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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주요우울장애환자에서 H2
15O 양전자방출단층촬영으로 평가한 

주의조절 관련 뇌기능에 대한 모다피닐의 투여효과  

 

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 신경인지기능 및 뇌영상 연구를 통해 주요우울장애 환자에서 

주의력 결핍을 포함한 신경인지기능의 이상과 뇌 구조 및 기능적 이상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정서자극에 대한 지속적 주의기능 및 뇌 

활성 양상을 정상대조군과 비교하고 약물의존을 유발할 위험성이 낮은 

정신각성제인 모다피닐 투여가 지속적 주의기능 수행 및 뇌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주요우울삽화로 진단받은 주요우울장애 환자 12 명과 정상 

대조군 12 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모두 오른손잡이였으며 

정상대조군은 환자군과 연령 및 학력을 맞추어 모집하였다. 지속적 

주의력 평가과제(sustained attention to response task, SART)를 본과제로 

이용하여 지속적 주의기능을 측정하였고 뇌 활성 비교분석을 위하여 

단순연속반응검사를 대조과제로 시행하였다. 인지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의 

국소 뇌 혈류량은 H2
15O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습과제를 시행하였고 모다피닐 200mg을 경구투여하기 전과 약물투여 

2 시간 30분 후에 같은 과제와 뇌 촬영을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SPM2와 

SPSS 13.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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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결과결과결과: 우울증상과 불안증상은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두 집단간 혹은 약물투여 전과 후에 

있어서 주의력 과제 수행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집단간 

비교: p=0.64; 약물투여효과: p=0.34). 대조과제 수행 동안에 비하여 본과제 

수행 동안 시상과 소뇌 및 시각 중추영역을 중심으로 한 뇌 활성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는데 과제에 따른 뇌 활성화 효과는 정상대조군과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약물투여 후의 주의력과 관련된 뇌 활성의 증가 효과는 정상대조군에 

비해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전두-시상-소뇌 영역의 활성 증가가 

관찰되었다. 

  결론결론결론결론: 행동반응의 주의 깊은 조절을 필요로 하는 인지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소뇌와 시상 및 대뇌피질 등을 포함한 뇌 영역의 활성증가가 

관찰되었으며 행동수행에 있어서 두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핍조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진 모다피닐의 투여는 

정상인에 비해 우울장애 환자군에서 주의력 관련 뇌 영역의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를 종합할 때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은 정상대조군에 비해 보상 가능한 수준에서 주의력 결핍상태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주요우울장애에서의 신경인지기능 결핍소견을 

자세히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주요우울장애, 지속적 주의력,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모다피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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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우울장애에서주요우울장애에서주요우울장애에서주요우울장애에서 주의력과주의력과주의력과주의력과 관련된관련된관련된관련된 뇌기능뇌기능뇌기능뇌기능 변화변화변화변화 및및및및 모다피닐모다피닐모다피닐모다피닐  

투여효과투여효과투여효과투여효과 - H2
15O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단층촬영 연구연구연구연구  

 

<지도교수 김김김김 재재재재 진진진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석석석 정정정정 호호호호  

 

ⅠⅠⅠⅠ. 서서서서 론론론론   

 

1. 연구배경  

 

  가. 우울장애와 신경인지기능 변화 

우울장애는 기분의 저하 뿐 아니라 불안, 수면장애, 인지기능의 저하와 

정서처리 기능의 이상과 같은 다양한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임상 

증후군으로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신경인지기능의 저하와 이와 

관련된 뇌 구조 및 기능이상이 보고되어 왔다.1 

우울장애 환자의 신경인지기능 결핍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억 및 

학습과 관련된 인지기능의 저하,2,3 주의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결핍소견,4-7 실행기능의 저하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정서처리에 

대한 연구에서는 초발 삽화의 우울장애 환자군에 비해 재발성 우울장애 

환자군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과민함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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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한 중추신경계의 구조 및 기능적 이상에 

대해서도 보고되고 있는데 기억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해마부피의 감소가 보고되었고9 주의기능의 유지와 관련이 있는 앞쪽 

띠이랑(anterior cingulate gyrus)의 기능이상도 보고되고 있으며10 실행기능의 

결핍과 관련 있는 우측 등바깥쪽전전두영역(right dorsolateral prefrontal 

area)을 포함한 전두엽의 기능저하는 우울장애 환자군 중에서도 증상이 

보다 심하고 만성경과에 있는 경우에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1-15 이 외에도 질병의 이환기간과 국소적인 혹은 

전반적인 뇌 피질의 부피감소 사이에 상관성이 보고되고 있다.16-18 

하지만, 이러한 주요우울장애의 신경인지기능결핍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인지기능 결핍과 관련된 뇌 구조 및 영역들도 

확정적으로 상관성이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우울장애의 

신경인지기능 결핍 특성과 이와 관련된 뇌 영역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나가야 할 부분이다. 

 

나. H2
15O를 이용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연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은 생체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생화학적 변화를 양적인 측면과 영역적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이 방법을 뇌의 기능 변화 조사를 

위해 사용하면서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과 함께 기능적 뇌영상술의 한 방법으로 뇌 기능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PET에서는 동위원소와 촬영기를 이용하여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의 분포와 양을 측정할 수 있는데 [15O]을 이용하여 합성한 

H2
15O 는 빠른 신체 흡수속도(인간에서 약 12초)19와 짧은 

반감기(2.04분)20를 가지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인지과제를 10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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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으로 반복해서 시행하면서 뇌 기능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서 

인지기능과 관련된 신경구조와 기능을 조사하는 연구에 유용한 방법이다. 

 

다. 주의력과 관련된 신경구조 및 주의력 측정과제 

이번 연구에서는 주요우울장애 환자에서 관찰되는 신경인지기능의 

이상 중에서 주의력과 관련된 기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Mirsky 등이 정리한 주의력과 관련된 모델21에 따르면 주의력은 표적자극 

에 대한 선택적 주의와 관련된 “focus-execute”, 선택된 표적에 초점을 

맞춘 주의력을 유지하는 “sustain”, 주의하고 있는 초점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전환하는 “shift”와 표적과 관련된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encode” 등의 네 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주의력의 네 요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신경구조들로는 

“focus execute”와 아래두정피질(inferior parietal cortex), 위측두피질(superior 

temporal cortex), 선조체(striatum)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sustain”은 망상체(reticular formation)와 “shift”는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 앞쪽띠이랑(anterior cingulate)과 관련 있고 “encode”는 해마 

(hippocampus), 선조체(corpus striatum) 등이 언급되었다.  

한편, 주의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자동적인 정보처리와 주의력만을 요구하는 인지과제에서는 위의 모델에서 

제시한 주의력의 요소 중 “sustain” 요소가 주로 관여하게 되며 조절이 

필요한 정보처리과정을 요구하는 주의력 과제에서는 “execute, encode, 

shift” 등의 요소들이 함께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번 연구를 

위해서는 전자의 요소를 반영하는 인지과제를 대조과제로 후자의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인지과제를 본과제로 각각 구성하여 뇌 촬영 검사 시 

시행하는 인지과제로 계획하였다. 자동처리과정은 모든 자극에 대하여 

단순하게 반응을 유지하는 연속수행검사(continuous performance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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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를 통해 측정하고 정보처리와 반응의 조절이 필요한 주의력 

과제로는 뇌손상 환자와 우울장애 등의 환자군에서 주의기능과 관련한 

결핍소견을 선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는 반응에 대한 

지속적 주의력과제(the sustained attention to response task, SART)22를 변형하여 

구성하였다. 기존의 반응에 대한 지속적 주의력과제에서는 시각 자극으로 

1부터 9의 숫자를 사용하였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우울장애 환자 에서 

정서자극의 처리에 대한 인지결핍이 관찰되었다는 이전 연구결과 들을 

고려하여 정서자극을 시각자극으로 이용한 주의력과제로 실험과제를 

구성하였다. 

 

라. 주의력과 관련된 모다피닐 투여효과 

이 연구에서는 주의력과 관련된 약물투여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모다피닐을 사용하였다. 모다피닐(modafinil, Provigil®)은 정신자극제 

(psychostimulant)의 일종이지만 암페타민이나 메틸페니데이트 등과는 달리 

남용의 위험이나 독성이 적으면서 기면병(narcolepsy)과 같은 과도한 주간 

졸리움이나 피로감을 개선시켜주고.23 주간의 정상적인 경계력(vigilance)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다피닐.24,25은 우울장애 환자의 피로 

감과 졸리움 증상의 개선에 있어서도 급성기에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 모다피닐의 약물작용기전은 약물도입 초기에는 시냅스 

후 α1-수용체의 작용제(agonist)로 알려졌으나.25,27 최근에는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전달을 증가 시키고.28-30 GABA 활성도를 낮추는 작용을 통해.31,32 

각성상태를 촉진시킨다는 기전도 보고되고 있으며 약물작용 부위는 

시상하부에 선택적으로 작용하고 약물의존과 관련이 깊은 보상 

회로(reward circuit)에는 친화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3 모다피닐 

의 인지기능 향상효과는 과제의 난이도나 투여대상에 따라 제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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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난이도가 높은 인지과제에서 수행능력을 

유의하게 향상시키고 주의기능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난이도가 낮은 

경우에는 유의한 인지기능 향상효과를 관찰할 수 없다는 보고들이 

있으며.34 정상인에서 모다피닐 투여는 기분상태의 개선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인지기능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35 한편, 

장기간의 행군이나 수면박탈과 같은 수면부족 상황에서는 정상인에서도 

주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36 

 

2. 연구목적 및 가설 

   이 연구에서는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표정정서자극에 대한 지속적 주의력 측정과제를 시행하는 

동안 뇌활성 양상을 측정하여 정상대조군과 비교함으로써 주요우울 

장애에서 관찰되는 주의력과 관련된 뇌 기능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모다피닐의 투여가 지속적 주의력과제 수행 및 뇌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전 연구결과들을 참고할 때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은 주의력 과제수행에 있어 정상대조군에 비해 수행능력의 결핍이 

관찰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지속적 주의력 과제 수행 동안의 뇌활성화 

양상에 있어서도 주요우울장애 환자군과 정상대조군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울러, 지속적 주의력 과제 수행에 있어 

모다피닐 투여는 우울장애 환자군 및 정상 대조군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주의력 결핍증상을 

보이는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더 뚜렷하게 관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모다피닐 투여 후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을 통하여 약물투여 전과 비교해 

서 지속적 주의기능과 관련된 뇌 신경구조의 기능변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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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가. 우울장애 환자군 

      정신질환의 진단을 위한 통계편람-IV판(DSM-IV)의 진단기준에 

의해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은 오른손 잡이 환자 12명(남자7명, 

여자5명)이 환자군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환자의 우울증상은 

17-항목 해밀턴 우울증상 척도(Hamilton depression scale)37점수를 

기준으로 18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에 참여하였다. 

환자의 약물치료는 최근 2주간 약물복용을 하지 않았거나 

항우울제만을 복용한 경우로 제한하며 주의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예: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항정신병약물 등)을 

복용한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정신병적 양상이 

있거나 동반된 다른 정신과적 질환이나 신체 질환이 있는 

환자도 제외하였다.  

  

   나. 정상 대조군 

      정신과적 질환의 과거력이나 현 병력이 없으면서 신체적 

질환이 없는 오른손잡이 정상인 12명이 정상대조군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정상대조군은 환자군과 성별, 연령 및 학력에 

차이가 없도록 맞추어 원내 홍보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정상대조군의 성별분포는 환자군과 일치하였으며 연령과 

학력에 있어 두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 

주요우울장애 환자군: 24.8 ± 3.4세, 정상대조군: 25.8 ± 1.8세, t = -

0.901, df = 22, p = 0.377; 교육기간, 주요우울장애 환자군: 14.5 ± 

1.7년, 정상대조군: 15.1 ± 1.7년, t = -0.838, df = 22, p = 0.411).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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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지능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주요우울장애 환자군: 

105.2 ± 8.4, 정상대조군: 111.7 ± 7.5, t = -2.009, df = 22, p = 0.057).  

 

   다. 기타 제외조건 

      PET 촬영을 위하여 현재 임신중인 여성은 환자군 및 

정상대조군에서 제외하였다. 

 

2. 진단 및 평가 

 

가. 진단: 환자군의 주요우울장애 진단 및 기타 정신질환의 

감별진단과 정상대조군의 정신질환 선별진단을 위하여 DSM-

IV에 따른 정신질환의 I축 진단을 위한 구조화된 임상 

면담(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axis I disorders in DSM-IV, 

SCID-I)38을 시행하였다. 

 

나. 증상평가: 인지과제 수행 직전 시점으로 환자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척도를 이용하여 우울 및 불안 

증상평가를 시행하였다. 

 

1) 벡 우울증상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39 

2) 벡 불안증상 척도(Beck anxiety inventory)40 

 

 다. 지능평가: 피검자의 지능이 인지과제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하기 위해 단축형 지능 및 기억 검사를 시행하였다. 

        한국 웩슬러 지능검사(KWAIS) 단축형(WARD7 형)41 

        (상식, 공통성, 산수, 숫자, 바꿔쓰기, 빠진곳찾기, 토막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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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적 주의력 평가 과제  

 

가. 자극 사진 

   : 자극사진은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로 24cm, 세로 

17cm의 회색 바탕 위에 가로 8cm, 세로 12cm의 얼굴사진을 

왼쪽 혹은 오른쪽에 치우치도록 배치하여 제작하였다. 

얼굴사진은 Ekman 등이 연구하여 발표한 표정얼굴사진42을 

이용하였다.  

 

Fig. 1 The example of visual stimuli 

 

    

(a) neutral face     (b) happy face      (c) fearful face      (d) sad face 

 

나. 연습과제시행: 본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반복효과 및 학습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실험과제를 1회씩 시행하였고 

과제의 시행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 추가적인 연습과제를 

실행하여 과제시행방법을 숙지한 후 본 실험을 시행하였다. 

 

다. 본 실험과제 - 반응에 대한 지속적 주의력 과제 

(the sustained attention to response task, SART) 

: 120개의 비표적 얼굴사진(중립정서표정, 행복표정, 슬픔표정)과 

32개의 표적 얼굴사진(공포표정)을 무작위로 배치하되 

표적자극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제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표적자극 사이에 2개 이상의 비표적 자극이 배치되도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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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semi-randomization)로 화면의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하여 

제시하였다. 자극제시 시간은 얼굴사진자극을 300msec 동안 

제시하고 700msec의 반응대기시간을 두어 자극간 시간간격은 

1sec로 하였다. 과제수행방법은 비표적 자극이 제시된 경우 

자극의 위치에 따라 왼쪽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되 

표적 자극에서는 마우스 버튼을 누르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대조 실험과제 – 단순연속반응과제 

 (simple continuous performance task, CONT) 

: 지속적 주의력과제 수행 동안의 뇌 활성화 양상을 비교관찰하기 

위하여 대조 실험과제를 시행하였다. 대조과제에서의 자극은 

본 실험과제와 동일하게 제시하되 표적 자극이나 비표적 

자극에 무관하게 모든 자극에 대해 위치에 따라 왼쪽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4. 약물 투여 

 실험당일 대조실험과제와 본 실험과제를 1회씩 시행한 뒤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30분 사이에 모다피닐(modafinil, Provigil®) 

200mg을 경구 투여하였다. 

 

5. H2
15O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연습과제를 시행하고 뇌 촬영준비를 마친 후 H2
15O를 주사함과 

동시에 위에 기술한 실험과제를 아래에 제시한 순서대로 2분30여 

초간 시행하면서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기(the Gemini PET/CT scanner, 

Philips Medical Systems)를 이용하여 뇌 혈류량을 측정하였다. 



  - 12 - 

 

가. 약물투여 전: 대조과제(CONT)와 본과제(SART)  

나. 약물투여 2시간 30분 후: 대조과제(CONT)와 본과제(SART)  

 

6. 뇌영상 사전처리(Image preprocessing) 및 분석 

양전자방출촬영을 통해 얻어진 뇌 영상은 재정렬(realignment) 

과정을 통해 각 과제에서 얻은 영상의 위치를 정합하고 MNI PET 

template (Montreal neurological institute, CA) 을 이용하여 표준화 

(normalization) 과정을 거친 후, 14mm 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크기의 가우시안(Gaussian)필터를 이용하여 편평화(smoo-

thing)과정을 거쳐 SPM 2(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 2)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주의력과 관련한 뇌기능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실험집단 내에서 SART과제 수행 중의 뇌 혈류량을 대조과제 

수행 중의 뇌혈류량과 비교하여 조사하였고 이러한 변화의 두 

집단 간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약물투여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 

여 약물투여 후 SART과제 수행 중의 뇌 혈류량을 약물투여 전 

SART과제 수행 중의 뇌혈류량과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uncorrected p <0.001, voxel threshold >10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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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분석  

       두 집단의 연령, 학력, 지능의 비교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집단의 인지과제 수행에 대한 비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요인으로 나누어 반복측정분산분석법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으로 집단 간 비교 및 집단 내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13.0을 사용 

하였다. 

 

가. 집단 간 요인: 우울장애 환자군, 정상 대조군 

나. 집단 내 요인: 약물투여 전 vs. 약물투여 후 

              대조과제(CONT) vs. 본과제(SART) 

다. 종속 변인: 인지과제 수행 

정반응률, 오반응률, 정반응시간 

수행효율성(efficiency estimate, EE) 43 

: (EE=arcsin  (정반응수/평균 정반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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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결결결 과과과과  

 

1. 우울 및 불안 증상 비교 

벡 우울증상척도 점수로 측정한 우울증상의 정도는 주요우울 

장애 환자군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주요우울장애 환자군: 34.1 ± 9.6, 정상대조군: 7.7 ± 4.2, t=8.734, 

df=22, p<0.001) 불안증상도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주요우울장애 환자군: 33.8 ± 

11.1, 정상대조군; 8.4 ± 5.2, t=7.154, df=22, p<0.001) 

 

 

2. 뇌 활성화 양상 

가. SART 과제 수행 중 뇌 혈류량 변화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조과제에 비해 SART과제 수행 

시에 두 집단 모두에서 시상과 소뇌 1차 시각중추 영역과 

전두엽, 방추모양이랑, 혀이랑 등의 영역에서 혈류량이 

증가하였다. 이 외에 SART과제 수행동안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는 쐐기엽에서 혈류량이 증가하였다.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SART과제 수행동안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는 좌반구의 전두엽, 측두엽, 하두정소엽, 띠이랑 

등의 혈류량이 감소하였다. 정상대조군에서도 우반구의 

아래측두이랑, 좌반구의 중간측두이랑 등의 혈류량이 

감소하였으나 환자군에 비해 감소영역의 범위는 좁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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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creased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during SART compared to control task (Task effect)  

Major depressive disorder patient group Control group 

Coordinates Coordinates 
  

  Regions 
Cluster  

size 
Zmax 

x y z 
Regions 

Cluster  

size 
Zmax 

x y z 

Middle  
Frontal Gyrus 

L 58 3.82 -24 2 40 
Superior  
Frontal Gyrus 

R 32 3.42 24 60 -12 

Thalamus L 64 3.75 -18 -24 -2 
Middle  
Frontal Gyrus 

L 17 3.32 -36 -6 42 

Fusiform Gyrus R 10 3.30 52 -52 -24 Thalamus R 196 3.83 10 -24 0 

Fusiform Gyrus R 1551 5.15 28 -80 -16 
Inferior  
Occipital Gyrus 

L 249 4.22 -38 -90 -16 

Middle 
Occipital Gyrus 

R  4.45 30 -96 0 
Inferior  
Occipital Gyrus 

R 36 3.32 50 -82 -14 

Inferior  
Occipital Gyrus 

R  3.22 24 -100 -14    3.25 38 -86 -16 

Lingual Gyrus L 28 3.25 -18 -72 -6 Lingual Gyrus R 210 3.86 16 -78 -16 

Fusiform Gyrus L 2034 4.28 -28 -88 -22    3.48 14 -68 -4 

Cuneus L  3.80 -10 -104 -2 Lingual Gyrus L 348 3.69 -12 -86 -14 

Cerebellar vermis   4.30 0 -76 -28 Cerebellum L   3.57 -6 -72 -12 

Increased  

rCBF 

Cerebellar vermis  22 3.40 6 -48 -28        

*The threshold of significance for the clusters were all defined as significance level (uncorrected p < 0.001) and containing at least 10 contiguous voxels. 

Abbreviations) SART, the sustained attention to response task; rCBF,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L, left; R, right; BL, bi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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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creased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during SART compared to control task (Task effect) 

Major depressive disorder patient group Control group 

Coordinates Coordinates 
 

 Regions 
Cluster 

size 
Zmax 

x y z 
Regions 

Cluster 

size 
Zmax 

x y z 

Superior 
Frontal Gyrus 

L 28 3.31 -12 68 8 
Inferior 
Temporal Gyrus 

R 123 4.01 60 -16 -32 

Medial 
Frontal Gyrus 

L 12 3.24 -2 56 -2   73 3.50 66 -36 -26 

Anterior Cingulate L 86 3.60 0 38 -6 
Middle 
Temporal Gyrus 

L 45 3.34 -48 -66 20 

Inferior 
Parietal Lobule 

L 87 3.44 -62 -24 24        

Superior 
Temporal Gyrus 

L  3.24 -64 -32 16        

Superior 
Temporal Gyrus 

L 187 3.77 -44 10 -30        

Middle 
Temporal Gyrus 

L  3.90 -50 6 -16        

Middle 
Temporal Gyrus 

L 415 4.88 -46 -76 30        

Inferior 
Temporal Gyrus 

L 300 4.04 -54 -20 -38        

Fusiform Gyrus L  4.79 -62 -20 -28        

Posterior Cingulate L 12 3.26 -2 -54 20        

Decreased 

rCBF 

Supramarginal Gyrus L 28 3.18 -54 -50 22        

*The threshold of significance for the clusters were all defined as significance level (uncorrected p < 0.001) and containing at least 10 contiguous voxels. 

Abbreviations) SART, the sustained attention to response task; rCBF,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L, left; R, right; BL, bi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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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ART 과제 수행 중 뇌 혈류량 변화의 두 집단간 비교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SART과제 수행동안 정상대조군에 

비해 혈류량이 유의하게 증가한 영역은 없었으며 정상대조군에 

비해 혈류량이 더 많이 감소한 영역은 Table 3과 Fig.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우측 위전두이랑, 좌측 위측두이랑 등의 영역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creased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during SART more in the patient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ordinate 
Region BA 

Cluster  
size 

Zmax 
x y z 

Superior Frontal Gyrus R 6 10 3.46 10 18 70 

Superior Temporal Gyrus L 38 22 3.40 -44 12 -30 

* The threshold of significance for the clusters were all defined as significance level (uncorrected p < 

0.001) and containing at least 10 contiguous voxels. 

Abbreviations) SART, the sustained attention to response task; rCBF,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BA, Brodman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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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rain regions showing larger decrease in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during 

SART in the patient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threshold of significance for the clusters were all defined as 

significance level (uncorrected p < 0.001) and containing at least 

10 contiguous voxels. 

Abbreviations) SART, the sustained attention to response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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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물 투여 후 뇌 혈류량 변화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약물투여 후에는 약물투여 

전에 비하여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는 소뇌의 충부와 

좌반구의 시상, 위 및 중간 측두이랑, 중심앞이랑 등의 주의력 

관련 영역과 아래후두이랑, 방추모양이랑 등 시각처리영역에서 

유의한 혈류증가가 있었고 정상대조군에서는 약물투여 후 중심 

앞이랑, 중심뒤이랑과 소뇌의 일부 영역에서만 혈류량 증가가 

있었으나 환자군에 비해 좁은 영역에서 혈류량 증가가 

관찰되었다. 약물투여 후에는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두 

집단 모두에서 전두엽과 갈고리이랑, 우측 시상, 쐐기앞영역 

등에서 혈류량이 감소하였고 이 외에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는 위측두이랑, 중심앞이랑, 방추모양이랑 등의 

영역에서, 정상대조군에서는 띠이랑 영역에서 혈류량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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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creased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after modafinil medication (Medication effect) 

Major depressive disorder patient group Control group 

Coordinates Coordinates 

  

  
Regions 

Cluster  

Size 
Zmax 

x y z 
Regions 

Cluster  

size 
Zmax 

x y z 

Precentral Gyrus L 20 3.39 -60 -10 44 Precentral Gyrus R 20 3.26 52 -8 10 

Thalamus L 16 3.20 -12 -10 8 Postcentral Gyrus L 27 3.60 -48 -20 62 

Superior  
Temporal Gyrus 

L 411 4.56 -64 -16 4 Cerebellum L 99 3.63 -4 -60 -4 

Middle  
Temporal Gyrus 

L 17 3.37 -60 -36 6 Cerebellum R   3.23 6 -60 -2 

Fusiform Gyrus L 94 3.58 -22 -86 -18        

Inferior  
Occipital Gyrus 

L 28 3.40 -42 -74 0        

Cerebellar vermis  480 4.07 6 -50 -40        

   3.47 -10 -48 -44        

Increased 

rCBF 

    3.47 -6 -42 -48        

*The threshold of significance for the clusters were all defined as significance level (uncorrected p < 0.001) and containing at least 10 contiguous voxels. 

Abbreviations) SART, the sustained attention to response task; rCBF,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L, left; R, right; BL, bi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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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creased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after modafinil medication (Medication effect)  

Major depressive disorder patient group Control group 

coordinates Coordinates   
Regions 

Cluster  

size 
Zmax 

x y z 
Regions 

Cluster  

size 
Zmax 

x y z 

Superior Frontal Gyrus R 71 3.49 22 50 18 Superior Frontal Gyrus R 22 3.24 28 52 -20 

Middle Frontal Gyrus R 337 4.35 38 30 22   181 4.19 8 32 58 

Superior Temporal Gyrus R 19 3.25 30 12 -48    3.48 2 18 70 

Precentral Gyrus R 61 3.57 40 10 34   191 3.88 30 52 16 

Uncus R 88 3.79 28 6 -22 Superior Frontal Gyrus L 13 3.17 -2 64 28 

Thalamus R 14 3.22 10 -8 -2   142 3.69 -30 56 18 

Fusiform Gyrus L 260 4.36 -36 -28 -28   86 3.73 -18 46 38 

Precuneus R 15 3.32 12 -46 52 Middle Frontal Gyrus L 274 3.86 -34 18 34 

       Medial Frontal Gyrus R 74 3.67 4 66 -8 

       Cingulate Gyrus L 199 3.97 -18 26 24 

       Uncus L 134 3.64 -24 2 -28 

       Thalamus R 30 3.31 4 -14 4 

       Precuneus L 669 4.01 -6 -80 40 

          3.83 0 -82 52 

Decreased 

rCBF 

           3.51 -6 -60 52 

*The threshold of significance for the clusters were all defined as significance level (uncorrected p < 0.001) and containing at least 10 contiguous voxels. 

Abbreviations) SART, the sustained attention to response task; rCBF,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L, left; R, right; BL, bilateral 



  - 22 - 

라. 약물 투여 후 뇌 혈류량 변화의 두 집단간 비교 

 

약물투여 후 SART과제 수행동안 뇌 혈류량 증가가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크게 

관찰된 영역은 Table 6과 Fig.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좌측 시상, 

쐐기앞영역, 소뇌와 우측 위전두이랑 등이었고 뇌 혈류량 감소가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크게 

관찰된 영역은 좌측 방추모양이랑이었다. 

 

Table 6. Changes of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after medication occurred 

more in the patient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ordinate  Region BA Cluster 
size 

Zmax 
x y z 

Superior Frontal 
Gyrus 

R 6 20 3.34 10 34 58 

Thalamus L  172 3.80 -12 -10 6 
    3.43 0 -16 8 
Precuneus L 7 141 3.62 -8 -78 44 
    3.25 0 -82 52 

Increased 

rCBF 

Cerebellum L  117 3.92 -24 -86 -22 
Decreased 

rCBF 
Fusiform Gyrus L 20 26 3.35 -36 -28 -28 

* The threshold of significance for the clusters were all defined as significance level (uncorrected p < 

0.001) and containing at least 10 contiguous voxels. 

Abbreviations) rCBF,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BA, Brodmann area; R, right hemisphere; L, left 

hemi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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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rain regions showing larger change in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rCBF) 

after medication in the patient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 Cerebral regions showing increased rCBF 

 

(b) Cerebral regions showing decreased rC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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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과제 수행 

Table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 군내에서 약물투여 전과 

후의 SART 수행에는 모든 수행변수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주요우울장애 환자군과 정상대조군 의 인지과제 

수행정도를 비교했을 때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오반응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으나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고 

(F(1,21)=3.379, p=0.08) 약물투여 후에는 오반응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조과제 수행은 두 집단 모두에서 본과제에 

비해 정답률이 높고 반응시간이 짧아서 유의하게 높은 

수행효율성을 보였으나 두 집단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수행효율성(EE): 주요우울 장애 환자군 - 대조과제: 0.72 ± 0.11, 

본과제: 0.64 ± 0.07; 정상대조군 - 대조과제: 0.74 ± 0.13, 본과제: 

0.64 ± 0.07, within group effects F(1,21) = 20.956, p < 0.001; between 

group effects F(1,21) = 0.002, p = 0.967) 

Table 7. Behavioral performance of SART in the patient and control groups 

 MDD group (n=12) control group (n=11) within group 
between 

group 

 
before 

MODA 

after 

MODA 

before 

MODA 

After 

MODA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F 

(1,21) 
sig. 

F 

(1,21) 
sig. 

CRR 0.876 0.09 0.915 0.08 0.891 0.10 0.907 0.09 1.334 0.26 0.019 0.89 

CER 0.482 0.35 0.320 0.21 0.252 0.19 0.220 0.20 3.296 0.08 3.379 0.08 

CRT  

(msec) 
385.6 92.8 389.2 89.2 395.2 36.3 389.5 50.9 0.011 0.92 0.030 0.87 

EE 0.641 0.07 0.654 0.07 0.629 0.07 0.642 0.06 0.955 0.34 0.229 0.64 

Abbreviations) SART, the sustained attention to response task; MDD, major depressive disorder; 

MODA, modafinil treatment; CRR, correct response rate; CER, commission error rate; CRT, correct 

response time; EE, efficiency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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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고찰고찰고찰  

 

모다피닐 투여가 주의력과 관련된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우울장애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H2
15O PET을 이용하여 조사한 

연구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가 없다. 이 연구에서 SART과제 수행 동안의 

뇌 활성화 양상은 대조과제 수행과 비교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두 집단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활성화 영역에 있어 두 

집단간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더 넓은 

영역에서 뇌 기능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한편, 약물투여 후에 보인 

주의과제 수행 중의 뇌 혈류량의 변화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과제로 사용한 SART과제는 수행자가 과제규칙을 주의력 

범위 내에 유지하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선택적으로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대조과제인 단순연속반응과제에 비해 주의기능 중 행동반응의 

조절과 관련된 뇌 기능 부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SART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대조과제에 비해 

시상, 소뇌 및 1차 시각중추 영역, 전두엽 등 행동반응의 조절 및 

시각정보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에서 혈류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띠이랑과 측두엽, 아래두정소엽 등 주의력의 변환이나 시공간적 

감각정보를 연합하는 영역의 혈류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SART과제 수행동안 시각적 주의력과 행동반응의 주의 깊은 

조절을 위한 뇌 영역의 활성이 증가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시각적 주의력과 행동반응의 조절에 피질-시상-소뇌 회로가 

관련된다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내용이다.44-46 이러한 뇌 활성의 

증가 및 감소는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더욱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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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관찰되었으나 두 집단간의 뇌 활성 변화를 직접 비교해 본 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약물투여 후에는 뇌 혈류량 변화에 있어 두 집단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는데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는 소뇌의 충부와 좌측 

시상을 포함한 주의력 관련 영역과 후두엽 등의 시각처리영역에서 뚜렷한 

혈류증가가 있었고 정상대조군에서는 환자군에 비해 좁은 영역에서 

혈류량 증가가 관찰되었다. 약물투여 후 혈류량 감소는 두 집단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전두엽과 갈고리이랑, 우측 시상, 쐐기앞영역 

등의 혈류량 감소가 관찰되었다. 약물투여 후의 혈류량 변화를 두 집단 

사이에서 비교해 본 결과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은 정상대조군에 비해 좌측 

시상, 쐐기앞영역, 소뇌와 우측 위전두이랑 등에서 유의한 혈류량 증가를 

보였고 좌측 방추모양이랑에서 유의한 혈류량 감소를 보였다. 약물 투여 

후에 SART과제 수행동안 우울장애 환자군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혈류량이 유의하게 증가한 영역은 전두-시상-소뇌 경로(fronto-thalamo-

cerebellar circuit)를 구성하는 영역들로 주의를 기울여 행동반응을 

조절하는 기능과 관련한 영역의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의기능과 관련된 다른 뇌 영역들의 활성화와 더불어 소뇌의 

활성증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SART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약물 

투여 전과 후에 두 집단 모두에서 소뇌의 활성 증가가 관찰되었고, 특히 

환자군에서는 약물 투여 후 소뇌의 혈류량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소뇌는 전통적으로 운동기능의 조율에 있어 주요한 기능을 

하는 구조로 알려져 오다가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소뇌 경색 및 퇴화가 

진행되는 환자들에 연구를 중심으로 소뇌가 운동조절만이 아닌 인지기능 

및 행동이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다양하게 보고되기 시작하여 소뇌-

인지-정서 증후군(cerebellar cognitive affective syndrome)47이라는 용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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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될 정도로 대뇌와 광범위한 상호 연결망 속에서 다양한 조율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유인원의 연구를 통해서도 소뇌는 

운동영역만이 아닌 대뇌피질의 연합영역과 변연계 영역 등의 피질 하 

구조와 광범위한 신경연결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48 이러한 

연결은 인지기능 및 행동의 조절과 관련된 영역이 운동기능의 조율과 

관련된 영역과 지역적 분포가 다름을 확인함으로써 소뇌의 영역별로 

대뇌기능의 조율을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지만 대뇌피질의 정보가 연수를 

거쳐 소뇌로 전달되고 소뇌에서는 다시 시상을 거쳐 다시 대뇌 피질로 

정보가 전달되는 신경망을 통하여 소뇌가 대뇌기능의 조율에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48 한편,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뇌 손상 환자들의 주의기능 이상이 보고되고 있으며49,50 이번 

연구에서도 행동반응에 대한 주의 깊은 조절과 관련하여 소뇌의 활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울장애 환자에서는 약물투여 후에 소뇌의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우울장애의 

주의기능 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소뇌의 기능변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의 지속적 주의력 유지과제 수행기능은 

오반응률에 있어 정상대조군에 비해 높고 약물투여 후에는 오반응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의력과제에서는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이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뚜렷한 결핍소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은 외래에서 치료중인 주요우울장애 중등도 삽화의 

20대에서 30대의 환자들로 대부분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질환의 경과가 

만성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력과제 수행이 정상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수 있어 이를 전체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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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들은 SSRI계열 항우울제만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물 투여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51 하지만, 두 집단의 연구대상 숫자가 적은 편으로 

연구대상을 늘릴 경우 오반응률의 차이는 통계학적 유의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두 집단 모두에서 평균 정답률이 90%에 근접하여 과제의 

난이도가 환자와 대조군의 수행기능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되지 못한 천정효과때문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 

주요우울장애에서의 지속적 주의력 결핍 여부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은 정상대조군과 

유사한 수준의 주의력 과제수행을 위해 보다 넓은 영역에서 뇌 활성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의 보상적 뇌 

과활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모다피닐 투여에 의한 혈류량 증가 

효과는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만 뚜렷한 효과가 관찰되었다. 

모다피닐의 집중력 개선효과에 대한 이전 연구들에서 건강한 성인대상의 

연구 결과에는 논란이 있지만35,52,53 쉬운 인지과제보다는 피로감이나 

수면박탈 등의 결핍조건이나 난이도가 높은 인지과제에서 더욱 뚜렷한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는데34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주요우울장애 

환자들도 뇌 기능적 측면에서 수면부족 이나 피로가 누적된 인지적 

결핍조건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약물투여 전과 후에 같은 과제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약물투여에 의한 뇌 혈류량 변화 효과는 과제의 반복적인 수행에 따른 

효과와 감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약 대조실험이나 약물투여를 

하지 않고 반복적인 과제를 시행하는 대조자료가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대조 자료수집을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반복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PET 검사 이전에 과제수행방법을 숙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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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연습과제를 시행하였다. 반복효과를 조사한 이전 뇌 기능 

연구들에서는 과제의 반복 시 관련 뇌 영역의 활성 감소가 주로 보고되고 

있어54-56 이번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약물투여 후 혈류량이 감소한 영역 

중에는 과제의 반복수행 효과에 의한 변화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과제반복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혈류량이 증가하거나 활성이 

증가하는 영역은 보고되지 않아서 약물투여 후 혈류량이 증가한 영역은 

반복 효과에 의한 것 보다는 약물투여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에서 볼 때 약물투여 후의 뇌 혈류량 변화는 환자와 정상대조군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단순한 반복효과에 의한 차이일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반복효과와 약물투여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위약대조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결론결론결론 

이 연구에서 행동반응의 조절과 관련된 주의력을 측정하는 인지과제

를 수행하는 동안 뇌 혈류량의 변화는 시상과 소뇌 및 시각 중추 영역을 

중심으로 한 뇌 활성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는데 과제에 따른 뇌 활성화 

효과는 정상대조군과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지만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보다 넓은 뇌 영역에서 활성화되는 경향

을 보였다. 한편, 약물투여 후의 주의력과 관련된 뇌 활성의 증가 효과는 

정상대조군에 비해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전두-시상-소뇌 영역의 활성

증가가 관찰되었다.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주의력 과제 수행은 정상대조군

에 비해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행동반응을 억제해야 하는 본 과제에서 

오반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주의력의 결핍소견이 있을 가능성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은 정상대

조군과 유사한 정도의 주의력 과제 수행을 위해 보다 많은 뇌 활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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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며 결핍조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모다피닐의 투여 효과

가 정상인에 비해 더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 보상 가능한 수준에서 주의력 결핍상태에 있을 것으로 생

각되며 향후 주요우울장애에서의 신경인지기능 결핍소견과 약물투여 효과

를 자세히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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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have been known to have 
problems in sustained attention capacity. The sustained attention to response task 
(SART) is one of attempts to assess attention capacities. This task was modified for 
comparing attention capacity of depressed patient group with that of normal control 
group. Modafinil (Provigil®) is a psychostimulant with beneficial effects on 
vigilance and low addictive potential especially for the individuals in a deficit 
condit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brain activation pattern of the 
patient group to that of the normal control group using modified SART and H2

15O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Another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odafinil on cerebral blood flow during SART in patient 
and control groups. 
 
Methods: Twelve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12 normal contro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subjects were right-handed and age and gender of 
subjects in the control group were approximately matched to the subjects of the 
patient group. Depressive symptom and anxiety symptom of each subject were 
measured using Beck depression and anxiety inventories. Attention capacities of 
subjects were measured using modified SART. Cerebral activation during attention 
tasks were measured using H2

15O PET. SART was used as main task and simple 
continuous performance task (CPT) was used as control task. PET scans were done 
before and 2 hour and 30 minutes after treatment of 200mg of modafinil.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using SPM 2 software and SPSS 13.0 package.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 and anxiety 
symptom between patient and control group. The difference of behavioral 
performance of the patient group and control group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commission error rate of the patient group tended to be slightly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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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Brain activations during SART compared to simple 
CPT were observed in the frontal and occipital cortex, thalamus and cerebellum in 
both group and deactivations were observed in the left fronto-temporo-parietal area 
in the patient group and in bilateral temporal area in the control group. After 
treatment of modafinil, cerebellar and thalamic activation were robustly observed in 
the patient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Neural substrates including cerebellum and thalamus known to be 
associated with attentive modulation of behavioral responses are significantly 
activated during SART compared to simple CPT. Cerebellar and thalamic 
activations during SART are prominent after medication in the patient group. 
Meanwhile, similar brain activations during SART are observed before medication 
in the control group. Treatment effect of modafinil is obviously observed in the 
patient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may 
be in the cognitively deprived conditio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hich can be 
compensated by cerebral hyperactivity.  
 

Keywords: major depressive disorder, attention,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modafi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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