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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알코올 의존 환자의 알코올 관련 자극 및 정서 자극에 의한
뇌활성 특성 비교:fMRI연구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알코올에 대한 갈망은 질병의 경과 및 예
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알코올
갈망은 병적 정서 반응의 하나로 설명되기도 하며 정서적 측면
을 가지고 있다.또한,갈망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진 뇌 영역
중에는 정서 처리와 관련되는 영역들도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갈망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뇌영상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
으며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정서 처리 능력의 손상과 연관되는
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의존 환자에게 알코올 관련 시각 자극과
정서 자극을 제시하여 갈망을 평가하게 하면서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실험을 시행하고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여 병적인 알코올
갈망 관련 뇌영역이 정서 관련 뇌영역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그리고,같은 자극에 대해 정서를 평가하게
하면서 실험을 시행하여 환자들의 정서 처리 반응이 정상인과
비교하여 손상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알코올 의존으로
진단받은 환자 15명과 정상 대조군 15명에게 알코올 관련 자극,
음료자극,부정 정서 자극,긍정 정서 자극으로 이루어진 40장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각 사진에 대해 갈망과 정서를 평가하게 하
는 동안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을 시행하였다.
갈망 평가 세션의 fMRI결과 환자군은 알코올 관련 자극을 보
는 동안 쐐기전소엽,중간후두이랑,소뇌에서 정상인 보다 증가
된 활성화를 보였다.이들 영역은 정서 평가 세션에서는 정상인
보다 활성화가 감소되었다.환자군에서는 갈망 평가 fMRI결과
부정 자극에 대해서도 쐐기전소엽의 활성화 증가가 관찰되었다.
실험 후 시행한 정서 평가 결과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한 각성
도는 소뇌와 좌측 후두 이랑의 활성화 정도와 연관되었다.정서
평가 세션의 fMRI결과 알코올 의존 환자군에서는 전두엽과 변
연계의 활성화가 정상인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알코올 의존 환자들에서 알코올 갈망 유발시 정서 반응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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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영역의 활성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이차 시각 자극 영역의
활성화 증가와 같은 비정상적인 뇌활성화 양상을 보였다.병적
인 알코올 갈망은 정서가(valence)보다는 각성도(arousal)의 측
면과 관련되었다.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정서 자극에 대해 정상
인과 같은 뇌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것은 정서 처리 능
력의 손상을 시사한다.

����������������������������������������������������������������������

핵심되는 말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알코올 의존,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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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 환자의 알코올 관련 자극 및 정서 자극에 의한
뇌활성 특성 비교:fMRI연구

<지도교수 남궁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은

III...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 배배배경경경

알코올 의존 환자들 상당수가 술을 끊고 싶어 하지만 알코올에 대
한 갈망 때문에 다시 마시게 된다.Jellinek등1은 갈망이야말로 알코
올 의존의 핵심 증상이라고 주장하였다.갈망의 정의나 개념은 불분
명한데 동기적,정서적,인지적 요소로 이루어진 술을 마시고 싶은 충
동,동기,정서,생각 등으로 모호하게 여겨지고 있다.2갈망과 관련되
는 뇌 영역을 알아본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연구 결과, 알코올 관련 자극
(alcohol-related cues)에 의해 편도(amygdala), 앞띠피질(anterior
cingulatecortex),등가쪽전전두피질(dorsolateralprefrontalcortex),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cortex),측위신경핵(nucleus accumbens),
뇌섬엽(insula)등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6갈망과 관련
된 뇌 영역 중에는 정서 처리와 관련되는 영역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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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알코올 갈망의 기전을 설명하고자 하였던 이론들은 크게 조
건화(conditioning)이론과 인지 이론으로 나뉜다.7 조건화 이론이란
알코올 갈망이 알코올 섭취와 관련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려는 욕망
으로부터 기인하며 음주와 관련된 자극이 있는데도 알코올 섭취가 이
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난다고 가정하거나(conditionedincentiveand
appetitivemodels)조건화된 내성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로부터 일어
나는 부정적 경험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알코올 갈망이라고 가정하거
나(conditionedtolerancemodels)알코올 갈망이 조건화된 금단 증상
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정적 경험을 피하려는 욕구라고 가정한다
(conditionedwithdrawalmodels).인지 이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
다.인지-행동 모델(cognitive-behavioralmodels)은 음주가 줄 긍정적
효과 혹은 현재의 부정적 기분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효과에 대한 기
대로 인해 매개되는 주관적 상태가 알코올 갈망이라고 정의하며 알코
올 갈망은 음주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발생
한다고 가정한다.약물 충동 및 약물 사용행동의 인지 모델은
(cognitivemodelofdrugurgesanddrugusebehavior)음주에 대한
계획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때 일어나는 비자동적인 인지적 과정이
알코올 갈망이라고 가정하며 음주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알코올 갈망
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신경인지 모델(neurocognitive
models)은 알코올 갈망이란 음주와 관련된 정서 및 기억과 같은 다른
인지적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받아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전전두엽,해마 및 변연계는 알코올 의존 환자들에서 뇌용적 감소가
두드러지는 부위로 알려졌으며 이 부위들과 관련된 실행기능,기억력,
시공간 능력 등의 인지 능력의 저하가 보고되고 있다.8-10이들 영역은
정서 처리(emotionalprocessing)에도 관여한다.11알코올 의존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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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발되는 알코올 갈망이 정서가(emotionalvalence)를 가진 시각
자극의 신경 과정(neuralprocess)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사건 관련
전위(event-relatedpotential)에 의해서도 증명되었던 과거 연구12,13역
시 알코올 갈망이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갈망에 어떤 종류의 정서가 연관되는 지를
보고자 한 선행 연구에서 환자들은 외현적(explicit),암묵적(implicit)
으로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해 부정 정서를 연관시켰다.14사회적 음
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알코올 섭취량이 증가할수록,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해 긍정 정서를 연관시켰다.15

한편,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표정 정서 인식
능력에도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16-18이상으로 보아 알코올 갈망
에는 정서적 요소가 관여하며 알코올 의존 환자의 정서 처리 능력의
손상이 알코올 갈망과 상호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그러나,알코
올 의존 환자의 정서 인식 능력 손상에 관한 연구들은 모두 표정 정
서의 인식 능력만을 평가한 실험이었다.아직까지 환자들의 정서 처
리 능력의 손상과 관련된 기능적 뇌영상 연구는 거의 없다.

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및및및 가가가설설설

본 연구는 알코올 의존 환자에게 알코올 관련 시각 자극을 제시하
여 유발되는 알코올 갈망이 정서 관련 뇌영역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이를 위하여 알코올 관련 시각 자극뿐 아니라 정
서 자극에 대해서도 ‘갈망이 유발되는가?’를 평가하게 하고 알코올 갈
망의 유무를 평가하는 동안 어떤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지를 측정하여
알코올에 대한 갈망과 정서 처리 반응간의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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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알코올 의존 환자들에게 부정 정서 유발시 알코올 갈망이 증
가한다는 보고가 있다.19,20알코올 의존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14를
고려할 때,환자들은 사회적 음주자보다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해 부
정 정서가 더 강하게 유발되고,이것이 알코올 갈망을 유발한다는 가
설을 세울 수 있다.이 경우 환자들에게 알코올 관련 자극은 부정 정
서를 직접 유발하거나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한 기억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가정된다.알코올 관련 자극으로 인한 갈망 유발 영역과 부정
정서에 의해 활성화되었던 뇌영역 중 공통되는 곳으로는 편도
(amygdala),안쪽 전전두 피질(medialprefrontalcortex),뇌섬엽
(insula)등이 있으며 이들 영역이 갈망의 정서적 요소와 관련될 것으
로 가정하였다.
또한,기능적 뇌영상 연구를 통해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정서 처리
능력의 손상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었다.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해서는 대조군 보다 높
은 활성화를 보이지만 정서 자극에 대해서는 정서 처리 관련 뇌영역
에서 대조군 보다 낮은 활성화를 보일 것으로 가정된다.또한 활성화
감소는 정서 자극에 대한 정서 평가 결과와 상관성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이를 위해 알코올 관련 자극과 정서 자극에 대해 ‘어떤 정서
가 느껴지는가?’를 평가하게 하고 이에 대해 어떤 뇌 영역이 활성화
되는지를 측정하여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IIIIII...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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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알코올 의존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으로
분류하였다.아래의 상기될 연구의 포함 기준과 배제 기준에 따라 연
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일차 선별한 후 연구대상자들에게 연
구 목적,연구 과정,위험성 및 사례에 대해 설명한 후 서면으로 연구
참가 동의를 받았으며 이상의 모든 내용은 소속기관 임상시험위원회
의 승인을 얻었다.
알코올 의존 환자군은 2인의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DSM-IV 진단
기준21에 따른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 받고 외래 혹은 입원 치료중인
환자 15명이었다.알코올,니코틴,카페인 이외의 약물 남용 및 의존,
다른 제 1축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알
코올 금단 증상으로 인해 연구 수행이 힘들지 않도록 단주한 지 최소
2주가 지난 다음 금단 증상을 평가하는 척도(Clinical Institute
WithdrawalInstrumentforAlcoholscale22:이하 CIWA-Ar)의 점수
가 5점 이하인 경우에만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정상 대조군은 신문 광고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음주 경험은 있으나
사회적 음주 (평균 음주량이 일주일에 14잔 이하이고 한번에 4잔 이
하)를 넘지 않는 수준이고 평생 알코올 남용 혹은 알코올 의존을 비
롯한 다른 정신과적 질환에 이환된 적이 없는 사람들 중 환자와 나이
와 성별이 비슷한 사람으로 16명을 선별하였다.
연구 대상 중 의식소실을 동반한 두부외상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Imaging,이하 MRI)결과 뇌경색,종양 등의 이상 소견이
관찰된 경우 역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그밖에 뇌기능에 영향
을 주는 약물을 사용 중인 경우,알코올과 관련 없는 신경계 질환이
있는 경우,뇌기능에 영향을 주는 내과계 질환이 있는 환자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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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연구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시력 혹은 청력 장애가 있는 경우
및 자기공명영상 실험에 임할 수 없는 상황(심장 박동기 등의 금속성
물질을 몸속에 삽입한 경우)인 경우 연구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의의의 평평평가가가

연구 대상에게 내과 및 신경과적 질환에 대한 이학적 검사와 인구
사회학적 변인,음주력에 대한 면담을 시행하였다.환자군은 환자 자
신과 그 가족으로부터,정상 대조군은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였
다.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음주력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화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중독 심각도 지표(AddictionSeverityIndex23,이
하 ASI)를 이용하였다.중독 심각도 지표는 약 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 정보,내과적 상
태,직업 및 경제적 상태,알코올 및 약물 사용력,법률적 상태,가족
력,가족/사회적 관계,정신과적 상태에 대해 주관적,객관적으로 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평생음주기간은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연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였고 평생음주량은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연도부터 현재까지의 음주량으로 정의하였다.연
구 당일까지 최근 4주간의 환자의 음주력은 TimelineFollowback24(이
하 TLFB)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남아 있는 금단 증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CIWA-Ar를 시행하였다.그리고,알코올 의존의 심각도를 평
가하기 위한 척도인 알코올 의존 척도(AlcoholDependenceScale25,
이하 ADS),알코올에 대한 갈망을 측정하기 위해 아날로그 척도인
VisualAnalogueScale26(이하 VAS)과 강박음주갈망척도(Obsessive
CompulsiveDrinkingScale27,이하 OCDS)를 실시하였다.또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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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우울증상이 검사 수행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벡 우울 척도(BeckDepressionInventory28,29,이하 BDI)및
불안 척도(BeckAnxietyInventory30,이하 BAI)를 사용하였다.

가.중독 심각도 지표(AddictionSeverityIndex)
반구조화된 면담지로 약물 남용 환자의 내과적 상태,직업 및 경제
적 상태,약물사용,알코올 사용,법적 문제,가족 및 사회적 상태,정
신과적 상태를 평가한다.약 1시간 정도 걸리며 자기 보고와 평가자
의 보고를 모두 하도록 되어 있다.치료계획과 향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나.TimelineFollowback
자가 보고 형식으로 연구대상에게 일일 음주량을 측정하게 하여 음
주행동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달력을 이용하여 특정기간 동안의 일일
음주량을 후향적으로 측정한다.이것은 개인의 음주행태에 대해 비교
적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음주자 집단에 이용될 수
있어 좋은 측정도구로 여겨지고 있다.이 도구는 자가보고식 도구로
서 알코올 의존 환자의 실제음주행동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
다.

다.ClinicalInstituteWithdrawalAssessmentforAlcoholScale
DSM III-R의 금단증상에 관한 항목을 심각도에 따라 점수화하도록
하였다.2분 동안 관찰한 바를 평가하는 것으로 10문항으로 이루어
졌다.짧고 복잡하지 않아 임상적으로 유용하며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기에도 실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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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알코올 의존 척도(AlcoholDependenceScale)
ADS는 알코올 의존의 개념에 부합된 의존성의 심각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이다.알코올 금단 증상,음주에 대한 통제력 상실,강박
적 음주 행동의 인지,알코올에 대한 내성 증가,알코올을 찾는 행동
등에 대한 25개의 자가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ADS는 연구
나 임상 모두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 모두에서 훌
륭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VisualAnalogueScale
알코올 의존의 갈망 평가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이다.현
재 술이 얼마나 마시고 싶은지에 대하여 '전혀 마시고 싶지 않다'와 '
매우 마시고 싶다'의 사이 13.5cm 의 직선 위에 표시하도록 한 단순
아날로그 척도이다.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의 경우 알코올 갈망을 부인하거나 과소평가할 경우 환자의 알코올
갈망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바.강박음주갈망척도(ObsessiveCompulsiveDrinkingScale)
알코올 의존의 갈망을 강박적인 사고 및 행동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척도이다.OCDS의 항목은 음주에 대한 욕망의 강도를 측정하는 1개
항의 질문과 강박장애적인 사고나 행동이 어떤 식으로 일상생활에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7개항,생각과 음주를 억제하는지에 대한 4개
항의 질문,음주의 양에 대한 2개항의 질문 등 총 14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척도의 최고 점수는 40점이다.OCDS는 이미 여러 연
구를 통하여 환자 스스로 쉽고 짧게 할 수 있고 알코올 의존을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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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치료결과를 측정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밝혀졌으며 타당도(r=0.40
to0.57,P<0.01),검사-재검사 신뢰도(r=0.81,P<0.05)및 내적 일치도
(α=0.86)가 높다고 인정되었다.

사.BeckDepressionInventory
벡 우울척도는 아론 벡(AraonT.Beck)에 의해 만들어진 21문항으
로 구성된 자가 보고식 척도로서 우울증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중 하나이다.희망 없음,짜증과 같은 우울
증상,죄책감,벌 받는 느낌과 같은 인지적 증상,피로,체중 감소,성
욕 감소와 같은 신체적 증상을 지난 1주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각
항목은 0에서 2점 혹은 0에서 3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약 5
분에서 10분이 걸린다.

아.BeckAnxietyInventory
벡 불안척도는 우울 증상과 불안 증상을 구분하기 위해 처음 고안
되었다.임상과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안증상 평가 척도이
며 BDI와 마찬가지로 21문항으로 구성된 자가 보고식 척도이다.0에
서 3점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며 지난 1주일 간 경험하였던 불안 증
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항목간 내적 일치도는 평균 0.6,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0.75로 알려졌다.

자.표준도형지능검사(Standardprogressivematrices31,이하 SPM)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 과제 수행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능을 보정하기 위해 시행하였다.유동 지능(fluidintelligence)및 논
리적 추리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총 60문항으로 난이도에 따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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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D,E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상단에 제시되는 큰 그림의 빈 공
간에 들어갈 조각을 하단의 보기에서 고르는 것이다.웩슬러 지능검
사와의 상관계수는 약 0.7로 알려져 있다.

333...기기기능능능적적적 자자자기기기공공공명명명영영영상상상 실실실험험험

가.자극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관련 자극(소주,맥주광고,등),음료 자극(우
유,커피,콜라 등),부정 정서 자극,긍정 정서 자극의 네 종류를 각
각 10장씩 선택하였다.알코올 관련 자극은 이전 연구32에서 알코올
의존 환자들에게 갈망을 잘 유발하는 것으로 개발되었던 사진들을 참
고하여 선택하였다.이들 중에는 소주병,소주잔도 있으며 맥주나 소
주 등의 각종 술 광고 사진 등이 포함되었다.대조 자극으로 사용한
음료 자극은 우유,물,커피,콜라 등의 사진이며 자극의 크기,색깔,
물리적 성상 등을 알코올 관련 사진과 비슷하도록 선택하였다.
정서 자극으로는 정서가 및 각성도가 표준화되어 있는 International
AffectivePictureSystem(이하 IAPS)33중에서 각성도와 정서가의 균
형을 고려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진들로 부정 자극과 긍정 자극
을 각각 10장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나.실험 과제

실험의 개요는 그림 1과 같다.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하
나는 ‘사진을 보고 술을 마시고 싶어지는가?’를 묻는 세션(이하 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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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진을 보고 긍정 정서가 느껴지는가 부정
정서가 느껴지는가?’를 묻는 세션(이하 정서 세션)이었다.피험자에게
머리에 착용한 고글 속 모니터에 비춰진 시각 자극에 대하여 세션에
따라 마우스의 왼쪽(갈망 세션에서는 갈망이 느껴질 경우,정서 세션
에서는 긍정 정서가 느껴질 경우)혹은 오른쪽 버튼(갈망 세션에서는
갈망이 느껴지지 않을 경우,정서 세션에서는 부정 정서가 느껴질 경
우)을 피험자에게 누르도록 하였다.과제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피험자들은 실험 전 미리 과제를 충분
히 인식시켰고 미리 연습을 시행한 다음 실험에 임하게 하였다.

그림 1.실험의 절차

다.기능적 자기공명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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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관련 자극과 정서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는 뇌영역을 알아보
기 위하여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을 시행하였다.MRI는 인체의
물 분자내 수소의 자기 모멘트 성질을 이용하여 자기공명신호의 크기
와 공간적 분포를 영상화한다.자장과 고주파의 라디오파를 이용해서
체내의 수소원자핵에 핵자기공명현상을 일으켜 수소원자핵의 밀도와
물리화학적 특성을 영상화한다.MRI의 가장 대표적인 영상은 스핀
에코 영상이다.스핀에코 영상은 90°라디오파(RadioFrequency)펄
스(pulse)에 의해서 생긴 횡자화 성분의 스핀이 흩어졌다가 180°RF
펄스에 의해서 다시 모여 생성되는 에코신호를 얻는 방법으로 만들어
지는 영상을 일컫는다.처음 RF펄스가 가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에코
신호가 생성될 때까지를 TE(echotime)라고 하고 재차 RF펄스가 가
해질 때까지의 시간을 TR(repetitiontime)이라 한다.
fMRI는 다중에코기법을 이용해 미세한 뇌혈류량의 변화에 따른 자
성의 차이를 측정한다.특히 평면에코영상(echo-planarimaging:EPI)
기법을 이용해 뇌혈류량의 변화에 따른 혈중 산소포화 수준 의존성
(bloodoxygenationleveldependent,BOLD)MR신호의 변화를 측정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산화헤모글로빈은 자성이 없
지만 환원헤모글로빈은 자성이 있어서 주변자기장에 영향을 끼져 T2
신호를 감소시키는 성질이 있다.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 산화헤모글
로빈은 증가하고 환원헤모글로빈은 감소한다.이렇게 생성된 BOLD
신호의 변화는 평면에코영상의 초고속 촬영을 통해 추적할 수 있다.34

라.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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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RI촬영은 1.5T MRI장비(SigmaEclipse,GEMedicalSystem)
를 사용하였다.BOLD신호는 EPIsequence(GradientEcho)로 축 방
향(axial)으로 촬영하였다(matrix: 64X64X30, 공간해상도:
3.75X3.75X5mm TR:3초,TE:14.3초,Filedofview:240mm,슬라
이스 두께:5mm,FA=90,슬라이스 수:30).
본 과제의 제시를 위해서 자극관련설계(eventrelateddesign)을 하
였다.매 세션은 1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지시문을 포함하여 세션 당
걸린 시간은 총 10분 21초였다.사진 자극은 2.5초간 제시되었으며 자
극간 간격은 0.5초로 총 120번 제시되었는데 사진 한 장당 평균 3번
씩 제시된 셈이다.선택된 40장의 사진을 무작위 순으로 제시되도록
하였는데 각 자극에 의한 혈류역학(hemodynamics)을 고려하여 알맞
은 자극 제시 시퀀스를 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optseq2,
http://surfer.nmr.mgh.harvard.edu/optseq/)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4가지 종류의 자극 제시 방법을 정하였다.연구 대상의 반수는 갈망
세션부터,반수는 정서 세션부터 시행하였으며 4가지 제시 방법 중
어느 것을 시행할 지는 역시 무작위화에 의해 미리 정해놓았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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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의 개요

마.해부학적 자기공명영상 촬영

fMRI의 촬영 후에 해부학적 영상을 얻기 위한 T1 영상은
FSPGR(FastSpoiledGradientRecalledAcquisition in theSteady
State) sequence로 관상 방향(coronal) 으로 촬영하였다(matrix:
256X256X116,공간해상도:0.94X0.94X1.50mm,TR:8.5초,TE:1.8초,
FOV:240mm,슬라이스 두께:1.5mm,FA:12,슬라이스 수:116).
AC-PC 평면(anteriorcommissure-posteriorcommissure)에 평행하
게 절편의 위치를 정하여 AC-PC 평면을 통과하도록 절편의 위치를
조절한 후 이러한 위치에서 T1MRI가 촬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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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실실실험험험 후후후 자자자극극극의의의 평평평가가가

실험을 마친 후 피험자들에게 제시되었던 자극들에 대해 Self
AssessmentofManikin(이하 SAM)35을 이용하여 정서 평가를 하게
하였다.SAM은 1점에서 9점까지 총 9단계로 평정하는 도구로 정서가
(valence)와 각성도(arousal)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평가한다.정
서가에 대한 SAM은 웃는 얼굴로부터 불쾌한 얼굴까지의 연속적인
표정으로 된 그림으로 이루어졌고,각성도에 대한 SAM은 조용하고
졸려 보이는 표정으로부터 눈을 크게 뜨고 흥분된 표정까지의 그림으
로 이루어졌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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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SelfAssessmentofManikin.

555...뇌뇌뇌영영영상상상 결결결과과과의의의 분분분석석석

fMRI 실험 자료의 분석은 AFNI(Analysis of Functional
NeuroImages36,Ver.2007_05_29_1644)를 이용하였다.데이터 분석은
fMRI신호를 3차원 volume dataset으로 구성하였고,각 세션에서
BOLD신호가 안정되기 전의 첫 일곱 볼륨(volume)은 제거하였다.머
리의 움직임을 보정해주기 위해 시계열 데이터의 첫 번째 영상을 기
준으로 나머지 영상을 정합(registration)하였다.평면해상도와 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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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두께로 격자화 되어있는 영상을 비격자화 시키기 위하여 가우시
안 필터(Gaussianfilter)를 사용하였는데 FWHM(full-widthathalf
maximum)을 8mm로 하여 공간적 평활화(spatialsmoothing)를 하였
다.개인별로 BOLD 신호의 기준점(baseline)이 다르기 때문에 자극에
따른 활성화의 정도 역시 개인별로 차이가 난다.따라서 활성화의 크
기를 percentsignalchange를 통해 신호의 눈금을 조정하는 시간적
표준화(temporalnormalization)를 시행하였다.각 자극에 따른 혈류역
학적 반응(hemodynamicresponse)을 추정하기 위해 decovolution을
사용하여 자극의 종류에 따른 개인별 활성화 뇌지도(activationmap)
를 얻었다.알코올 관련 자극의 활성화 뇌지도에서 대조 자극인 음료
자극의 활성화 뇌지도를 뺀 대조 뇌지도(contrastmap)을 만들었다.
이것으로 그룹내 자극별 활성화에 대한 t검정을 시행하였다.다음으
로 자극별 그룹간 t검정을 시행하였다.각 피험자의 영상의 해부학적
개인차를 없애고 피험자간의 평균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탈라이라
좌표(Talairachspace)37와 같은 규준적 공간좌표계에 맞추어 표준화해
야 한다.이를 위해서 AFNI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Montreal
neurologicalinstitute(MNI)N27template을 이용하여 T1영상을 이
중선형 보간법(bilinear interpolation)으로 공간적 표준화(spatial
normalization)를 시행하였다.또한,행동반응 결과,VAS와 OCDS로
보고한 알코올 갈망의 정도 및 SAM으로 평가한 정서 평가 결과와
활성화 정도를 상관 분석하였다.

IIIIIIIII...결결결과과과

대조군 16명과 환자군 1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그중 환자 2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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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촬영 중 불안을 호소하며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하였고 대조군
1명은 수행 결과가 신뢰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결과적으로 대조군 15명과 환자군 15명을 분석하였다.

111...사사사회회회인인인구구구학학학적적적 특특특징징징 및및및 임임임상상상적적적 특특특징징징

대조군과 환자군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음주관련 변인은 표 1과
같았다.환자군의 학력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지만 SPM으로
평가한 지능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피험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및 음주관련 변인

SDU: Standard Drink Unit(알코올 약 12g)

222...기기기능능능적적적 자자자기기기공공공명명명영영영상상상 실실실험험험 동동동안안안의의의 행행행동동동 반반반응응응 결결결과과과

환자군
(n=15)

대조군
(n=15) t/χ2 P

나이(세) 34.5±5.0 31.6±2.8 1.914 0.066
성별(남/녀) 10/5 11/4 0.690 1.000
교육기간 14.5±2.1 16.4±2.0 -2.416 0.022
유병기간(년) 7.8±6.1 N/A
평생 음주량(X103SDU) 42.9±34.4 N/A
최근 1달 음주량(SDU) 107±239 N/A
입원 횟수 2.1±2.5 N/A
단주기간(일) 41.7±47.2 N/A
ADS 19.4±5.9 0.6±1.5 11.172 <0.001
OCDS 32.4±9.9 1.5±1.8 10.245 <0.001
BDI 18.5±11.6 5.3±4.0 3.768 0.002
BAI 15.0±11.4 5.1±3.7 2.525 0.032
SPM 53.0±3.8 54.2±4.4 -0.79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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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실험 중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

알코올 관련 자극과 긍정 자극을 보고 갈망을 평가하는데 걸리는
반응시간은 환자군과 대조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그러나,부정 자극
과 음료 자극에 대해 알코올 갈망을 평가하는 반응 시간은 환자군에
서 유의하게 더 길었다.정서 평가 세션의 반응시간은 긍정 자극에
대한 평가시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표 2).

표 2.실험 중 자극에 대한 행동반응시간

단위:milliseconds

나.실험 중 자극에 대한 평가 결과

갈망 평가 세션에서 환자군은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해 ‘술이 마시
고 싶다’라고 반응한 경우가 10번에 7번으로 10번에 2번만 ‘술이 마시

환자군
(n=15)

대조군
(n=15) t P

갈망평가 세션
알코올 관련 자극 1141.3±220.5 1088.9±348.4 0.492 0.626
음료 자극 1128.4±199.7 937.4±246.6 2.330 0.027
부정 자극 1220.1±249.2 987.8±303.0 2.294 0.030
긍정 자극 1140.4±163.5 975.9±300.0 1.864 0.073
정서평가 세션
알코올 관련 자극 1180.1±238.9 1163.3±264.7 0.151 0.881
음료 자극 1092.4±228.3 955.6±168.5 1.866 0.072
부정 자극 1060.5±219.0 1145.0±180.6 -1.153 0.259
긍정 자극 1187.1±240.1 1003.2±148.0 2.5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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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다’라고 반응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많았다.그리고,부정 자극
에 대해서도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해 ‘술이 마시고 싶다’라고 반응한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표 3).
정서 평가 세션에서 환자군은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해 평균 10번
에 6.5번꼴로 ‘긍정 정서가 느껴진다’라고 반응하였지만 대조군은 평
균 2.5번만 긍정 반응을 나타냈다.음료 자극과 부정 자극에 대한 정
서 평가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긍정 자극에 대해서 환자군
은 대조군에 비해 긍정 반응을 보인 경우가 유의하게 적었다.

표 3.실험 중 자극에 대한 평가 결과

*자극 제시 중 ‘술이 마시고 싶다’라고 반응한 비율(%)✝자극 제시
중 ‘긍정 정서가 느껴진다’라고 반응한 비율(%)

다.실험 후 자극에 대한 정서평가 결과

실험이 끝난 후 피험자에게 SAM 을 이용하여 제시된 자극에 대해

환자군
(n=15)

대조군
(n=15) t P

갈망 세션*

알코올 관련 자극 70±36 18±24 4.567 <0.001
음료 자극 27±36 11±36 1.325 0.196
부정 자극 19±29 2.0±9.0 2.133 0.048
긍정 자극 20±28 6.0±17 1.636 0.113
정서 세션✝

알코올 관련 자극 65±35 25±32 3.210 0.003
음료 자극 84±19 82±30 0.230 0.819
부정 자극 8.0±19 4.0±6.0 0.737 0.467
긍정 자극 77±17 90±14 -2.27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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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가와 각성도로 평가하게 하였다.정서가 평가 결과는 두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한 각성도 평가 결과
는 달랐다.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해 알코올 관련 자극의 각성도를 유
의하게 높게 평가하였다(표 4).

표 4.피험자의 자극에 대한 SAM 평가 결과
환자군
(n=14)

대조군
(n=15) t P

정서가
알코올 관련 자극 5.0±1.8 4.7±1.1 0.600 0.554
음료 자극 5.7±1.3 6.0±0.8 -0.666 0.511
부정 자극 2.5±0.9 2.6±0.8 -0.512 0.613
긍정 자극 6.2±0.9 6.4±0.7 -0.752 0.458
각성도
알코올 관련 자극 4.5±2.2 2.7±1.5 2.578 0.016
음료 자극 3.0±1.8 2.6±1.7 0.656 0.518
부정 자극 4.2±2.3 4.5±1.9 -0.512 0.613
긍정 자극 3.9±1.8 2.9±1.7 1.514 0.142

333...기기기능능능적적적 자자자기기기공공공명명명영영영상상상 실실실험험험 결결결과과과

음료 자극에 대한 정서가나 각성도 평가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
으므로 중립적으로 평가하여 이후 fMRI분석에 대조 자극으로 사용
하였다.대조군에서 유의하게 활성화된 뇌영역은 표 5및 그림 4와
같다.활성화 영역은 P<0.005미만인 영역으로 80개 이상의 voxels이
활성화된 경우를 기준으로 정하였다.표 6은 환자군의 fMRI결과이며
표 7은 두 군의 그룹간 분석 결과이다.그룹간 분석 결과는 P<0.001
미만인 영역으로 80개 이상의 voxels이 활성화된 영역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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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정상 대조군의 fMRI결과 (n=15)

number 

of 

voxels

Regions

x,y,z 

Talairach 

coordinates

t

갈망 세션
알코올-음료 328 Lt. superior temporal gyrus -49,-27,8 4.226
부정-음료 488 Lt. insula -33,-7,12 4.210

248 Lt. inferior frontal gyrus -49,9,16 4.062
248 Lt. cerebellum(VI-V) -9,-25,-26 5.115

152 Lt. inferior temporal gyrus
-47,-27,-1

8
5.025

144 Rt. cerebellar vermis 5,-51,-24 4.474
128 Rt. parahippocampal gyrus 15,-27,-12 4.606
128 Rt. postcentral gyrus 37,-29,46 4.072

긍정-음료 144 Lt. middle occipital gyrus -37,-63,-2 4.300
184 Rt. inferior temporal gyrus 49,-27,-14 4.544
192 Rt. calcarine gyrus 19,-95,-6 5.105
104 Rt. cerebellum(crus 1) 11,-83,-20 4.288

정서 세션
알코올-음료 184 Lt. postcentral gyrus -31,-33,62-4.272

144 Lt. cerebellum(VIII)
-29,-59,-4

6
4.170

88 Lt. inferior orbital gyrus -27,41,-10-4.290
240 Rt. superior frontal gyrus 15,35,48 -4.099
128 Rt. postcentral gyrus 13,-45,68 -4.074
96 Rt. precentral gyrus 15,-21,64 -4.332

부정-음료 192 Lt. supramarginal gyrus -53,-49,24 4.206
336 Rt. putamen 29,-13,12 4.801
96 Rt. cerebellum(VII) 11,-69,-40-4.569
136 Rt. superior frontal gyrus 11,51,30 4.862
80 Rt. precuneus 1,-69,50 -4.185

긍정-음료 248 Lt. angular gyrus -43,-65,32 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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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05

표 6.환자군의 자극에 따른 fMRI결과 (n=15)

number 

of 

voxels

Regions

x,y,z 

Talairach 

coordinates

t

갈망 세션
알코올-음료 328 Lt. cerebellum(crus 2) -31,-65,-40 4.400
부정-음료 136 Lt. inferior temporal gyrus -47,-1,-28 4.381
긍정-음료 136 Lt. cerebellum(VI) -15,-59,-24 4.002

P<0.005

112 Lt. inferior orbital gyrus -29,41,-10-4.169
120 Lt. insula -31,19,6 4.514
80 Lt. precuneus -7,-79,46 -4.157
120 Rt. putamen 31,3,10 3.956
304 Rt. supramarginal gyrus 65,-21,18 4.424
248 Rt. middle orbital gyrus 25,35,-6 -4.425
144 Rt. superior temporal gyrus 63,-17,10 4.048
120 Rt. putamen 21,-9,14 3.934

그림 4.정상 대조군이 알코올 관련 자극(>음료 자극)에 대한 갈망
을 평가할 때 활성화된 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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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평가 세션에서 P<0.005로 하여 알코올 환자군의 집단 내 t-검
정을 시행할 경우 유의한 수준의 활성화 증가나 감소가 나타나지 않
았다.P<0.01의 유의수준으로 t검정을 시행하면 알코올-음료 자극에
대해서는 우측 미상핵(Rt.caudate)의 활성화 증가와(활성화된 voxel
의 수=168;좌표=11,17,12;t=3.583) 우측 윗측두이랑(Rt.superior
temporal gyrus)의 활성화 감소(활성화된 voxel의 수=96; 좌표
=43,-19,8;t=-4.003)가 나타났다.부정 자극-음료 자극에 대해서는 우
측 중간 전두이랑(Rt.middlefrontalgyrus)주위 백질의 활성화 증가
(활성화된 voxel의 수=144;좌표=27,35,4;t=3.670)및 좌측 방추상이랑
(Lt.fusiform gyrus;활성화된 voxel의 수=208;좌표=-31,-75,-16;
t=-3.706),우측 중간 측두 이랑(Rt.middletemporalgyrus;활성화된
voxel의 수=152;좌표=43,-65,4;t=-3.889),우측 lingualgyrus(Rt.
linualgyrus;활성화된 voxel의 수=96;좌표=11,-73,-2;t=-3.694)의
활성화 감소가 유의하였다.긍정 자극-음료 자극에 대해서는 좌측 뒤
쪽띠이랑(Lt.posteriorcingulategyrus;활성화된 voxel의 수=240;좌
표=-5,-39,16;t=3.806),좌측 위측두이랑(Lt.superiortemporalgyrus;
활성화된 voxel의 수=216;좌표=-57,-47,14;t=3.644),우측 아래 안와
이랑(Rt.inferior orbital gyrus; 활성화된 voxel의 수=96; 좌표
=45,23,2;t=3.555),좌측 조가비핵(Lt.putamen;활성화된 voxel의 수
=88;좌표=-17,13,6;t=3.568)의 유의한 활성화 증가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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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자극에 따른 fMRI결과:두 군간 비교(환자군>대조군)
number 

of 

voxels

Regions

x,y,z 

Talairach 

coordinates

t

갈망 세션
알코올-음료 216 Lt. cerebellum(VIII) -19,-63,-40 5.812

152 Lt. middle occipital gyrus -33,-83,-4 6.079
728 Rt. precuneus 7,-61,30 6.572
112 Rt. lingual gyrus 1,-79,-4 -5.489

부정-음료 520 Rt. precuneus 9,-55,28 6.118
정서 세션
알코올-음료 704 Lt. middle occipital gyrus -31,-71,10 -6.454

576 Lt. cerebellum(VIII) -25,-59,-46-6.614
136 Lt. cerebellum(IV-V) -17,-49,-12-6.398
552 Rt. Cerebellar vermis 1,-69,-10 -5.942

부정-음료 128 Lt. thalamus -5,-13,20 -5.896
440 Rt. frontal white matter 21,-41,16 -6.781
240 Rt. middle temporal gyrus 51,-65,10 -6.287
240 Rt. anterior cingulate gyrus 11,23,18 -5.948
232 Rt. Cerebellar vermis 5,-71,-14 -5.726
176 Rt. precentral gyrus 59,-1,10 -5.569
88 Rt. insula 37,-1,16 -5.423
80 Rt. inferior frontal gyrus 43,23,12 -6.362
80 Rt. thalamus 15,-13,12 -5.743
80 Rt. precuneus 3,-65,36 -5.504

P<0.001

알코올 의존 환자군은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한 갈망 평가 세션에
서 우측 쐐기전소엽,좌측 소뇌,좌측 중간후두이랑,좌측 새발톱이랑
(calcarinegyrus)영역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활성화를 보였다
(그림 5).그 중 우측 쐐기전소엽은 알코올 관련 자극뿐 아니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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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자극에 대한 알코올 갈망을 평가에서도 대조군보다 유의한 수준
의 활성화 증가를 보였다(그림 6).한편,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하여
정서 평가 세션에서는 갈망 평가 세션과는 정반대로 좌측 중간후두이
랑,좌측 소뇌에서 대조군보다 활성화 감소를 보였다(그림 7).
환자군과 대조군의 그룹간 t검정 결과 긍정 자극-음료 자극에 대
해서는 갈망 세션과 정서 세션 모두에서 활성화 증가나 억제가 유의
하지 않았다.유의수준을 0.005로 조정할 경우 갈망 세션에서는 대조
군이 환자군에 비해 우측 시상(Rt.thalamus;활성화된 voxel의 수
=264과 136;좌표=9,-7,0과 5,-31,2;t=-5.967,-4.624)과 우측 소뇌(Rt.
cerebellum;활성화된 voxel의 수=88;좌표=5,-81,-28;t=-4.955)에서
활성화가 증가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정서 세션에서는 좌측 중간
안와이랑(Lt.middleorbitalgyrus)주위 백질(활성화된 voxel의 수
=200;좌표=-17,39,0;t=4.449)과 우측 중간 안와 이랑(Rt.middle
orbitalgyrus;활성화된 voxel의 수=128;좌표=35,47,-6;t=4.610)의 유
의한 활성화 증가 및 좌측 쐐기소엽(Lt.cuneus;활성화된 voxel의 수
=200;좌표=-13,-75,32;t=-4.234)에서 유의한 활성화 감소가 관찰되
었다.

그림 5.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한 갈망평가 fMRI결과:
환자군>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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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기기기능능능적적적 자자자기기기공공공명명명영영영상상상 실실실험험험 결결결과과과와와와 임임임상상상 변변변인인인의의의 상상상관관관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갈망 평가 세션에서 활성화되었던 영역인 좌측 소뇌는 환자들이 알
코올 관련 자극에 대한 각성도를 높게 평가하였을수록 활성화가 증가
하였다(r=0.598,P=0.024).좌측 중간후두이랑에서는 BDI와 BAI로 측
정한 우울 점수와 불안 점수가 높을수록,알코올 관련 자극과 부정

그림 6.부정 자극에 대한 알코올 갈망 평가 fMRI결과:
대조군>환자군

그림 7.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한 정서 평가 fMRI결과:
환자군>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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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에 대한 각성도를 높게 평가하였을수록 활성화가 증가하였다
(r=0.659, P=0.020; r=0.694, P=0.038; r=0.583, P=0.029; r=0.627,
P=0.016).우측 쐐기앞소엽의 활성화는 실험 중 부정 자극에 대한 알
코올 갈망 평가 반응시간이 느릴수록,최근 4주간 마신 술의 양이 적
을수록 증가하였다(r=0.598;P=0.019;R=-0.559,P=0.038).

IIIVVV...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알코올 갈망의 정서적 요소와 관
련되는 뇌영역을 알아보고 정서 처리 능력의 손상이 있는지를 밝혀
알코올 갈망과 정서 처리 능력 간의 상관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알
코올 의존 환자들은 알코올 관련 자극 및 부정 자극에 대한 알코올
갈망 평가시 우측 쐐기전소엽(precuneus)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한 활
성화가 나타났다.우측 쐐기전소엽을 포함한 이차 시각 처리 영역과
소뇌는 알코올 의존 환자들에서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한 갈망 평가
시에는 활성화 증가를 보였는데 반해 정서 평가시에는 활성화 감소를
보였다.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정서 자극에 대한 외현적 평가 결과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fMRI결과에서는 알코올
관련 자극 및 정서 자극에 대해서 대조군에 비해 뇌활성화가 유의하
게 감소되었다.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정서 처리 능력의 손상을 반영
하는 결과이다.

111...알알알코코코올올올 의의의존존존 환환환자자자군군군의의의 기기기능능능적적적 자자자기기기공공공명명명영영영상상상 실실실험험험

가.알코올 갈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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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망을 평가하는 세션에서 환자군은 알코올 관련 자극을 보고 우측
쐐기전소엽(precuneus),좌측 중간후두이랑(middle occipitalgyrus),
좌측 소뇌(cerebellum)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활성화 증가를 보였
다. 중간후두이랑과 쐐기전소엽은 모두 이차 시각 처리 영역
(secondaryvisualprocessingarea)으로 시각적 주의(visualattention)
및 익숙한 자극에 대한 인식(recognitionoffamiliarobjects)과 관련
된다.이차 시각 처리 영역은 알코올 의존의 알코올 갈망에 관한 이전
연구38,39에서뿐 아니라 니코틴 의존 환자의 니코틴 갈망 관련 fMRI
연구40에서도 갈망 관련 영역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들 시각 처리 영역 중 우측 쐐기전소엽의 활성화 증가는 부정 자
극에 대한 알코올 갈망 평가시에도 나타났다.쐐기전소엽은 안쪽 두
정엽의 뒷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브로드만 영역(Brodmannarea)7번
의 중앙에 위치한다.뒤쪽 띠이랑(posteriorcingulategyrus)및 뇌량
팽대뒤 피질(retrosplenialcortex)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주로는 전두엽
과 연결되어 있다.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연구
결과 쐐기전소엽은 시각-공간적인 상상,삽화적 기억의 회상 및 자기
의식(self-consciousness), 자신과 관련된 정신 표상(self-related
mentalrepresentation)과 같은 과제 시행시에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41실험 중 행동반응 결과를 살펴보면,환자군은 부정 정서
자극에 대해 알코올 갈망이 유발되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약 20%
정도였다.이는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한 갈망 반응율에 비하면 작은
수치이지만 대조군의 2%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높은 반응율이었다.쐐
기전소엽의 활성화 정도는 최근 4주간의 음주량이 적을수록,부정 자
극에 대한 알코올 갈망 평가 반응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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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부정 자극을 보고 갈망이 유발되었을 가능성과 이로 인해 쐐
기전소엽의 활성화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알코올 관련 자극의 갈망 평가시 활성화된 좌측 소뇌와 좌측 중간
후두이랑은 알코올 관련 자극과 부정 자극에 대한 각성도를 높게 평
가하였을수록 활성화 정도가 증가하였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ositronEmissionTomography,이하 PET)연구 및 fMRI연구에
의하면 시각 피질은 중립 자극보다는 정서 자극에 의해 활성화를 보
이며 활성화는 정서가 보다는 각성도와 연관된다고 보았다.42,43PET
연구42에서 시각 피질의 활성화는 긍정 자극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부
정 자극에서만 일어났다.그러나 Lang등43은 각성도가 높을 경우 긍
정 자극에서도 활성화가 일어남을 증명하며 정서의 종류보다 높은 각
성도가 시각 피질의 활성화와 연관된다고 하였다.알코올 관련 자극
에 대한 SAM 평가 결과 정서가는 환자군과 대조군이 서로 다르지
않았지만 각성도는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평가되었다.이것은 알
코올 갈망이 정서의 요소 중 정서가 보다는 각성도와 연관되었을 가
능성을 시사한다.앞서 언급한 환자군의 쐐기전소엽의 활성화 역시
알코올 관련 자극과 부정 자극의 높은 각성도와 관련된 시각적 주의
력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이상으로 보아,알코올
의존 환자들이 알코올 갈망 반응을 평가할 때 관여하는 회로가 정상
대조군이 갈망을 평가할 때 관여하는 회로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해 갈망을 평가할 때 대조군은 변연계를 활성
화시켰지만 환자군은 소뇌 및 이차 시각 처리 영역을 활성화시켰다.
즉,소뇌와 이차 시각 처리 영역이 알코올 의존 환자의 알코올에 대
한 병적 알코올 갈망의 관련 뇌영역일 가능성이 있다.
편도는 다른 알코올 갈망 연구에서는 활성화되었던 영역이다.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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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MRI연구에서 정서 자극에도 흔히 활성화를 보이지만 fMRI실험
중 인지적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경우 활성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
다.11본 연구에서 활성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실험 과제가 인지적
판단을 요구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환자군의 갈망 평가시
안쪽 전전두 피질의 활성화를 역시 예상하였으나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인식함과 관련되는 안쪽 전전두 피질 역시 환자군에서는 활성화가 나
타나지 않았다.fMRI연구중에는 제시되는 알코올 관련 자극을 바라
보기만 하고 실험이 끝난 후 갈망을 평가하게 하였던 과거의 연구들
과 달리 실험 중 갈망을 평가하게 한 것이 환자의 정서 상태 인식 능
력의 손상을 반영하게 한 것일 수 있다.

나.정서 평가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한 정서 평가 세션의 fMRI결과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해 좌측 소뇌,좌측 중간후두이랑의 활성화 감소를 보였
다.이는 갈망 평가시 이차 시각 처리 영역 및 소뇌에서 활성화를 보
였던 결과와 정반대이다.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fMRI실험 중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해 65%
정도의 비율로 ‘긍정 정서가 느껴진다’고 반응하였고 실험 후 시행한
외현적 정서 평가에서는 중립적으로 평가하였다.놀람 반응을 이용하
여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던 연구44에 의하면 환자군은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해 외현적으
로는 부정적인 정서 평가를 하였지만 놀람 반응으로 밝혀진 연관 정
서는 긍정이었다.알코올 갈망 유발 자극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며 이를 drug-oppositeanddrug-likeeffect라고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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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한 연구자도 있다.45조건화된 금단 증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신체
및 심리적인 회피 반응(aversivereaction)은 갈망과 약물 사용에 선행
한다는 이론은 글루타메이트에 의한 흥분과 GABA의 역할의 불균형
이 금단과 같은 알코올 갈망을 일으킨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
으며 도파민 보상 체계와 관련된 drug-likeeffect는 약물관련 자극이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 혹은 보상(reward)에 집중하게 하여 약물 사용
을 추구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환자군이 실험 중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해 부정 정서
로 반응하지 않은 것은 fMRI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행동 반
응 결과대로 라면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해 긍정 정서 관련 영역이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fMRI결과는 긍정 정서 자극에
대한 정서 평가시 결과와 비슷하지 않았다.이것으로 보아 알코올 관
련 자극에 대한 정서 평가시의 fMRI결과는 긍정이냐 부정이냐와 같
은 정서가의 종류에 따른 활성화 양상과는 관련되지 않는 것같다.
이 결과는 환자군의 임상적 특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해 부정 정서를 연관시켰던 선행 연구14에서는
환자들 대부분이 남자였으며 평균 21년의 유병기간과 평균 4.6번의
입원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험 전 4주 평균 음주량이 397잔이었
는데 반해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은 여성이 다섯 명이었으며 평균
7.8년의 유병기간과 평균 2.1번의 입원경력,실험 전 1달 평균 음주량
이 107잔으로 알코올 의존의 심각도가 훨씬 낮은 환자군이었다.최근
음주량이 많을수록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해 부정 정서를 보고한다는
이전 연구 결과는 상대적으로 심각도가 낮은 환자군의 특징이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한 정서 평가 결과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지지한다.
알코올 의존의 심각도가 보다 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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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관련 자극에 대해 부정 정서와 연관지을 경우 그것은 정서가에 의
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부정 정서 자극의 높은 각성도와 연관될 가능
성이 있다.Wiers등46은 위험 음주자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관련 자극
에 대한 정서 평가 실험을 하였는데 긍정-부정의 정서가는 연관되지
않았지만 높은 각성도와에 대해서는 쉽게 연관지었다.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한 갈망 관련 영역인 좌측 중간후두이랑과
좌측 소뇌의 활성화가 정서 평가시에 대조군에 비해 감소된 것은 환
자군이 알코올 관련 자극에 의해 먼저 유발되는 알코올 갈망을 억제
하고 정서 평가를 하기 위해 알코올 갈망 관련 영역의 활성화를 억제
한 결과일 수 있다.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한 정서 평가시 소뇌의 활
성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소뇌는 이차 시각 처리 영역과 더불어 알
코올 의존 환자의 병적 갈망과 관련되는 주요 손상 영역일 가능성이
높다.소뇌는 다양한 인지 영역 뿐만 아니라 둔마된 정동(blunted
affect)와도 연관된다.47 시각으로 정서를 유발하도록 고안된 기능적
뇌영상 연구에서는 소뇌의 활성도가 증가한다.
환자군은 알코올 관련 자극을 제외하고는 부정 및 긍정 자극 모두
에 대해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활성화 감소를 보였다.이는
알코올 의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fMRI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
이다.Salloum 등48의 연구에서도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정서 평가 수
행결과는 대조군과 다르지 않았지만 뇌 활성화는 뇌 전반에 걸쳐 감
소하였다.특히 부정 정서 자극에 대해서는 유의한 활성화 감소를 보
였는데 대부분의 영역이 우측 반구에 속하였다.부정 정서를 잘못 인
식하는 경향성은 우측 뇌반구의 이상과 연관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우측 반구가 시각-공간 지각 능력49과 부정 정서의 처리를 담당
하기 때문이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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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정정정상상상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기기기능능능적적적 자자자기기기공공공명명명영영영상상상 실실실험험험 결결결과과과

가.갈망 평가 세션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

정상 대조군은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한 갈망을 평가할 때 좌측 위
측두이랑의 활성화를 보였다.위측두이랑(superiortemporalgyrus)은
안쪽 전전두피질(medialprefrontalcortex),측두극(temporalpole)등
과 함께 자의식적 정서(self-consciousemotion)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음의 이론 실험(theoryofmind)과 사회 지각 연구
에서 흔히 활성화되는 영역이다.51피험자에게 제시되는 정서 자극과
는 다른 정서를 표현하도록 한 fMRI연구에서도 위측두이랑의 활성
화 증가가 관찰되었다.52평소 거의 술을 먹지 않는 대조군에게 알코
올 관련 사진을 보고 스스로에게 ‘술이 먹고 싶은지’를 평가한 것은
제시되는 자극과 다른 정서를 인식해야 하는 것 혹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것과 관련되어 위측두이랑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 자극을 보고 알코올 갈망을 평가할 때에는 좌측 뇌섬엽,해마
곁이랑,아래측두이랑 등의 변연계 및 소뇌의 활성화가 나타났다.긍
정 정서 자극에 대해서는 아래측두이랑과 좌측 중간후두이랑,우측
새발톱이랑,우측 소뇌의 활성화가 증가되었다.아래측두이랑은 아래
후두이랑과 연결되어 시각 자극의 처리를 담당하며 시각 자극의 복잡
한 과제의 정보 처리시 활성화된다.소뇌는 전전두엽 등과 연결되어
정서적 의미를 가지는 자료의 지각(perception)혹은 정서 처리 능력
의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47뇌섬엽은 인지적 요소가 필요
한 정서 정보의 처리시 활성화된다.Damasio등53은 ‘느낌’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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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피험자의 정서 상태를 기억해 내거나,불러일으키거나 관찰할
때 뇌섬엽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정서 평가 세션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

정상 대조군은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한 정서 평가시 소뇌의 활성
화 증가 및 양측 중앙뒤이랑(postcentralgyrus)및 우측 중앙앞이랑
(precentralgyrus),좌측 아래안와이랑(inferiororbitalgyrus),우측
위전두이랑(superiorfrontalgyrus)에서의 활성화 감소를 보였다.관
련 뇌영역의 활성화 감소가 우세했던 알코올 관련 자극과는 달리 정
서 자극에 대해서는 관련 뇌영역의 활성화 증가가 관찰되었다.부정
자극과 긍정 자극 모두에 대해서 모서리위이랑(supramarginalgyrus)
과 같은 신체감각피질 및 관련 뇌영역의 활성화 증가가 관찰되었다.
한편,대조군은 정서 평가에 관한 이전 연구에서 활성화된 편도나

해마의 활성화가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정서 자극을 인지적으로
평가하게 하면 편도의 활성화는 약화되고 안쪽 전두 피질의 활성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주장에 부합한다.11

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점점점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우선,자극의 제시기간이
짧아서 정서 관련 뇌영역을 충분히 활성화시키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환자들에게 실험 전 사진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미리 과
제를 연습시켰다.실험 중에도 자극은 3번 이상 반복해서 제시되었으
므로 사진의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여서 뇌영역이 활성화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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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 가능성은 적다.
두 번째로 정서 자극에 대한 반응은 피험자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
에 없으며 fMRI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자극에 대한 주관적
역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본 연구에서는 자극의 정서가
및 각성도가 이미 알려져 있는 표준화된 정서 자극을 이용하였다.54

또한,피험자의 정서 상태가 실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
하여 우울 척도 및 불안 척도를 시행하였다.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경우 정상 대조군에 비해 우울과 불안 점수가 높았다.우울 증상이
있을 경우 정서 자극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보고도 있
다.55그러나 본 연구에서 fMRI실험 후 SAM을 이용한 자극에 대한
환자들의 정서 평가 결과는 정상대조군과 다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알코올 관련 자극,부정 자극,긍정 자극에 대한 대조
자극으로 음료 자극을 사용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즉,음료 자극이 갈망을 유발하거나 중립적이지 않은 정서가를 가졌
을 경우 알코올 관련 자극이나 정서 자극에 대해 활성화된 뇌영역이
상쇄되어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그러나 음료 자극에 대한
fMRI실험 중 갈망 평가 결과 및 정서 평가 결과는 두 실험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실험 후 SAM으로 측정한 정서가와 각성도 결
과 역시 중립적이었으므로 음료 자극을 중립 대조 자극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생각된다.

VVV...결결결론론론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갈망은 인지적,정서적 요소가 모두 관련된
다.알코올 의존 환자의 인지적 손상뿐 아니라 정서 처리 능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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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이 있다는 행동 연구는 있었지만 이것이 어떤 뇌 영역과 관련되
는지,알코올 갈망과는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동
안 없었다.알코올 의존 환자들에서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해 갈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뇌 영역은 정서 자극을 조절하는 영역의 활
성화 실패 및 이차 시각 처리 영역과 같은 영역의 비정상적인 활성화
로 이루어졌다.이것은 정서의 종류 보다는 각성도와 연관되는 것으
로 보였다.한편,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대조군과 비슷한 정서 평가를
할 수는 있었지만 관련되는 뇌 영역의 활성화 증가는 실패하였다.이
러한 결과는 알코올 갈망을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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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ofbrainactivitytoalcohol-relatedandemotional
stimuliinalcoholdependence:fMRIstudy

EunLee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KeeNamkoong)

Cravingisamotivationalstatesubjectivelyexperiencedthat
inducesongoingsubstanceuseinaddicts.However,alcohol
craving hasnothad a clearconception ordefinition until
recently and was recognized as being only an impulse,
motivation,emotion,orthoughtassociated with alcohol.In
spite ofthe factthatbrain regions activated by alcohol
cravingoverlapemotionprocessingareas,mostbrainimaging
research ofalcoholcraving hasbeen focused on cognition
ratherthanemotion.
We used an event-related functional magnetic imaging
approachtoexaminealcoholics'brainbloodoxygenationlevel
dependent response for the evaluation of alcohol-related
stimuliandemotionalstimuliandcomparedtheirresponseto
thatofnormalcontrols.During the fMRIscanning,the
subjectswereaskedtodeterminewhethertheyfeelalcohol
cravingontheonecondition,andtodeterminewhetherthey
feelpositive emotion on the othercondition.Forty visual
stimuliwerepresentedduringthescanningwhichconsisted
ofalcohol,beverage,negative,andpositiveemotionalstimuli.
Alcoholics showed more brain activation compared to the
controlsintheprecuneus,themiddleoccipitalgyrus,andthe
cerebellum when viewing thealcoholrelatedstimuliin the
condition evaluating craving.In the condition evalu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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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theabove-mentioned areaswerelessactivated in
the patientgroup than controls when viewing the same
stimuli.More activation in precuneus was also found in
alcoholicsviewingthenegativestimuliduringthecondition
evaluating craving.Thearousallevelofthealcoholrelated
stimuli reported by the alcoholics correlated with the
activation levelin thecerebellum and themiddleoccipital
gyrusduringtheconditionevaluatingcraving.Thevalenceof
the alcohol related stimuli did not correlate with the
activation levelofthe brain.In the condition evaluating
emotion,alcoholicsshowedlessbrainactivationthancontrols
ingeneral.
Alcoholcravinginalcoholdependenceinvolvesactivationof
secondary visualprocessing cortex,which was associated
with the arousal,notthe valence,ofthe alcoholrelated
stimuli.Alcoholics show a deficitin emotionalprocessing,
whichmayinteractwithalcoholcr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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