 등은 최근 9명의 성인 뚜렛 장애 환자
들을 대상으로 틱 억제와 관련된 뇌파의 coherence를 알아보았다 . 뚜렛 장
애의 경우 틱 억제시 frontomesial network의 과활성을 보였는데 이 연결망
은 틱 억제 외에도 다른 운동을 억제할 때에도 정상인에 비해 과활성되어
있었다 .16 이와 같이 틱 억제 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뚜렛 장애가 성인이 되면 관해가 된다는 것을 고
려하면 이 연구 결과들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고 성인의 경우에는
질병 본연의 발현 외에도 이에 따른 다양한 적응 기전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다 .

  

3.  카오스이론을 이용한 뇌파의 비선형 분석
  자연계에 존재하는 매우 복잡하고 흥미로운 증상의 본질은 비선형적인
현상이다 .17  이러한 비선형 역동 시스템은 ‘카오스 이론 ’이라고 불리는데
비선형항이란 y=ax 와는 달리 , x2, x3 혹은 1/x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항을
말한다 . 이 경우 y값은 x값의 변화에 비례해서 변하지 않고 , 복잡한 양상
을 뛸 수 있다 . 이 이론들은 점점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두뇌의 복
잡한 신경 연결망 (neuronal network)의 자기 조직화 (self-organization)와 모형
형성 (pattern formation)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17 인지 (cognition)나 많은
정신과적 증상과 같이 뇌의 한 역역의 기능이 아닌 신경회로의 측면이 작
용하는 현상의 경우 그 기저의 형성기전을 밝히기 위해서는 고식적이고
단면적인 기존의 선형분석으로는 제한이 있다 .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최근
에 다시 뇌의 거시적 시공간적 역동 (macroscopic spatial temporal)을 측정
할 수 있는 뇌파의 비선형 분석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17 

  뇌파는 뇌의 신경세포 가지돌기 전위들 (neuronal dendritic potential) 의
합을 반영하는 전위 (electrical potential)들의 time-series이다 . 피질 피라밋 세
포는 지역전위 (local field potenrial)을 형성하며 이는 두피에서 합해져서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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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전위로 측정되어진다 .18,19 Babloyantz 등은 뇌파에서도 카오스적인 끌게
(attractor)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20 여러 연구에서 뇌파가 저차원의 카오
스적인 성상을 가진 신호임이 밝혀졌다 .21-24 뇌파는 이러한 비선형항 측정
에 의해 카오스적 성상을 정량화할 수 있다 .21,25,26 

  전통적으로 두 시스템간의 정보교환을 정량화하는 비선형 분석 방법으
로 사용된 것은 상호정보 분석법 (mutual information analysis)이다 .27 뇌파
연구의 경우 ‘상호 정보 ’란 두 채널에서 측정한 뇌파에 대해 서로 정보교
환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정량화하는 물리량인데 한 채널에서 측정한
뇌파로 다른 채널의 뇌파를 얼마나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가를 수치로 정
량화한 값이다 . 하지만 이러한 상호정보 분석법으로는 정보 흐름의 방향
성까지는 알 수는 없다 . 엔트로피 전달 (Transfer Entropy; TE)은 최근
Schreiber에 의해서 개발된 비선형 분석으로서 이를 이용하면 뇌파의 두
채널 사이의 정보의 교환정도 뿐 아니라 방향까지 정량화할 수 있다 .28

 

4. 연구 목적
  현재까지 뚜렛 장애의  병태 생리를 이해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조절 영역으로 

알려진 피질 기능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성인이 아닌 아동 뚜렛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뇌파의 

엔트로피 전달 분석이라는 새로운 비선형 뇌파 분석을 이용하여 틱 억제

시 피질정보 전달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는 뚜렛 

장애의 병태 생리 및 인간의 행동 억제 기전의 이해에 도움이 될 뿐 아니

라 향후 cortical modulator와 같은 뚜렛 장애의 치료 장치 개발에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정상대조군과 뚜렛 장애 환자들의 휴식시 뇌파 각 채널 간에서 정
보전달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후 뚜렛 장애에서 틱을 억제하게 하였
을 때 뇌파 각 채널간의 정보전달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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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임임임상상상 평평평가가가

가.환자군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은 한림대 성심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에 내원하여

DSM-IV의 뚜렛 장애의 진단기준을 29 만족시키는 8세 -12세 남아 11명이었
다 . 배제기준으로는 1) 경련성 질환과 같은 신경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 

2) 지능지수 (IQ) 80 이하 , 3) 강박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제
외한 동반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경우 4) 언어발달 지체나 운동 발달 지
체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5) 왼손잡이의 경우 6) 과거 정신과적 약물의
투여받은 적이 있는 경우였다 . 본 연구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임상 연구
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대상군의 보호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과
정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

나 . 정상 대조군 선정
  정상 대조군은 환자군의 나이와 성별이 일치하는 남아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정상 대조군의 모집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원내 게시판을 통한
광고로 이루어졌으며 환자군의 배제기준을 만족시키고 틱 장애 , 강박장애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와 정신과적 질환이 없는 남아들이었다 .

다 . 임상 평가
 

  모든 대상군은 정신과적 진단 및 감별진단을 위해 반구조화된 진단면담
(Kiddie-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s and Schizophrenia-Present and 

Lifetime Version K-SADS-PL)과 지능평가를 시행하였다 .  뚜렛 장애의 경
우 , 틱 증상의 심각도는 한국어판 예일 틱 증상 평가 척도 (Yale Global Tic 

Severity Scale)로 평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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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Kiddie-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s and Schizophrenia-Present and 

Lifetime Version (K-SADS-PL) 

  32개의 DSM-IV 소아 청소년 정신과 질환의 현재 및 평생 이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반구조화된 면담도구이다 . 투렛 장애 및 동반질
환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K-SADS-PL은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연구되어 있다 .30

(나 ) 한국어판 예일 틱 증상 평가 척도 (Yale Global Tic Severity Scale) 

  Leckman 등이 개발하였으며 31 숙련된 임상가가 다양한 정보원과의 반구
조화된 면담 후 작성하며 자가평가 설문지와 직접관찰 평가의 장점을 살
피면서 각 평가방법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표준화가
되어 있다 .32 뚜렛 장애 및 기타 틱 장애에서 나타나는 운동틱과 음성틱
각각의 증상의 수 , 빈도 , 신한 정도 , 복합성 , 방해 정도 및 장해도를 포괄
적으로 평가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다) 한국판 웩슬러 아동 지능평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능 검사인 아동용 웩슬러 지능 검사(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III)33
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11개의 소검사로 되어 있다. 전체 지능,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을 산출

하였다.
(라) 소아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Achenback등에 의해 개발된 아동행동 평가도구로서 아동행동의 여러 

측면들에 대해 부모가 관찰한 바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34

국내에서도 표준화가 되어 있다.35 행동문제척도는 모두 118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각 항목들은 0에서 2점까지,3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

으며 총 12개의 소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소척도는 위축

(withdrawal), 신체증상(Somatic complaints), 불안 및 우울

(Anxious/depressedsyndrome),사회적 미성숙(Socialproblem),사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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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problems),주의력 문제(Attentionalproblems),비행(Delinquent
behavior),공격적 행동(Aggressivebehavior),내재화 증상(Internalizing
symptoms), 외향화 증상(Externalizing symptoms), 전체 점수(Total
score)등이다.이 척도에서는 문제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각각 원점수와 T 점수로 환산된다.

222...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방법 방법 방법 방법 

가. 뇌파 측정 및 분석

(1)뇌파의 측정
  뇌파기는 Cadwell 사의 디지털 뇌파측정기 (Cadwell Inc, Kennewick, 

Washington, USA, Model: EASY2EEG)를 사용하였다 . 시 상수 (time 

constant)는 0.1초 , 민감도는 7μV/mm 였고 뇌파 자료는 200 hz에서 수집되
었다 . 출력 단자는 국제 10-20 뇌파측정체계에 따른 Fp1, Fp2, F3, F4, C3, 

C4, P3, P4, O1, O2, F7, F8, T3, T4, T5, T6, Fz, Cz , Pz 의 19개 전극을
사용하였고 A1/A2의 기준전위를 사용하였다 . 

   각 전극의 해부학적인 위치와 그 뇌파 활성도의 기원이 완전히 일치하
지는 않지만 각 전극의 해부학적인 위치는 다음에 해당한다 : 등가쪽 전전
두엽 (dorsolateral prefrontal); F3/4, 감각운동피질 (sensorimotor cortex); C3/4, 

상두정영역 (superior pariera area); P3/4, 보조 운동 영역 (supplementary 

motor;SMA); Cz, Fz, 중전두이랑 (middle frontal gyrus); F7/8, 중 및 상 측두
이랑 (middle and superior temporal gyrus); T3/4,하 전두영역 (inferior frontal); 

F7/8 36,37

  뚜렛 장애 환자들은 총 10분간 뇌파 측정을 하였다 . 첫 번째 5분간은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틱을 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있는 상태였으며 다음 5분간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틱을
의식적으로 억제하도록 하였다 . 뇌파 측정과 동시에 틱이 흔히 발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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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인 얼굴에 8개의 근전도 (EMG) 전극을 부착하여 틱을 모니터링 하였
으며 이 과정은 모두 비디오 촬영이 동반되었다 . 연구 대상 아동에게 틱 

억제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뇌파 측정 이전에 담당의사

가 뇌파 찍는 전체 과정, 각 구간의 시간, 틱 억제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으며 실제 뇌파 촬영시 담당 기사가 다시 틱억제에 대한 교육과 지시

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은 없었으며 분석과정에

서 틱 억제기간 동안의 뇌파와 비디오 자료를 모니터링하면서 대상군이 

수면상태이거나(수면뇌파로 바뀌는 경우), 틱 움직임이 지나치게 많아서 

틱 억제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정상 대조군은 총 5 분간 눈을 감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휴식 상태의 뇌
파를 측정하였다 .

  뚜렛 장애의 경우 움직임에 의한 뇌파의 잡음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머리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머리 고정대를 특수 제작하였
다 . 뚜렛 장애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모두 머리 고정대를 사용한 상태에
서 뇌파 측정이 이루어졌다 . Fig 1

Fig 1. Head fixing device to reduce the head moving arti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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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파의 분석
  측정한 뇌파 자료와 근전도 자료 및 비디오 영상은 동시에 육안으로 확
인하면서 틱이 시작되는 시점을 뇌파 자료에 표시한 후 다음과 과정을 거
쳐 비선형 분석을 하였다 . 

(가 ) 틱 운동으로 인한 잡음 제거
  틱 장애 아동 뇌파 분석의 난점은 눈 깜빡거림이나 얼굴 찡그리기와 같
은 틱 운동 자체 뿐 아니라 나이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에 움직임
과 관련된 잡음이 많다는 것이다 . 이러한 잡음은 뇌파 분석을 통해 대뇌
정보처리과정을 추적하는데 장애가 되며 잡음제거과정은 필수적이다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잡음을 통제하였다 . 

 첫번째로 머리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머리 고정대를 특수 제작하였
으며 (Fig 1) 이 장치로 인해 과도한 머리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었다 . 

두 번째로는 육안으로 뇌파와 비디오 자료를 같이 보면서 틱 운동의 위치
를 표시하였으며 틱 운동이나 다른 움직임으로 인해 지나치게 잡음이 많
은 것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세번째로는 뇌파 분석과정에서 독립 요소
추출법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 독립요소추출법이
란 각 영역에서 측정한 뇌파가 독립된 신호들이 서로 섞여 만들어진 신호
라고 간주하고 , 서로 가장 독립적인 , 즉 하나의 신호가 다른 신호에 대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갖고 있게 만들어 얻어낸 신호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38 

이 방법을 사용하면 , 틱 운동과 같은 인한 잡음은 뇌파와 상관없는 독립
요소이므로 , 간단히 추출할 수 있다 . 이 독립요소를 제거한 후 뇌파를 다
시 복원하면 틱 운동에 의한 잡음이 제거된 깨끗한 뇌파를 얻을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뚜렛 장애 환자군의 휴식시와 틱 억제시 , 정상 대조군의
휴식시 뇌파에서 각각 무작위로 10초 동안의 뇌파 자료를 수집하였다
(Frequency : 2000Hz, total EEG time sample :2000). 뇌파 분석 구간의 시간

이 길면 그 변화에 관여하는 변수가 너무 많아져 그 의미를 과장할 수 있

으며 반면에 지나치게 짧으면 뇌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10초라는 뇌파 수집 기간은 뇌파의 역동적 특성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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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영하면서도 지나치게 변수가 많지 않는 시간이다. 뇌파의 잡음 제거
를 위한 독립 요소 추출법을 하기위한 ICA algorithm은 Matlab (The 

Mathworks, inc)의 toolbox EEGLAB을 이용하였다 .  

(나 ) 뇌파의 비선형 분석
  잡음을 제거한 뇌파 자료는 뇌파의 전극들 사이의 정보전달의 양과 방
향을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엔트로피 전달 (Transfer Entropy: 

TE)값을 구하였다 .

  엔트로피 (Entropy)는 무작위 과정 (random process)의 복잡성을 측정한다 . 

뇌파 신호의 엔트로피 (entropy)는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PDF)의 로그합 (logarithmical summing) 으로 계산된다 .28 확률밀도
함수 pi는 뇌파의 특정 시간 동안의 최대치와 최소치 사이의 진폭
(amplitude)을 고정 분활 (fixed partition)함으로써 정하며 각각의 빈도 (bin) 

에서 진폭들의 수를 측정한다 .  만일 시간이 i+1일 때 뇌파 진폭
(amplitude) 값이 지난 k 시간동안 time series인 X와 Y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면 아래와 같은 수식의 TE를 이용하여 time series X 와 Y 사이의 방
향과 관련성을 계산할 수 있다 .28

결합밀도 함수 (Joint PDF) 

p
는

x
, 

X
과

Y
의 결합

(combination)이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며 조건확률밀도 함수 (conditional 

PDF) 

p
는 이전의

X
과

Y
값을 알 때

x
이 특정한 값을 가

질 확률이다 . Y->X의 표시는 Y의 흐름이 X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측
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8

  본 연구에서 엔트로피 전달에 대한 알고리듬을 구현한 프로그램은
visual studio.net의 C#이었다 .  전체 연구 과정은 Fig 2에 도식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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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ig 2. Overview of the study 

나 . 통계
  뚜렛 환자군과 대조군의 휴식시 뇌파에서 엔트로피 전달의 차이와 뚜렛
환자에서 틱 억제시 엔트로피 전달의 변화는 대상환자 숫자가 적기 때문
에 비모수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휴식시 뚜렛 장애와 정상 대조군
의 각 뇌파 전극들 사이에서 엔트로피 전달값 차이는 비모수 통계방법인
Mann Whitney U test로 검정하였다 . 뚜렛 장애 환자들에서 틱 억제시 각
뇌파 전극에서 엔트로피 전달값의 변화는 관련된 집단간의 비모수 통계방
법인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검정하였다 . 뚜렛 장애에서 틱 억제와 관
련된 엔트로피 전달 값의 변화와 임상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틱
억제시와 의미있는 엔트로피 전달 값의 변화를 보인 채널에서 엔트로피
전달의 차이와 한국어판 예일 틱 증상 평가 척도와 소아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소척도 점수간의 Spearman rank order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
다 . SPSS13.0을 이용하여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 

1. EEG recording

   Tourette syndrome(N=11) : resting(5 minutes) -> tic suppression(5 minutes)

   Normal control (N=10)  : resting (5 minutes)

2. EEG sampling 

   Sampling frequency : 200 Hz, sampling time period : 10 sec

2. Noise reduction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

3. EEG analysis 
   Transfer Entropy(TE)
4. Statistics
    1) Tourette’s Syndrome(resing) vs Normal control  
    2) Tic suppression vs  Resting state in Tourette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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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결결결 과과과

1.연구대상의 특징

연구에 참여한 21명의 뚜렛 장애 환자와 정상 대조군의 특징은 표 1과
같다.대상군의 성별은 모두 남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뚜렛 장애의 경우
9.64± 1.21세 , 정상 대조군은 9.5± 1.51세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
었으며(p=0.233)전체 지능(p=0.365),언어성 지능(p=0.384),동작성 지능
(p=0.356)에도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뚜렛 장애 아동 중에서
공존질환을 가진 경우는 3명으로 모두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였으며 평
균 발병 연령은 7±2.05세였으며 예일 틱 증상 평가 척도의 총 점수의 평
균은 51±12.30였다 . 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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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of the patients with Tourette’s syndrome and normal 
control 

 
 VIQ: Verbal IQ, PIQ: Performance IQ, YGTSS; Yale Global Tic Severity Scale, MT;Motor 

Tic PT; Phonic tic,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2. 휴식시 뚜렛 장애 환자의 대뇌 피질 정보 전달

  휴식시 정상대조군의 뇌파와 뚜렛 장애 환자군의 뇌파 전극간의 엔트로
피 전달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여러 전극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 

이러한 차이는 비대칭적이었는데 F7,Fz,F8,C3,T3,T4에서 Fz,F4,F8,Cz,T3,T4

로 향하는 엔트로피 전달의 증가를 보였으며 Fp1,F2에서 T3로 ,F3,T4에서
C 3로 향하는 엔트로피 전달의 감소를 보였다 . 특히 전두엽 (F3,F4,F7,F8), 

Tourette’s Syndrome
(Mean±Standard deviation)

Normal control
(Mean±Standard deviation)

Age (year) 9.64±1.21 9.50± 1.51

IQ 

  VIQ 115.36±29.94 110.40±12.95

  PIQ 102.91±9.31 101.30±24.65

  Total 105.55±10.20 107.10±12.74

YGTSS

 MT 13.9±2.05

 PT 9.1±6.01

 Disability 28±6.05

 Total 51±12.30

Onset Age (year) 7±2.05

Comorbidity(Number) 

  ADHD   3

  Non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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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영역 (Fz,Cz), 측두엽 (T3,T4)사이의 정보 전달이 두드러졌다 . Table 2.  

   

Table 2 . Difference of mean TE values between normal control and TS in resting state

TE : Transfer Entropy, TS: Tourette Syndrome

Background color of the cell   :significantly increased TE by Wilcoxon signed rank test(p<0.05)

Background color of the cell  :significantly decreased TE by Wilcoxon signed rank test(p<0.05)

Direction of information flow : from the channel of left column to the channel of upper 
horizontal line 

 

 

Fp1 Fp2 F7 F3 Fz F4 F8 C3 Cz C4 P3 Pz P4 T3 T4 T5 T6 O1 O2
Fp1 -0.10.13 0.04 0.08 0.01 0.03 0.00 0.00 0.05 0.11 -0.17 -0.13 0.24 0.08 0.19 -0.03 0.09 0.1
Fp2 -0 0.14 0.08 0.14 0.05 0.11 0.04 0.01 0.08 0.17 -0.11 -0.07 0.3 0.15 0.26 0.04 0.15 0.16
F7 0.1 0.07 0.07 0.18 0.18 0.22 0.04 0.01 0.11 0.17 -0.08 -0.03 0.25 0.18 0.28 0.07 0.17 0.2
F3 0.06 0.05 0.11 0.16 0.13 0.18 0.04 0.01 0.07 0.18 -0.08 -0.03 0.27 0.14 0.28 0.08 0.19 0.21
Fz 0.04 0.08 0.19 0.14 0.15 0.21 0.08 0.08 0.1 0.23 -0.03 0.01 0.31 0.21 0.32 0.12 0.25 0.26
F4 -0 -0 0.19 0.11 0.16 0.1 0.08 0.01 0.11 0.22 -0.04 0.00 0.35 0.22 0.32 0.11 0.21 0.23
F8 0 0.01 0.21 0.13 0.2 0.09 0.11 0.01 0.12 0.26 -0.03 0.01 0.42 0.24 0.37 0.15 0.26 0.28
C3 -0 0.02 0.08 0.06 0.12 0.12 0.18 0 0.09 0.1 -0.09 -0.04 0.22 0.14 0.21 0.04 0.14 0.19
Cz 0.01 0.01 0.01 0.01 0.01 0.01 0.02 0.01 0.01 0.02 0 0.01 0.02 0.02 0.03 0.02 0.03 0.03
C4 0.04 0.03 0.15 0.08 0.13 0.15 0.17 0.07 0.01 0.19 -0.05 0.00 0.3 0.2 0.29 0.11 0.2 0.24
P3 0.05 0.07 0.14 0.13 0.18 0.18 0.24 0.06 0.00 0.13 -0.04 0.03 0.31 0.22 0.28 0.1 0.21 0.26
Pz -0.1-0.10.02 0.00 0.07 0.05 0.09 -0.04 0.00 0.02 0.06 -0.10 0.19 0.06 0.17 -0.03 0.06 0.11
P4 -0.1-0.10.05 0.04 0.1 0.08 0.11 0.00 0.00 0.05 0.12 -0.11 0.24 0.1 0.23 -0.02 0.11 0.16
T3 0.11 0.13 0.17 0.16 0.21 0.24 0.32 0.10 0.01 0.17 0.24 0 0..06 0.28 0.34 0.163 0.27 0.3
T4 0.03 0.05 0.17 0.11 0.18 0.2 0.24 0.09 0.01 0.15 0.22 -0.05 0.01 0.35 0.31 0.13 0.21 0.26
T5 0.07 0.09 0.18 0.15 0.21 0.2 0.17 0.09 0.00 0.15 0.2 -0.02 0.0 0.33 0.24 0.125 0.19 0.3
T6 -0.1-0.10.07 0.06 0.12 0.11 0.16 0.01 0.00 0.09 0.11 -0.12 -0.09 0.25 0.15 0.2 0.07 0.15
O1 0.04 0.04 0.15 0.13 0.19 0.16 0.23 0.08 0.01 0.13 0.2 -0.06 0.00 0.33 0.2 0.25 0.06 0.26
O2 0.04 0.04 0.17 0.13 0.2 0.18 0.24 0.10 0.01 0.15 0.23 -0.03 0.03 0.37 0.23 0.35 0.12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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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휴식시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여 뚜렛 장애에
서 의 대뇌 피질간의 정보흐름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Fig 3

Fig 3. Information flow in resting state of TS compared with normal control

3. 뚜렛 장애 환자의 틱 억제시 대뇌 피질 정보 전달

  뚜렛 장애 환자들이 틱을 억제하도록 하였을 때 휴식상태에 비해 상당
히 많은 부위에서 엔트로피 전달의 의미있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틱 억제시 엔트로피 전달의 변화는 좌우 대칭적이지 않았으며 전두엽응ㄹ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보였다 . 

  전두엽의 위치에 부착된 전극인 Fp1, F7, F3, Fp2, Fz, Cz, F8의 경우
F7, F3,  C3, T3, Fz, F8, T6, C4, T4의 방향으로 엔트로피 전달의 증가를
보였고 후두엽의 위치에 있는 O1, O2의 경우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며 두정엽의 위치에 있는 P3, P4는 T5, T3, O1 쪽으로의 엔트로피 전

TS : Tourette Syndrome

Red line:Direction of significantly increased        

      information flow between 2 electodes 

Blue line:Direction of significantly increased       

       information flow between 2 electodes 

Dot line : Bidirection of information flow in two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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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감소를 보였다 . 측두엽인 T5, T3, T6, T4의 경우에도 광범위한 엔트로
피 전달의 변화를 보였는데 F7, F3, C3, T3, Fz, C4, T4쪽으로는 엔트로피
전달의 증가를 보였으며 P3, O1, Cz쪽으로는 엔트로피 전달의 감소를 보
였다 . 3개 이상의 전극으로 의미있게 많은 정보전달을 하는 전극은 Fp1, 

F7, F3, C3, T3, Fz, Cz, T4, T6였으며 , 3개 이상의 전극으로부터 의미있게
많은 정보 전달을 받은 전극은 F7, Fz, T3, C4, T4였다 . 또한 Cz, T5, O1

로 향하는 몇몇 전극은 의미있게 감소된 엔트로피 전달의 변화를 보였다 . 

Table 3 

Table 3. Difference of mean TE values between tic suppressed state and resting state in TS 

TE : Transfer Entropy, TS: Tourette Syndrome, 

Background color of the cell   :significantly increased TE by Wilcoxon signed rank test(p<0.05)

Background color of the cell  :significantly decreased TE by Wilcoxon signed rank test(p<0.05)

Direction of information flow :from the channel of left column to the channel of upper 
horizontal line 

Fp1 Fp2 F7 F3 Fz F4 F8 C3 Cz C4 P3 Pz P4 T3 T4 T5 T6 O1 O2
Fp1 -0.01 0.18 0.09 0.15 0.2 0.29 0.07 0.00 0.15 -0.050.04 0.03 0.12 0.27 -0.12 0.06 -0.15 -0.07
Fp2 0.07 0.12 0.00 0.01 0.07 0.17 -0.04 0.00 0.04 -0.18-0.06-0.10 -0.010.09 -0.26 -0.1 -0.30 -0.22
F7 0.17 -0.02 0.22 0.21 0.22 0.20 0.17 0.00 0.23 0.10 0.13 0.13 0.31 0.38 0.05 0.1 0.02 0.07
F3 0.06 -0.11 0.23 0.08 0.13 0.17 0.08 0 0.14 -0.020.05 0.03 0.11 0.24 -0.08 0.07 -0.11 -0.04
Fz 0.17 -0.10 0.25 0.09 0.12 0.20 0.07 0.00 0.13 -0.020.06 0.04 0.15 0.24 -0.08 0.09 -0.10 -0.02
F4 0.22 -0.01 0.25 0.15 0.11 0.19 0.08 0.00 0.13 -0.030.06 0.02 0.15 0.18 -0.09 0.03 -0.11 -0.06
F8 0.29 0.07 0.22 0.17 0.16 0.18 0.09 0.00 0.16 0.00 0.06 0.02 0.15 0.18 -0.1 0.03 -0.14 -0.07
C3 0.08 -0.13 0.24 0.11 0.1 0.1 0.13 0.00 0.11 -0.010.03 0.04 0.12 0.23 -0.06 0.08 -0.09 -0.04
Cz 0 -0.01 0.02 0.00 0.01 0 0.01 0.00 0.01 -0.020 0.00 0.01 0.02 -0.02 0 -0.12 -0.01
C4 0.12 -0.10 0.23 0.13 0.1 0.11 0.14 0.07 0.00 0.00 0.03 0.00 0.12 0.2 -0.08 0.031 -0.20 -0.06
P3 0 -0.25 0.19 0.04 0.04 0.03 0.04 0.03 0.00 0.07 -0.04-0.02 0.07 0.14 -0.19 -0.03 -0.16 -0.15
Pz 0.05 -0.17 0.2 0.08 0.07 0.07 0.09 0.04 0.00 0.08 -0.1 0.00 0.08 0.18 -0.16 -0.01 -0.19 -0.12
P4 0.04 -0.20 0.2 0.06 0.06 0.04 0.06 0.05 0.00 0.05 -0.1 0.01 0.07 0.14 -0.18 -0.05 -0..09 -0.15
T3 0.1 -0.13 0.29 0.11 0.11 0.12 0.13 0.07 0.00 0.13 -0 0.04 0.02 0.26 -0.03 0.09 -0.09 -0.02
T4 0.19 -0.08 0.33 0.15 0.15 0.11 0.11 0.13 0.00 0.16 0.01 0.08 0..05 0.21 -0.02 0.06 -0.06 -0.01
T5 -0 -0.27 0.18 0.02 0.02 0.01 0.01 0.00 0.00 0.06 -0.2 -0.07-0.09 0.08 0.14 -0.03 -0.22 -0.19
T6 0.09 -0.15 0.27 0.11 0.11 0.07 0.09 0.08 0.00 0.09 -0.1 0 -0.01 0.16 0.17 -0.08 -0.10 -0.07
O1 -0 -0.17 0.16 0.03 0.03 0.02 0.01 0.00 0.00 0.05 -0.1 -0.05-0.08 0.06 0.14 -0.19 -0.03 -0.16
O2 0.01 -0.23 0.18 0.06 0.06 0.03 0.03 0.00 0.00 0.07 -0.1 -0.04-0.07 0.08 0.15 -0.19 -0.03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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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틱 억제시 대뇌 피질 영역간의 정보 전달의
흐름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Fig4와 같다 .

Fig 4. Information flow in tic suppressed state compared with resting state in TS

4. 틱 억제시 피질 정보 전달과 변화와 임상 변인과의 상관관계

  뚜렛 장애에서 틱 억제와 관련된 엔트로피 전달값의 변화와 틱 증상의
심각도 및 임상 증상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틱 억제시 휴식시에 비해
의미있게 엔트로피 전달의 변화를 보인 채널들의 엔트로피 전달 차이 값
과 한국어판 예일 틱 증상 평가 척도와 소아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K-CBCL) 소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

  틱 증상의 심각도를 반영하는 한국어판 예일 틱 증상 평가 척도의 총
점수와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채널은 하나도 없었으나 운동 틱과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채널은 2개로 T3->T4(Correlation coefficient ; 

CC, CC= 0.635), T4->Fz(CC=-0.626)이었고 음성 틱과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채널은 2개로 F7->F2(CC=0.641), Fz->F4(CC=0.609)였다 .

  소아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의 각 소척도와 상관관계를 보인 채널들을

TS : Tourette Syndrome

Red line:Direction of significantly increased        

      information flow between 2 electodes 

Blue line:Direction of significantly increased       

       information flow between 2 electodes 

Dot line : Bidirection of information flow in two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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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먼저 불안 및 우울의 경우 Fp2->C4(CC=-0.614)였고 신체 증상은
Fp2->O1 (CC=-0.653)이었다 . 사회적 미성숙의 경우 5개의 채널이 의미있
는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들은 F3->C3(CC=0.675), F4->T3(CC=0.744), 

Fp2->T4 (CC=0.822, p<0.01), Fp2->T5(CC=-0.705), Fp2->O1(CC=-0.670)이었
다 . 사고 문제의 경우 Fp2->T4(CC=-0.629)에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
다 . 주의력 문제는 가장 많은 8개의 채널에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
는데 이들은 Fp1->F4(CC=-0.644), F2->C4 (CC=-0.695), F3->T3 (CC=-0.654) 

F8->T4 (CC=-0.703), Cz->T5(CC=0.699), T4->T3(CC=-0.772), T3->C3 

(CC=-0.624), T6->T3 (CC=-0.648) 였다 . 비행의 경우 F2->C4 (CC=-0.695), 

공격적 행동은 Fp2->C4(CC=-0.685), Fp2->T4(CC=-0.703), 내재화 증상은
Fp2->C4 (CC=-0.636), Fp2->T4 (CC=-0.703), 외현화 증상은 O2->P3 

(CC=-0.636), Fp2->O1 (CC=-0.751)이었고 총 문제 행동 점수는 Fp2->C4 

(CC=-0.685), Fp2->T4 (-0.681), F4->T4 (CC=-0.621)이었다 . 

ⅣⅣⅣ...고고고 찰찰찰

  최근 뚜렛장애의 병태생리를 이해하기 위한 뇌영상 연구들이 많이 시
도되었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 기존의 연구
는 주로 구조적인 차이나 , 단면적인 대사량 또는 혈류량에 대한 연구였으
며 특히 피질의 정보전달의 양과 방향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뇌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뇌파 연구의 경우 선형분석을 이용한 몇몇의
정량적 뇌파 분석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보였는데 틱 발현에는 일반적인
운동 회로 외 다양한 영역의 피질의 이상과 비대칭적인 활성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8,39 본 연구는 뚜렛 장애의 경과 중에서 틱 증상이
가장 심하다고 알려진 연령인 8-12세의 40 동질적인 남아들을 대상으로 뇌
파의 비선형 분석을 이용하여 틱 억제시 대뇌피질 정보전달을 살펴본 첫
번째 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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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뚜렛 장애에서 휴식시 대뇌 피질 정보 전달과정
   본 연구는 뚜렛 장애 환자는 휴식시에도 정상 대조군과 비교할 때 많
은 채널에서 엔트로피 전달의 차이를 보였다 . 이러한 차이는 비대칭적이
었고 특히 전두엽 , 측두엽 , 중심영역에서 상부 측두 영역 (superior temporal 

area)에 해당하는 전극인 T3,T4와 36,37 보조 운동영역에 해당하는 Fz36,37, 

왼쪽 전전두엽 부위인 F836,37으로 향하는 엔트로피 전달값의 증가를 보였
다 . 이러한 결과는 휴식상태에서도 뚜렛 장애 환자군에서는 정상인과 구
별되는 지속적인 피질의 정보전달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 . 

  Stevens등은 13명의 성인 뚜렛환자를 대상으로 뇌파의 topography와 뇌
전기장 (electric field)의 순서 (sequence)를 기술하는 정량적 뇌파 분석
(quantitative analysis of EEG)을 시행하였는데 뚜렛 환자에서는 정상적인
단순 운동과는 구별되는 우측 -좌측 /좌측 -후측으로 향하는 비정상적인 활성
을 보였다고 하였다 .39본 연구는 아동의 경우에도 정상인과는 다른 비대칭
적인 피질 활성을 보이며 그 방향 역시 성인과 유사하게 우측 -좌측으로
향한다는 점은 일치하지만 그 영역을 보다 세분화 하면서 방향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

  뇌파 신호의 기원이 전극의 해부학적 위치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
니며 피질하 영역의 정보전달은 잘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엔트로피 전달
분석은 대뇌 피질영역의 전반적인 정보전달의 정도와 방향을 보여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 본 연구에서 휴식시 상태라고 하는 것은 틱과 관련하
여 특별히 의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인데 임상적으로 환자
군은 계속하여 틱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다 .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의
보인 엔트로피 전달의 차이는 틱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이든 간접적
이든 틱 증상과 관련된 피질의 기저 정보전달을 의미할 수 있다 . 

  틱 증상과 관련된 기능적인 회로를 밝히기 위한 [15O] H2O 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연구에서는 틱 증상 발현에 안쪽 및 가쪽 운동
앞 피질 (medial and lateral premotor cortex)과 앞쪽 대상 (anterior cing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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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쪽가쪽 -입쪽 전전두 피질 (dorsolateral-roastral prefrontal cortex), 아래 두정
피질 (inferior parietal cortex), 조가비핵 (putamen),미상핵 (caudate),일차 운동
피질 (primary motor cortex), 브로카 영역 (Broca’s area), 위 측두이랑 (superior  

temporal gyrus), 섬 (insula), 담장 (claustrum)과 같은 부위의 활성을 보고하였
다 . 41 이 연구는 뚜렛 장애의 발병에는 중요 병리 영역으로 알려졌던 기
저핵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적 연결회로가 작용함을 보여주
고 있다 . 즉 기저핵과 관련되어 있는 CSTC는 흥분과 억제의 균형을 통
해서 운동을 조절하는데 뚜렛 장애의 경우 이러한 균형이 파괴되어 있음
을 시사한다 . 하지만 이 연구는 6명이라는 제한된 대상군의 숫자 뿐 아니
라 대상군이 연령이 성인이라는 점 때문에 그 결과의 일반화에는 어려움
이 있다 .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피질영역사이의 활성
을 보여주고 있는데 등가쪽 전전두엽 , 위측두 이랑의 활성이 있다는 점은
상기 성인의 연구와 유사하지만 우측 중전두이랑 (middle frontal gyrus)인
F8, 보조운동 영역인 Fz,  측두엽 영역인 T3, T4영역으로 향하는 정보 전
달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새롭게 보여 주고 있다 . 이러한 변화는
뇌발달이 진행되고 있는 아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성인
기까지 지속되는 뚜렛 장애와 아동기 뚜렛 장애의 기능적 차이를 반영하
는 것일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뚜렛 장애와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던 전두엽 영역
뿐 아니라 측두엽에서 보다 많은 정보 전달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측두엽과 뚜렛 장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받
지 못하였다 . 그러나 우측 측두엽 절제 후 뚜렛 장애가 발생했다는 연구
도 있으며 42 몇몇의 기능적 뇌영상 연구에서도 전두엽이나 기저핵 외에도
측두엽의 활성이상을 보고하기도 한다 .41,43 본 연구와 비슷한 연령의 뚜렛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99mTc-hexamethylpropylene amine 

oxime(HMPAO) Brain SPET 연구에서는 뚜렛 장애는 좌반구가 보다 관여
하며 좌측 측두엽과 비대칭적인 등가쪽 전두 (dorsolateral frontal), 가쪽 및
안쪽 측두 영역 (lateral and medial temporal area)에 의미있게 낮은 뇌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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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보였다 .43 또 다른 Tc-99m-ECD Brain SPECT 연구에서는 뚜렛 장애
에서 왼쪽 미상핵 (caudate), 띠이랑 (cingulum), 우측 소뇌 (right cerebellum), 

좌측 등가쪽 전전두엽 (left dorsolateral prefrontal), 좌측 안와 전두영역 (left 

orbital frontal region)에서 뇌혈류량 감소를 보였다 .44 본 연구에서 보인 전
두엽과 측두엽의 활성 증가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와 일치되는 부분이 있
지만 그 해부학적인 위치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차이는
대상군의 연령이나 수 , 연구 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
구에서 보인 엔트로피 전달의 정확한 보다 임상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는 기존의 기능적 뇌 영상 연구와 동시에 진행되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

2. 틱 억제 시 대뇌 피질 정보전달과정
   본 연구에서는 뚜렛 장애 환자들에게 틱을 억제하도록 하였을 때에는
대칭적이지 않은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엔트로피 전달값의 의미있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전두엽과 측두엽간에는 의미있는 엔트로피 전
달값의 증가를 보였고 두정엽의 경우는 측두엽과 후두엽으로의 엔트로피
전달의 감소를 보였으나 후두엽은 변화가 없었다 . 특히 3개 이상의 전극
으로 의미있게 많은 정보전달을 하는 전극은 Fp1, F7, F3, C3, T3, Fz, Cz, 

T4, T6였으며 , 3개 이상의 전극으로부터 의미있게 많은 정보 전달을 받은
전극은 F7, Fz, T3, C4, T4였다 . 

  틱억제 과정은 주의력을 요하는 작업 (attention-demanding task)으로서 지
속적인 신체감각 정보 (somatosensory information)의 갱신 (update)을 필요로
한다 . 반응이나 행동 억제에 대해서는 전전두엽의 역할이 많이 알려져 있
다 . 전전두엽은 해부학적으로 다양한 피질과 피질하 구조와 연결되어 있
으며 45,46 흥분활동과 억제 활동의 균형적인 조절을 통해 두뇌 정보 흐름을
조절한다 . 운동의 억제에는 선택적 주의력 , 비수의적인 운동의 억제 , 자기
행동의 감시 , 작동기억 (working memory)와 같은 전전두엽의 신경인지기능
도 관여한다 .47,48 또한 운동 억제에 있어서 이 영역은 움직이지 않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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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정에 관여하며 49,50 보조운동영역 (SMA)과 함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역동적인 체계의 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 보조운동영역의 자극은 운동 시
작을 억제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을 멈추게 한다 .51,52

  전두엽에서 피질하 조절 약용은 일차적으로 전전두엽에서 미상핵으로의
흥분성 전달 (projection)에 의해서 일어나며 미상핵은 억제적인 GABA 전
달을 창백핵 (globus pallidus)과 흑색질 (substantia nigra)로 전달하며 , 이 이후
에는 시상 (thalamus)으로 전달되고 시상 (thalamus)은 다시 피질로 전달한다 . 

정확하게 이 회로가 운동 피질에서는 적절한 운동 반응을 어떻게 시작하
고 조절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1) 직접적으로
시상 (thalamus)의 운동관련핵 (motor relay nuclei)으로 작용하는 전전두엽에
서 시상 (thalamus)과 기저핵 (basal ganglia)의 감각운동 (sensorimotor) 회로와
53-55 2) 전전두엽에서 보조운동영역 (SMA), 전운동 (premotor), 띠이랑
(cingluate), 운동 피질 (motor cortex)로 전달되는 회로 52를 통해서 일어난다 .

   틱 억제와 관련하여 성인을 대상을 한 fMRI연구에서는 전전두엽 , 두정
엽 , 측두엽 , 띠이랑 피질 (cingulated cortex)이 틱 억제에 관여하였으며 15 틱
억제시 뇌파 coherence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틱 억제시 frontomesial 

network가 과활성 돤다고 한다 .16 본 연구에서도 체감각 정보와 관련된
측두엽 , 운동 억제와 관여하는 전두엽과 중심영역 (central area)의 활성을
보였는데 이는 틱억제 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한다 . 그러나
피질 활성을 보인 부위는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였고 전두
엽에서 중심영역 , 측두엽으로의 방향으로 정보 전달을 보였고 , 특히 많은
정보 흐름이 중심 영역 및 측두엽부분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
다 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두정엽에서 측두엽과 후두엽으로의 엔트로피 전달의 감
소를 보였는데 뚜렛 장애에서 두정엽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 PET와 SPET와 같은 기능적 뇌 영상에서는 뇌 혈류량의 변화나 단
면적인 대사량의 변화를 감지하지만 실제 뇌 신경회로에서의 기능을 직접
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한다 . 뇌의 신경회로는 흥분성 및 억제성 신경전달



-23-

을 통해서 일어나기에 특정 부위의 대사량의 증가는 회로의 활성화를 야
기할 수도 있으며 억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뇌파의 엔트로피 전달 분석은 뇌의 구조적인 역역보다는 신경회로의 포괄
적인 기능적인 측면을 보다 잘 반영하는데 정보 전달의 성상과 방향을 정
량화 한다 . 그렇기에 실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뇌기능을 예민하게 반영하
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  

   본 연구에서 보인 새롭게 제시된 피질 영역간의 정보 전달의 흐름은
아동 특이적인 뇌 발달에 따른 변화때문일 수도 있으며 뚜렛 장애의 일차
적인 병리를 반영하는 것이거나 피질 하 영역의 이상에 대한 적응적인 변
화를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 또는 뚜렛 장애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동반 증상과의 관련성 때문일 수도 있다 .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임상 변인을 포함시킨 장기간의
추적관찰연구 및 구조적 및 기능적 뇌영상을 결합시킨 후속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

3. 틱 억제시 엔트로피 전달 값의 변화와 임상 변인과의 상관관계
  틱 억제시 변화된 엔트로피 전달 값과 틱 증상 심각도와의 관련성을 살
펴보면 먼저 틱 억제 후 의미있는 엔트로피 전달 값의 변화를 보인 55개
의 채널 중에서 한국어판 예일 틱 증상평가 척도 전체 점수와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인 채널은 하나도 없었다 . 단지 4개의 채널에서만이 각각의
운동틱 또는 음성틱과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들 채널들과 틱
증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후 후속 연구들이 시행되어야 분명해 질
것이다 . 본 연구에서 보인 틱 증상의 심각도와 피질 정보 전달의 약한 관
련성은 틱 억제시 피질에서의 정보전달은 틱 증상의 심각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 기존의 연구 역시 틱 억제시
활성화 되는 피질회로는 틱 증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질의 활성도는 틱 증상에 따른 적응적인 변화로 여겨지고 있다 .15,16 아
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적응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피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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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아동의 경우에도 확립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틱 억제와 관련된 엔트로피 전달값의 변화와 소아 청소년 행동평가 척
도 소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증상에 따라 다양한 상관관계의
정도를 보였다 . 사회적 위축과 관련성을 보이는 채널은 하나도 없었으며
불안 및 우울 , 신체 증상 , 비행 , 공격적 행동 , 내재화 증상 , 외현화 증상은
3개 이하의 채널에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미성숙의 경우
5개의 채널에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주의력 문제는 가장 많은
8개의 채널에서 상관관계를 보였다 . 틱 억제와 관련된 피질 정보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 변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 

  본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점은 다른 변인보다도 주의력의 문제가 많을수
록 전두엽의 엔트로피 전달의 변화는 적다는 것이다 . 틱 억제 과정은 상
당한 주의력이 요구되는 작업이기에 주의력과 관련있는 전두엽이 활성화
되는 것은 본 연구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예측되는 결과이다 . 그러나 본
연구는 주의력의 문제가 있는 경우 틱 억제시 활성이 보다 떨어진다는 것
이며 이는 효과적인 틱 억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전두엽 외에도 T3영역이 주의력과 관련하여 정보
전달의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 이 영역은 뚜렛장애의 경우 휴식시에도
정보흐름이 집중되는 부위였는데 뚜렛장애에서 이영역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 T3는 좌측 상 및 중 측두 이랑의 위치에 있으며
이 영역은 체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과정에 주의
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 그러나 이 영역의 변화가 전극의
해부학적 위치인 측두엽의 활성을 반영하는 것인지 , 아니면 다른 기원을
가진 것인지 , 뚜렛 장애의 병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와 같은 의문
에 대해서는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4. 뚜렛 장애에서 피질의 기능과 예후와의 관계
  뚜렛 장애는 아동기에 발병하는 만성적인 질환이지만 성인이 되면 많은
경우 , 관해를 보인다 . 이런 예후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25-

많지 않은데 전두엽에 대한 한 다음 연구는 예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 155명의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뇌영상 연구가 시행되었
는데 피질 하 구조 뿐 아니라 피질 영역이 뚜렛 장애의 병리에 중요한 역
할을 함을 보여주었다 . 특히 전두엽의 경우 성인과 아동을 비교할 때 이
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다 . 렌즈핵 (lentiform nucleus)의 체적의 차이과 뇌
량 (corpus callosum)의 이상은 성인이나 아동의 차이가 없었지만 피질의 체
적은 성인에 비해 아동의 경우 매우 증가되어 있었다 . 특히 전전두엽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성인까지 증상이 남아있었던 뚜렛장
애의 경우 정상대조군에 비해서도 적은 체적을 보였다 . 또한 안와전두엽
은 틱 증상의 심각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러한 소견은 충동 조
절에 작용하는 이 부위의 체적 감소 때문에 적절한 틱 증상에 대한 보상
작용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 이처럼 아동에서 증가된 전전
두엽 체적은 틱을 억제하거나 보상작용을 하기 위해 activity-dependent 

plastic change임을 시사한다 .9

  정상적인 뇌에서 전두엽의 성숙은 사춘기까지 이루어지는데 57 뚜렛 장
애의 경우 사춘기를 지나면서 많은 호전을 보인다 . 이 결과는 사춘기때의
전두엽의 성숙은 뚜렛 장애의 예후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어
떤 이유로든 전두엽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을 보이는 경우 틱에 대한 억제
작용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하여 틱 증상을 계속 지속시키게 만들 수 있
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 이러한 가설의 확인을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전
두엽의 정보 전달의 변화와 뚜렛 장애의 경과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대상군의 숫자가 11명으로
제한적이다 . 처음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보다 많았지만 대상군이 협조가
어려운 아동일 뿐 아니라 뚜렛 장애의 특성상 움직임에 의한 뇌파 자료의
잡음 때문에 많아 제외되는 자료가 많았다 . 하지만 이 대상군들은 나이
범위 , 성별 , 공존질환 , 약물 노출력 , 손잡이와 같은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
어진 비교적 동질적인 군이었다 . 두 번째는 뇌파의 특성상 의미있는 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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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달의 신호의 기원에 해당하는 해부학적인 위치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 뇌파의 경우 안전하여 아동에게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적인 해상력이 뛰어나서 뇌의 기능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준
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공간력 해상력에는 제한이 있다 . 최근 뇌기능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많은 전극을 사용한 정량적 뇌파 분석 및
fMRI를 결함한 새로운 기계가 소개되고 있다 . 일차적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새로운 도구를 적용한다면 본 연구에서 보인 결과들의
의미가 보다 더 밝혀질 것이다 . 세 번째는 19개의 뇌파 채널들간의 정보
흐름의 양 뿐 아니라 방향을 보는 엔트로피 전달의 경우 모두 361개라는
다변수 분석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보일 수 있는 혼란 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점이다 . 

VI.결결결 론론론

1. 본 연구는 뚜렛 장애 아동에서 뇌파의 비선형 분석을 이용하여 틱 억
제시 대뇌피질 정보전달을 살펴본 첫 연구이다 .

2. 틱 억제시 전두엽과 측두엽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뇌파 채널들에서 비
대칭적으로 의미있는 피질간의 정보 전달이 관찰되었다 . 

3. 틱 억제시 피질간 정보전달은 틱 증상의 심각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었고 주의력의 문제가 많을수록 전두엽의 엔트로피 전달의 변화는 적었
다 .

4. 뚜렛장애의 병리에는 피질 하 구조에 대한 피질의 조절이 중요한 역할
을 하는데 전두엽에서의 정보 전달이 이에 관여함을 시사한다 .

5. 엔트로피 전달을 이용한 뇌파의 비선형 분석은 피질 기능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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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 Tourette Syndrome(TS) is a chronic neuropsychiatric disorder 

characterized by multiple motor and vocal tics with onset in childhood. 

Substantial evidences suggest TS as a disorder of 

Cortico-Striatal-Thalamocortical Circuit(CSTC). 

Objectiv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tical mechanism 

underlying tic suppression in drug naïve boys with TS using new nonlinear 

analysis of EEGs, be called ‘Transfer Entropy(TE)’ which can detect the 

directed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wo systems. 

Method : Subjects were 11 drug naïve boys with DSM-IV diagnosis of 

TS(mean age±S.D=9.64±1.51) and 10 control boys(mean age± S.D=9.5±1.21 

years). Clinical assessment included Kiddie-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 

and Schizophrenia-Present and lifetime version (K-SADS-PL), the Yale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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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 Severity Scale,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and IQ 

tests(KEDI-WISC-III).

EEGs were recorded from 19 scalp loci of the international 10-20 systems. 

We recorded EEGs of TS patients in resting state for 5 minutes and  tic 

suppressed state  for 5 minutes. We also recorded EEG of control subject in 

resting state for 5 minutes. The mean values of TE in each channels were 

estimated for this EEG time-series data. . Mann Whitney U test  and 

Non-parametrical two-related-samples test were implemented to investigate 

differences of mean TE values between TS and control  in resting state and 

difference between tic suppression and resting state in TS patients using 

SPSSWIN13.0.

Result : Elevated TE was found from multiple channels to superior temporal 

area (T3, T4) and frontal area(Fz,F8)  in resting state of TS compared with 

normal control. Elevated TE was found from multiple channels including 

frontal area to frontal, temporal and central areas( Fz, F7,T3, C3,Cz,C4 and 

T4), and decreased TE was found from multiple area to left temporal, left 

occipital and central areas(Cz, T5,O1) during the voluntary suppression of tics 

in TS. 

Conclusion : Significant asymmetrical cortical information transmission was 

observed between multiple EEG channels during tic suppression in TS as 

well as resting state of TS compared with normal control. This findings 

suggests that the pathogenesis of tics involved an impaired modulation of 

neuronal activity in subcortical neural circuit. EEG analysis using TE can be 

a useful tool to investigation of cortical mechanism of tic suppression.

Key Words: Tourette Syndrome (TS), tic suppression, nonlinear analysis, 

Transfer Entropy(TE),  E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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