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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연구실에 지

내면서 많은걸 배우고 공부했지만 석사 라는 학위를 받기에는 아직도 부족 함

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신입생으로써 처음 

입학했을 때를 생각하면 훨씬 성장한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학원을 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제 스스로의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

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크나 큰 성장에는 제 지도 교수님이신 김경

환 교수님의 뜻 깊은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 했습니다. 항상 교수님께 감사 

드리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박사 과정 생활 하면서 좋은 연구로 보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사 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주옥 같은 조언

과, 아낌없이 지도해 주신 김지현, 정병조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공학

과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 순간 의공학 발

전에 힘써 주시는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공동연구를 진행하

며 훌륭한 연구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연구 환경을 만들어 

주신 정기영 교수님, 구용숙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연구실 생활할 동안 옆에서 꾸준히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신 정우

형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해 드립니다. 다소 제가 배움이 늦어 답답해 하셨을 

텐데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게 동기부여를 주시고 아낌없는 조

언을 주신 점 항상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지금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훌륭한 직장에서 일하

고 계시는, 상백형, 종구형, 은경누나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힘들 

때마다 옆에서 서로 위로 받으며 큰 힘이 되어준 대학원 동기인 보라 원혁 종

혁에게도 고마움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하는 일 모두 잘되었으면 

하고, 10년 뒤에는 각자의 꿈을 이루어 멋진 모습으로 만났으면 하는 바램입

니다. 앞으로 연구실에 들어와서 많은 배움을 받게 될 종두형 민희 지효도 좋

은 가르침을 받으며 좋은 연구를 하기를 바라며 2년뒤 졸업할 시기쯤이면 많

은 성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의 든든

한 뒷바라지가 있었기에 연구실 생활을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가족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

램입니다. 후에 꼭 성공하여,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딘

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제 여자친구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해 드립니다^^. 그 

동안 석사과정으로서 지내온 시간을 뒤돌아 보면, 짧은 2년의 시간이지만 저

의 인생에 중요한 시기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박사 과정 생활에 있

어서도 지금보다도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고 사회에 이바

지 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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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의 작업기억 과제 수행 시     

신경활동 변화 

 

하지불안증후군(RLS, Restless Leg Syndrome)은 평상 시 혹은 수면 중에 무의

식적으로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감각관련 신경과적 장애로써, 과거의 연구들을 

통해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들에게서 인지기능의 결함이 보인다고 알려져 왔지

만, 그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지불

안증후군 환자에서 나타나는 주의 및 작업기억 처리 능력 결함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Sternberg task 수행 시 측정된 뇌전도 (Electroencephalogram, 

EEG)를 이용하여 주파수 분석(Time-frequency analysis), 신호원 국소화 분석

(source localization)을 수행함으로써 정상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에서 나타나는 비 정상적인 뇌 활성화 패턴을 분석하여 인지기능 

관련 병태생리적 특성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하지불안증후군으로 진단된 11

명의 환자와 신경과적, 정신과적 질환이 없는 11 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Sternberg task 를 수행 하는 동안 19-채널 뇌전도 기록시스템을 이용하여 피

험자의 뇌전도를 기록하였다. 기록된 뇌전도의 Global Field Power (GFP)를 

관찰하여, 주요 사건관련전위(Event-related potential, ERP) 요소들을 찾아

냈고, low-resolution electromagnetic tomography (LORETA)를 이용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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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정점에서의 신호원의 위치 및 크기를 추정한 후, 환자군과 정상인군 

간 통계적으로 비교하였다. 세타대역 스펙트럼 특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그

룹평균 ERP 파형과 단일시행 ERP 파형으로부터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을 수행하여 시간에 따른 주파수 특성을 관찰하였고, Multiple 

source Beamformer(MSBF)를 이용하여 특정 시간 구간에서의 세타 대역 신호원

의 위치 및 크기를 추정한 후 통계적으로 비교하였다. 

ERP 결과를 살펴보면 200 ms 전후에서 관찰되는 P200 요소의 크기는 하지불

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중심영역에서 유의하게 더 큰 전위를 나타냈

다. 반면 600 ms 전후에서 관찰되는 P300 요소 크기를 그룹간 비교하면,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전두영역에서 유의하게 더 낮은 전위를 나

타냄을 확인하였다. LORETA 를 이용한 신호원 국소화 분석에 따르면, 200ms 

전후에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전두영역에서 더 높은 전류원 

밀도를 나타냈다. 600ms 전후에서는 전두영역, 중심영역에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더 낮은 전류원 밀도를 나타냄을 관찰하였다. 세타대역

에서 관찰한 시간-주파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400-500ms 시간 구간에서 하

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중심영역에서 더 낮은 세타 파워를 나타

냄을 확인하였다. 동일 시간 구간에서 Beamformer 를 이용한 신호원 국소화 

분석을 수행한 결과,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전두영역에서 더 

높은 세타 신호원 밀도 크기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기존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연구에 따르면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는 자극 분별 과정에서 전전두엽의 과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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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가 나타난다고 알려졌다. 또한 도파민 시스템 불균형에 의해 자극에 대한 

주의 집중 시 전두엽에서 과도 활성화가 나타났다는 선행연구도 있다. 따라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서 나타나는 초기시간의 전두엽의 과도 활성화는 도파

민 시스템 기능 장애로 인한 시각자극에 대한 주의 집중 능력에 결함이 발생

함 유추할 수 있다. P300 요소가 나타나는 300 ms 전후, 전두영역, 중심영역

에서의 활성화는 작업기억, 선택적 주의 집중, 의사결정 등 고위 인지기능을 

반영한다고 사전 연구되었다. 따라서 P300 요소 관련 시간 구간에서 나타나는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의 전두엽 비활성화는 익숙하지 않은 시각정보를 분별하

고 활용하는 인지적 처리 능력 결함의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간-주파수 

분석에서 발견되는 세타대역 활동 차이는 부호화 작업 처리 관련 인지기능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새로운 자극보다 익숙한 자극을 인지할 때 

전두영역, 두정영역에서 세타대역 활동이 활성화 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서 나타나는 중심 영역의 비 활성화는, 입력 시각 자극

에 대한 판별 과정에서 정상인에 비해 작업 요구량이 증가됨에 따라 새로운 

자극과 익숙한 자극을 분별하는 능력이 저하됨을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는 전두엽 기능 결함으로 인해 주의처리 능

력에 장애가 발생하며, 또한 작업기억 관련 인지기능 수행 시 비정상적인 뇌 

활성화 패턴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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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 Syndrome, RLS)은 평상 시 혹은 수면 중에 다

리를 움직이고자 하는 충동을 억제하기 힘든 증상을 보이며, 이와 함께 불쾌

한 느낌을 동반하는 운동감각관련 신경과적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1].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다리의 불편한 증상은 ‘아프다, 저리

다, 당긴다, 쪼인다, 가렵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다.’등 여러 가지 언어들

로 표현되며, 이러한 증상은 수면 시에 더 악화되어 불면증, 피로 및 우울증

을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다 [5,6]. 여러 증상에 따른 신체 불편함은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의 삶의 질이 낮거나 같다고 

한다 [7,8].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 7.2~11.5% 한국인에서는 약 3.9% 의 유

병률을 보이는 드물지 않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하지불안증후

군에 대해 널리 인지되고 있지 않으며 타 질환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이다[2-4]. 최근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인지기능 장애를 규명하고자 하는 몇몇의 연구 결과가 제시

되고 있다. 특정 질병으로부터 기인하는 심리적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 

심리학적 시험 (Neuropsychological test, NP test)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의 전두엽 기능과 관련하여 구어유창성 (verbal fluency) 및 

단기 기억 처리 능력 저하 등 여러 인지기능 장애를 설명하고 있다 [9].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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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각적 oddball 작업 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

에서 정상인에 비해 감마대역 위상 동기화가 정상인에 비해 저하되며, 이러한 

결과는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서 주의력(attention), 작업기억(working 

memory) 및 장기기억(long-term memory) 관련 인지기능 장애가 있음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10]. 또한 하지불안증후군과 기능, 구조적으로 유사한 결함 원

인을 가지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목표 시각 자극 제시에 따

른 사건관련전위를 관찰한 결과, ADHD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전두엽 영역에서 

과도 활성화 됨을 관찰하였다 [15]. ADHD 환자들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 최적

의 각성수준에 도달하고 그 각성수준을 유지하려면 자극과 과제의 새로움을 

정상인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서 인지기능장애가 나타남을 유추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서 나타나는 인지기능 결함의 주요 원인

을 수면 부족 및 이에 따른 주의력 결핍으로 생각해 왔으나, 최근 전두엽 관

련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대뇌피질의 주의 처리 관련 인지 기능 자체에 변화

가 발생함이 알려지고 있다 [11]. 따라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의 주의 처리 

관련 인지기능 장애에 따른 비정상적인 뇌 활성화 패턴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

에서는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와 정상인 간 사건관련 뇌 전위를 정량적으로 비

교, 분석하였으며, 전두엽 관련 기능인 주의통제 (attentional control) 및 

작업기억 (Working memory) 관련 인지 기능 저하 기전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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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감각 정보의 흐름 표식도 

 
 
그림 1.1 은 입력된 시각정보가 작업 기억을 통해 장기 기억에 저장되기까

지의 정보 전달 과정을 표기해둔 표식도 이다. 작업기억은 일상생활에서 얻어

지는 자극 정보의 일시적인 유지 및 조작에 관여하는 기억 형태이며, 특히 기

억 탐색 단계에서 일어나는 작업 기억 활용 및 유지하는 과정은 주의 자원에 

기반하여 수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12,16-18]. 따라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

서 주의 처리 능력 장애가 나타남에 따라 작업기억 관련 인지처리 과정 에 결

함을 보일 것임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작업기억탐색 실험(Working 

memory-scanning task) 수행 시 뇌 활동 변화에 비정상적인 특이점을 관찰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Sternberg task 실험은 작업 기억 처리 관련 인지기능 

평가를 위한 실험이며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기록된 뇌전도를 이용하여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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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증후군 환자에서 나타나는 대뇌피질의 신경활동 변화 특성을 여러 분석 

방법을 통해 관찰하였다. 기억 탐색 단계(Memory retrieval phase)에서 피험

자의 행동반응인 반응속도 및 정확도를 그룹간 비교, 관찰한 뒤 사건관련전위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건관련전위 분석은 여러 정점(peak)의 극성(polarity)

와 잠복기(latency)에 따라 요소를 명명하고, 각 요소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대뇌의 순차적 정보처리 과정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P300 요소는 주의 처리, 

작업기억과 같은 인지기능 수행 시 대뇌 피질에서 유발되는 신경활동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19,20]. 다음으로 전류 신호원 국소화(Source 

localization) 분석을 수행하였다.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등을 이용한 타 분석 방법은 

뇌의 기능적 활성화를 포착해내는 시간이 초(sec)단위로 긴 반면, 

EEG(Electroencephalogram)측정 방법은 1/1000 초 이하의 단위로 신경세포의 

전기적 활성을 측정 함으로서 보다 빠르고 정교한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다 

[21]. 하지만 대뇌 두피 표면에 전극을 부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타 연구 방

법에 비해 공간적 해상도가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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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신호원 국부화 분석 개요 

 

따라서 그림 1.1 에 나타나듯이 EEG 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대뇌 피질 영역

의 활성화를 역 추정(Inverse solution)하여 위치적 신경활동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간접적으로 대뇌 피질 신경세포의 활성화

를 비침습적으로 추정하여 관찰 가능하며, 기존 연구에서 신뢰성이 입증된 바 

있다 [22]. 이러한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ternberg task 수행 

시 측정된 뇌전도로부터 신호원을 추정하기 위해 뇌전도 신호를 역 변환

(inverse problem) 공식에 대입하여 전류 신호원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추정

된 신호원을 3 차원 영상화 하여 영역별 신호원의 활성화를 표기한 뒤 그룹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목표 시각 자극 처리 및 작업 기억에 관련된 인지 기능 수행 시 관여하는 

신경세포들 혹은 이들의 연합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인 세타 대역 활동 분

석을 통하여 뇌의 정보처리 기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3]. 시각적 자극이 제시될 때 4-8 Hz 의 세타 대역에서 신경세포들의 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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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기화 되는 특성을 관찰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며, 주로 주의집중, 작

업기억 처리, 의사결정 등 복합적 인지 처리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따라서 세타대역 활동 관찰을 통하여 특정 인지기능 수행 시 정보

처리 과정의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다. 세타대역 활성화는 유발세타대역활동

(evoked Gamma band activity, eTBA)과 유도세타대역 활동(induced Gamma 

band activity, iTBA)으로 나뉜다. evoked 세타 대역 활동은 외부에서 입력되

는 자극에 동기화(stimulus-locking) 되어 발생되어 약 100ms 전후 초기시간

에 관찰되는 것과 달리 induced 세타 대역 활동은 evoked 세타 대역 활동 발

생 후 자극에 동기화 되지 않은 형태로 발생된다. evoked 세타 대역 활동은 

초기 감각 정보처리 과정 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induced 세타 

대역 활동은 외부로부터 전달된 감각정보를 활용(utilization)하거나 학습, 

주의, 집행 그리고 기억과 같은 고위인지기능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26]. 이러한 기능적 특성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 있어 하지불안증후

군 환자의 인지기능 평가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세타대역 신호원의 국부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타대역 신호원 

국부화 분석 방법의 개념은 앞서 언급한 전류 신호원 국부화와 비슷한 맥락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3 에 나타나듯이 대뇌 내부 피질 영역에 위

치해 있는 세타대역 활성화의 근원을 추정하고자 특정 시간 구간의 세타대역 

파워를 역 변환 계산 한 뒤 3D 영상화 하여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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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신호원 국부화 분석 절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타대역 신호원의 위치에 따른 크기를 관찰하였으며 

정상인과 하지불안증후군 환자 간 비교를 통해 세타대역 신호원의 기능적 활

성화 특성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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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방  법 

 

2.1 피험자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안암 병원에 내원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 11 명을 대

상으로 환자의 증상 및 신체 불편함의 정도, 삶의 질, 수면의 질 등의 사전 

병증 정보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또한 모든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는 

임상 신경학적 검사를 기반으로 하여 신경학과 소속의 수면 전문의와 1 대 1 

면담 방식으로 표준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부합하는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를 선별하였다. 

 

(1) 나이가 18-70 세 사이의 환자 

(2)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이 최소 일년 이상 지속된 환자. 

(3) 하지불안증후군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제외하였다. 

 

(1)  하지불안증후군 외의 질환 (만성 신장질환, 말초신경병증)을 가진 환

자 

(2)  인지적 장애 치료를 받은 환자 또는 임신중인 환자  

(3)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본태성진전(essential tremor), 

파킨슨씨 병, 신경이완제 유도, 정좌 불능증(neuroleptic-in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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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thisia), 울혈성 심부전, 신경성 파행, 척수장애, 관절염 및 관련 

병력이 없는 환자 

 

또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설문 조사를 통하여 

수면의 질 및 병증 수준을 조사하였다. 

(1)  IRLS(International RLS rating scale) [27] 

(2)  ESS(Epworth Sleepiness Scale) [28] 

(3)  ISI (insomnia Severity Index) [29] 

(4)  GSAQ (Global Sleep Assessment Questionnaire) [30] 

(5)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31]  

 

실험 프로토콜은 고려대학교 의학센터 내 기관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피험자에게서 동의서를 받은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2.2 Sternberg 실험 

신경과적 병증이 없는 정상인 11 명(50±7.7 세)과 하지불안증후군 환자 11

명(49±14.6 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작업 기억 처리에 따른 인지

기능 평가를 위해 변형된 Sternberg 실험(Sternberg working memory task)를 

수행하였으며 실험은 오전 8 시부터 10 시 사이에 진행하였다. 자극이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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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니터의 크기는 15 인치 모니터를 사용하였으며 피험자 눈과 사이 거리는 

약 75cm로 고정하였다.  

 

 

그림 2.1 Sternberg 실험 진행 과정 개요 

 

그림 2.1 에 도식된 바와 같이 실험이 시작되면 모니터 상에 “준비” 화면

이 제시된다. 피험자는 준비되는 즉시 1 번 버튼을 누르게 되고 모니터에는

1.4 초 동안 고정 기호 (“+”) 가 제시된다. 이후 기억 입력 순서(encoding 

phase)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모니터 상에는 1~9 사이의 숫자가 무작위로 

제시가 되며 작업 기억 용량에 따라 최소 2 개에서 최대 4 개의 숫자가 제시가 

된다. 다음으로 2.2 초동안 검은색 공란 화면이 제시가 되고(Retention phase) 

기억 탐색 단계(Retrieval phase)로 넘어가게 된다. 기억탐색 단계에서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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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무작위 숫자가 제시가 되는데 기억 입력 순서에서 제시된 숫자면 1 번

(“Yes”), 기억 입력 순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숫자면 2 번(“No”)를 

누르게 된다. 이후 정답, 오답에 따라 피드백(feedback) 소리가 제시가 되면

서 한 번의 시행(trial)이 끝나게 된다. EEG 기록은 기억인출 과정에서 Probe 

item 제시 시점을 기준으로 -200-1500 ms 시간 구간을 기록하였다. 한 피험자

당 총 200 번의 단일시행이 제시되며 평균 40분의 실험 시간이 소요되었다. 

 

2.3 EEG(Electroencephalogram) 기록 

EEG 기록 측정 장비는 AS40-PLUS Portable EEG 를 사용하였다. 총 19 개 

Ag/AgCl 전극이 부착 되어있는 모자를 사용하여 10-20 system 에 따라 19 개

의 전극으로부터 EEG 신호를 400 Hz 의 샘플링율(Sampling rate)로 기록였다. 

기준 전극은 양 귓볼에 위치시키고 안구 움직임 및 눈 깜빡임으로 인한 아티

팩트 제거를 위해 눈 밑에 안전도 (electroculogram, EOG)를 부착하였다. 

0.3~70 Hz 대역통과필터 60 Hz 대역저지필터를 적용하여 고주파수 대역에 해

당하는 근전도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2.4 데이터 분석 방법 

 

2.4.1 행동반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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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참여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 및 정상인을 대상으로 정확도와 반응시

간을 조사하였다. Probe Item 이 제시되는 시점으로부터 피험자가 Yes(1) 또

는 No(2)버튼을 누르기까지 반응 시간을 조사하고, 정답률을 계산하였다. 통

계분석은 일원산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함으로써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 

 

 

2.4.2 전 처리과정 및 사건관련전위 분석 방법 

실험 진행과 동시에 측정된 EEG 데이터의 아티팩트 제거를 위해 전 처리과

정을 수행하였다. 400 Hz 의 샘플링률로 기록된 데이터에 200Hz 다운샘플링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30 Hz 의 저역필터를 적용하여 고주파수 대역

에 해당하는 근전도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EEGLAB (version 10.0b) 툴을 

이용하여 독립 요소 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를 수행하였

다 [32,33]. 따라서 원하지 않은 안전도 및 근전도 신호가 포함 되어있는 독

립 신호원을 제거하여 EEG 파형을 개선하였다. 안전도 신호에서 기준 범위 밖

의 전위를 갖는 단일시행 ERP 파형을 제거 하여 안전도 아티팩트를 제거하였

다. Probe item 자극이 제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0~1500ms 시간 구간을 

추출한 뒤 19 채널 평균 ERP 파형을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극 제시 시점

을 기준으로 -100-0ms 시간구간을 기준치(baseline)로 설정하여 단일시행 파

형을 보정하였다. 모든 전극에서 측정되는 전류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되는 

GFP(Global field power) 와 두피면상 그래프(Topographical distribut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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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하여 평균 ERP 파형에서 P300 요소 가 나타나는 시간 구간을 결정한 뒤, 

구간 내 정점의 크기 및 잠복기를 계산하여 그룹간 비교 하였다. 통계분석은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집단 간 요소는 하지불안증후군 과 정상인, 

집단 내 요소는 전극 위치 (Frontal, Central, Parietal)로 설정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2.4.3 Time-frequency 분석 방법 

작업기억 검색 과정 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서 나타나는 시간에 따른 세

타대역 파워 스펙트럼 특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그룹평균 ERP 파형과 단일

시행 ERP 파형으로부터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을 적용하여 시간에 

따른 주파수 특성을 관찰하였다 [34]. 수식 2.1 은 모웨이블릿(mother wavelet)

이 변형 변수(Translation parameter) u 와 크기 변수(Scale parameter) s 에 

의하여 이동 및 비율 변화를 시키며 원 신호와 컨볼루션(convolution)을 계산

하였다..  

 

(수식 2.1) 

 
따라서 원 신호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계수를 계산하여 특정 시간 구간 에 

따른 주파수 변화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복소 Morlet 웨이블릿 함수

(complex Morlet wavelet function)를 기저함수(basis function)로 하여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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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블릿 변환을 적용하였으며, Probe item 이 제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

200ms~1000ms 시간 구간을 관찰하였다.  

Evoked 세타 대역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각 피험자 별 평균 ERP 파형을 계

산하여 웨이블릿 변환을 적용하였다. 또한 Induced 세타대역 활동 관찰을 위

해 단일시행 ERP 파형을 웨이블릿 변환하여 계수를 계산한 뒤 평균화하여 관

찰하였다. evoked 세타 대역 활동은 100-200ms, induced 세타 대역 활동은

400-500ms 로 시간 구간을 고정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집단 

간 요소는 하지불안증후군 과 정상인, 집단 내 요소는 전극 위치 (Frontal, 

Central, Parietal)로 설정하였다. 

 

 

2.4.4 신호원 국소화 (Source localization) 분석 

작업기억 처리 및 주의 집중 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의 두피 표면에서 측정

된 뇌전도로부터 대뇌피질의 신경세포간 전기적 활동 근원을 찾아내기 위해 

뇌 신호원 국부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뇌 신호원 국부화 분석 방법은 쌍극자

의 배치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뉘어 진다.   

1. 등가 전류 쌍극자 모델(Equivalent current dipole model)  

2. 분포 근원 모형(Distributed source model)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신호원 활성화 비교를 위해 다수의 쌍극자 (dipole)를 

뇌 내부에 배치 하여 추정한 분포 근원 모형 (Distributed source mode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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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그림은 대뇌 내부 피질의 신호원으로부터 전파된 뇌파가 두피 표

면에서 측정되기까지의 기본적인 전파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었다 [35]. 

 

 

그림 2.2  신호원 국소화 분석 방법의 개요 

 

수식을 살펴보면 D 는 시간에 따른 쌍극자 모멘트(dipole moment) 를 의미하

고, 뇌 영역에 위치하는 쌍극자로부터 전극에 이르기 까지 전류가 전파 됨에 

따라 매질 요소에 의한 신호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신

호 흐름의 왜곡을 수식화 하여 계산된 값이 G(Lead field matrix)이다. 따라

서 변수 G 와 D 가 각각 주어지면 각 전극에서 측정되는 뇌전도 M 이 계산된다. 

이러한 정 변환(forward problem) 과정을 역으로 계산하여 두피 표면 전극에

서 측정된 뇌전도로부터 뇌 내부 신호원의 위치 및 크기를 유추할 수 있다. 

역 변환(inverse problem)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수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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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입력된 M(t)에 의해 소스의 위치에 따른 크기를 예측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림 2.3 표준 4 층 구형 모델의 구성 요소 

 

 

그림 2.4 신호원 추정을 위한 위한 전극 배치도 

 
 
그림 2.3 과 같이 BESA software 에서 제공된 4 층 구형 모델에 의거하여 대뇌 

피질에 쌍극자를 배치시킨 뒤 정 변환을 통해 lead field 행렬을 계산하였다. 

19 개의 전극에서 측정된 뇌전도의 역 변환을 계산하여 신호원의 위치를 추정

하였고 (그림 2.4), 신호원의 해부학적 위치 정보는 Talairach Client 2.4.3

을 사용하여 기재하였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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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저해상 전자기 단층 촬영(LORETA) 

ERP 파형으로부터 신호원 밀도 분포를 관찰하기 위해 BESA 5.3 software 에

서 제공된 저해상 전자기 단층 촬영(low resolution electromagnetic 

tomography, LORETA)방법을 사용하였다. LORETA 는 Pascual-Marqui 에 의해 

처음 소개 되었으며 분포된 근원 모형 (Distributed source model)에 속한다 

[37]. 뇌의 특정부위의 전류밀도는 그 인접한 부위의 평균 전류 밀도와 최대

한 유사해야 된다고 가정하며, 이웃하는 신경집단 중에 최대 동기화를 보이는 

활성부위의 3차원적 분포를 반영한다. 

 ( )  ‖    ‖   ‖  ‖    (수식 2.3) 

수식 2.3 에서 소스의 잡음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규격화 연산자

W(regularization operator)를 대입하여 계산한다. 이때 쌍극자들이 가장 부

드러운 분포(Maximum smoothness)를 구성하도록 W 를 변환하여 적용한 방법이 

LORETA 방법이다.  뇌 모형은 표준 4 층 구형 모델(Standard 4 shell 

spherical head model)을 채택하였으며 1 개의 voxel 당 단위 부피를 7mm 의 

크기로 설정(2394 voxel)하여 영상화 하였다. GFP(Global field power)를 관

찰했을 때 정점을 이루며 분산이 최소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룹간 비교를 

하였다. 통계 분석은 SPM 8 을 사용했으며 Voxel-by-voxel 로 Two-sampled t-

test 를 수행했을 때 p-value 가 0.001 (uncorrected) 이하를 통계적 유의수

준으로 정하였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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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다중 신호원 Beamformer(MSBF) 

인지기능 수행 시 신경세포 집단이 동기화 되어 활성화 되는 전기적 활동 

근원을 찾기 위해 시간에 따른 특정 주파수 대역의 파워 변화를 기반으로 신

호원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이 분석 방법은 MSBF(Multiple source Beamformer)

이며 BESA 5.3 software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9]. 전류 신호원 분석과 마

찬가지로 뇌 모형은 표준 4 층 구형 모델(Standard 4 shell spherical head 

model)을 채택하였으며 1 개의 voxel 당 단위 부피를 7mm 의 크기로 설정(2394 

voxels)하여 영상화 하였다. 먼저 복소 스팩트럼 밀도(Complex spectral 

density)를 계산한 뒤 시간에 따른 주파수 파워 스팩트럼(spectrum)을 나타내

면 관심 주파수 대역 및 시간 구간에서 평균 파워를 계산할 수 있다. 관심 주

파수 대역 및 시간 구간 윈도우의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평균의 

역 변환을 나타내는 Cr 를 계산한 뒤 좌표 변환 변수 L(Lead field matrix)에 

따른 닮음 행렬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각 소스에서의 출력 파워를 계산되는데 

이때 기준 구간(-100-0ms) 대비 증가 혹은 감소된 출력 파워 비율로 표기하게 

되면 q(%)값을 얻게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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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수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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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은 SPM8 을 사용했으며 Voxel-by-voxel 로 Two-sampled t-test 를 수

행했을 때 p-value 가 0.001 (uncorrected) 이하를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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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3.1 행동반응 결과 

정상인 집단과 하지불안증후군 환자 집단 간 행동 반응 차이를 관찰하였다.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서는 95.4-98.1%의 범위에서 정답률을 보였고 정상인에

서는 95.0-97.3% 범위에서 정답률을 보였다. 통계분석 결과 두 집단간 정답률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0.028, p=0.868).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서는 

810.38-893.32ms 범위 내에서 반응시간을 보였고 정상인 에서는 615.48-

697.57ms 범위 내에서 반응시간을 나타냈다. 통계분석 결과 두 집단간 반응시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9.498, p=0.005).  

 

3.2 사건관련전위 분석 결과 

 

3.2.1 P200 요소 전위 크기 및 잠복기 

19 개 전극에서 측정된 ERP 파형 및 두피면상그래프를 아래 그림 3.1, 3.2

에 각각 나타내었다. ERP 파형과 두피면상 그래프를 살펴보면 전두영역, 중심

영역에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P200 요소 크기가 더 높게 나

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ERP 파형에서 관찰되는 P200 요소 전위 크기를 구하

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정

상인에 비해 유의하게 더 큰 P200 요소 크기를 나타냈다(F=4.699, p=0.042). 

또한 전극 위치에 따른 전위 차이가 유의함을 관찰하였다(F=9.463,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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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극 위치와 그룹간 상호작용이 은 나타나지 않았다(F=3.346, p=0.057). 

사후분석 결과(그림 3.3) 중심영역에서는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더 높은 

P200 요소 크기를 나타냈으며(t(1,20)=5.869, p=0.023), 전두영역 및 두정영

역에서는 그룹간 P200 요소 크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t(1,20)=1.803, 

p=0.194; t(1,20)=1.532 p=0.057). 다음으로 P200 정점의 잠복기에 대해 반복

측정 분산분석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하지불안증후군과 정상인 간 

잠복기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0.320, p=0.088). 반면 전극의 위

치에 따른 주 효과 및 전극 위치와 그룹간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남을 관

찰하였다(F=6.021, p=0.009; F=3.128, p=0.067). 사후분석 결과, 전두영역에

서는 그룹간 P200 요소의 잠복기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반면(t(1,20)=2.832, 

p=0.097), 중심영역 및 두정영역에서는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P200 요소 의 잠복기가 더 빠르게 나타남을 관찰하였다(t(1,20)=13.689, 

p=0.001; t(1,20)=6.417, p=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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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기억인출 과정의 평균  ERP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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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P200 의 Topographical distribution 

 
 

  
그림 3.3 전극 위치에 따른 P200 요소 크기 

 

 

3.2.1 P300 요소 전위 크기 

평균 ERP 파형 (그림 3.1)및 두피면상그래프(그림 3.4)를 살펴보면, 두정영

역에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더 낮은 P300 요소 크기가 분포

함을 관찰하였다. P300 요소가 관찰되는 500-600 ms 시간구간의 평균 전위를 

계산한 뒤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통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그룹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0.900, p=0.360). 또한 전극 위치와 그룹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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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F=21.496, p=0.034). 반면 전극 위치에 따른 주 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관찰하였다(F=4.401, p=0.108). 사후분석 결과

(그림 3.5) 전두영역, 중심영역에서는 그룹간 P300 요소 크기 차이가 관찰되

지 않았으나(t(1,20)=0.001, p=0.984; t(1,20)=2.038, p=0.169), 두정영역에

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P300 요소 크기가 더 작음을 관찰하

였다(t(1,20)=7.572, p=0.012).  

 

 

그림 3.4 P300 의 Topographical distribution 

 
 

 

그림 3.5 전극 위치에 따른 P300 요소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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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저해상 전자기 단층 촬영(LORETA) 분석 결과 

그림 3.6 은 자극 제시 후 GFP 가 정점을 나타내는 200ms 전 후 시간 구간에

서의 국소 전류원 크기를 그룹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3.6 P200 구간에서의 전류 신호원 국소화 분석 결과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는 후엽(Posterior lobe), 전두엽(Frontal lobe, Medial 

Frontal Gyrus)에서 높은 전류원 밀도가 관찰되는 반면 정상인에서는 주로 두

정엽(Parietal Lobe, Precuneus)에서 높은 전류원 밀도가 관찰되었다. 그림 

3.5 의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두정

엽의 쐐기앞소엽(Parietal Lobe, Precuneus)에서 유의하게 낮은 전류원 밀도

를 나타냈으나(t(1,20)=4.24, p<0.001), 전두엽의 중전두회(Frontal 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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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Frontal Gyrus)에서는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더 높은 전류원 밀도를 

나타냈다(t(1,20)=4.59, p<0.001).  

아래 그림 3.5 는 ERP 파형에서 그룹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시간 구간인 

600ms 시점에서 아이템 별 그룹 간 비교를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 3.7 P300 구간에서의 전류 신호원 국소화 분석 결과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는 후엽(Posterior lobe), 전측대상회(Limbic lobe, 

Anterior cingulate)에서 높은 전류원 밀도가 관찰되는 반면 정상인에서는 주

로 중심소엽(Paracentral lobule), 전측대상회(Limbic lobe, Anterior 

cingulate), 후엽(Posterior lobe) 에서 높은 전류원 밀도가 관찰되었다.  

그림 3.5 의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변연엽의 전두엽의 중전두회(Frontal Lobe, Middle Frontal Gyrus), 중심소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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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central lobule)에서 유의하게 낮은 전류원 밀도를 나타냈으나

(t(1,20)=5.87, p<0.001),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더 높은 전

류원 밀도를 나타낸 영역은 관찰되지 않았다.  

 

3.4 시간-주파수 분석 결과 

 

3.4.1 Evoked 세타 대역 활동 

Cz 전극에서 관찰한 Evoked 세타 대역 활동을 그림 3.7에 나타냈다.   

 

 

그림 3.8 기억인출 과정에서의 시간-주파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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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각 영역에 따른 eTBA 크기 비교 

 

세타 대역 활성화가 나타나는 주파수 대역(4-8Hz) 및 시간 구간(100-300ms)을 

설정 한 뒤 평균파워를 계산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그룹간 차이 및 전극 위치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F=1.191, 

p=0.228; F=2.913, p=0.080), 세 영역과 그룹간 상호작용 관찰할 수 없었다

(F=0.239, p=0.780).  

   

3.4.2 Induced 세대 대역 활동 

Cz 전극에서 관찰한 Induced 세타 대역 활동을 그림 3.8 에 나타냈다. 시간-

주파수 그림을 살펴보면 200-400ms 사이 구간에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와 정

상인 모두 iTBA 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

었다. 하지만 400-600ms 시간 구간에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더 낮은 iTBA 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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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기억인출 과정의 평균  iTBA 

 

세타 대역 활성화가 나타나는 주파수 대역(4-8Hz) 및 시간 구간(400-500ms)

을 설정 한 뒤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룹간 비교 분석한 결과,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더 낮은 세타파워를 가짐을 관찰하였다. 

(F=5.706, p=0.027). 또한 세 영역과 그룹간 상호작용이 유의함을 관찰하였다. 

(F=4.491, p=0.019). 사후분석 결과 전두영역, 중심영역, 두정영역 모두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세타파워 크기가 더 작게 나타남을 관찰하

였다(t(1,20)=8.253, p=0.006; t(1,20)=14.578, p=0.001; t(1,20)=9.563,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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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각 영역에 따른 iTBA 크기 비교 

 
 

그룹 간 차이가 나는 시간 구간인 400-500ms 시간 구간에서 관찰한 두피면상 

그래프 결과는 아래 그림 3.9 에 나타냈다.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중심엽에서 더 낮은 세타 대역 파워가 관찰됨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10 iTBA 의 Topographic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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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중 신호원 Beamformer(MSBF) 분석 결과 

그림 3.10 은 세타 대역의 시간-주파수 그림을 관찰했을 때 자극 제시 후 그

룹간 차이가 나타나는 시점인 400-500ms 시간 구간에서 세타 신호원 밀도 크

기를 그룹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3.11 세타 대역 신호원 국소화 분석 결과 

 
 

하지불안증후군 환자 와 정상인 모두 전두엽(Frontal lobe, Medial Frontal 

Gyrus)에서 높은 세타 신호원 밀도가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그림 3.10 의 통

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중심소엽

(Paracentral lobule)에서 유의하게 낮은 전류원 밀도를 나타냈으나

(t(1,20)=4.24, p<0.001), 전두엽의 상전두회(Frontal Lobe, Sup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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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al Gyrus)에서는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더 높은 전류원 밀도를 나타냈

다(t(1,20)=4.59,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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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토 의 

 

4.1 사건관련전위 분석 및 저해상 전자기 단층 촬영(LORETA) 분석 

 

4.1.1 P200 요소 특성 

본 연구에서는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서 작업기억 관련하여 인지기능 결함

이 나타날 것이라 가정하고 Sternberg task 수행 시 뇌 활동에 어떻게 반영되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P200 요소 발생 시간 구간인 200ms 전후 시간

구간에서 사건 관련 전위 결과를 살펴보면 하지불안증후군이 정상인에 비해 

중심엽에서 더 높은 P200 전위와 느린 잠복기가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또한 

LORETA 결과에서는 전두엽에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더 높은 

전류 밀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두정엽 부근의 피질에서는 하지불

안증후군 환자에서 더 낮은 전류 밀도를 나타냈다.  

P200 요소의 발생은 입력 자극 정보에 대한 주의 처리 및 정보 인식 과정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하향식(Bottom-up) 정보처리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입력된 시각 정보에 대해 시각 피질에서 감각 등록(sensory 

register)과정을 거친 뒤 순차적으로 특징들을 분류하는 초기시각정보 인식 

과정(perceptual processing) 이라고 볼 수 있다 [41,43]. 기억 인출 과정에

서 작업기억 양에 따른 사건관련전위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작업기억 양이 

증가할수록 300ms 전후 시간에서 중심엽, 두정엽 부근의 전위가 높게 나타남

을 보였다[42,44,45]. 이 연구 결과에서는 중심실행기능(Central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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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작용에 의해 기억 용량이 많아질수록 주의 자원이 높아져 뇌 활동

이 증가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전

두영역 및 중심영역에서 더 높은 P200 요소 크기 및 늦은 잠복기를 보인 것은 

전두엽 기능장애로 인해 주의 처리 능력에 결함이 발생하여, 시각정보를 인지

하고, 특징을 표상하는 과정에서 주의 요구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4.1.2 P300 요소 특성 

평균 ERP 파형을 살펴보면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두정엽에

서 더 낮은 P300 전위가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또한 LORETA 결과에서는 전두

엽 및 두정엽에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더 낮은 전류 밀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P300 요소는 작업기억, 의사결정, 자극 평가, 선택

적 주의처리 등 고위 인지처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41]. 그 중 

작업기억 관련 P300 연구결과에 따르면 작업 기억의 양이 증가할수록 새로운 

시각 자극 갱신 및 표상에 따른 주의 자원이 분산되며, 기존 작업기억과 새로

운 자극 정보와의 통합 및 판별 과정에 어려움을 느껴 주의 부하가 감소되기 

때문에 두정엽, 측두엽 피질 부근 뇌 영역의 P300 전위가 작아지고 잠복기가 

더 느리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40 42]. 연구실 선행 연구 결과에서, 하

지불안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시각적 Oddball 작업 수행 시, 사건 관련 전위

를 관찰했을 때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전두엽, 두정엽 영역에

서 더 낮은 P300 요소가 관찰되었다 [13]. 이 결과 에서는 하지불안증후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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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전두엽 기능결함으로 인한 주의 집중 능력 장애를 원인으로 설명하였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업기억 처리 시 관찰되는 P300 요소 특성

을 살펴보면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는 전두엽 결함에 의한 주의능력의 저하로 

인해 작업 기억 탐색 및 자극 정보와의 대조 시 요구되는 주의자원 할당량이 

정상인에 비해 감소됨을 유추할 수 있다.  

 

4.2 세타 대역 활동 특성  

Evoked 세타 대역 활동은 시각 자극이 제시될 때 신경세포들의 발진이 동기

화되어 활성화를 띄는 특징을 지니며 초기 시간(100ms 전후)에서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정상인과 하지불안증후군간 Evoked 세타 대역 활동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초기 시각 자극 제시 시에 세타 

대역이 활성화되는 것은 새로운 시각 정보를 단기 기억으로의 부호화 하는 과

정에서 신경 집단의 세타 대역 발진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 하였다 [43]. 

따라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와 정상인간 Evoked 세타 대역 활동 차이가 관찰

되지 않은 것은, 초기 시간의 세타 대역 발진이 주의력 및 작업기억 처리 과

정 보다는 단기 기억 부호화 과정에 의해 발생되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induced 세타 대역 활동은 약 200ms 이후에 발생하며, 외부로부터 전달된 

감각정보를 활용(utilization)하거나 학습, 주의, 집행 그리고 기억과 같은 

고위인지기능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26]. 작업기억 인출 

시 세타 대역 활동 변화를 바탕으로 한 신호원 추정을 수행한 연구 결과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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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면 전두영역 및 두정엽, 측두엽에서 활성화 된다고 알려져 있다 [48, 49]. 

작업기억 관련 인지기능 수행 시 나타나는 iTBA 는 새로운 시각자극의 활용 

및 기존 작업기억과의 대조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작업 

기억의 양이 증가할수록 해마 옆이 활성화 되어 주기적인 신경집단 활동을 유

발시킨다고 한다 [46,47,50]. 시간-주파수 분석 결과 및 다중 신호원

(Beamformer)분석 결과를 관찰했을 때,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서 정상인에 비

해 500ms 전후 시간 구간의 중심 영역에서 더 낮은 세타 파워가 나타난 결과

로 보아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는 새로운 시각 자극을 받아들일 때 기존 보유하

고 있던 작업기억 정보와의 대조 및 활용 과정에 결함이 발생하여 익숙하지 

않은 자극으로 인지하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억 

인출과정 시 새로운 단어에 비해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를 받아들일 때 

induced 세타 대역 활동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47]. 이 연구 결

과에서는 사전에 부호화된 작업 기억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인지 과정 수

행 시 전두엽, 중심엽에서 세타 대역 활동이 활발히 나타난다고 제시하고 있

으며 작업 기억 탐색 및 활용 과정은 주의처리 능력에 기인하여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작업기억 처리 시 관찰되는 세타 대

역 활동 특성을 살펴보면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익숙한 자극

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induced 세타 대역 활동이 더 낮게 나타남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한 논문에서는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서 나타나는 중심

영역의 비활성화는 도파민 시스템의 기능결함으로 인한 운동 피질(motor 

cortex)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반영한다고 연구되었다 [51]. 따라서 하지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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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군 환자의 병리학적 증상을 원인으로 하여 운동 피질이 분포되어 있는 중

심영역의 비활성화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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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및  한 계 

 

작업기억 관련 인지 기능 수행 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의 뇌 활동을 관찰했

을 때 정상인에 비해 비정상적인 활성화 패턴이 관찰될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Sternberg 작업 수행 시 측정된 뇌전도를 가지고 여러 분석 방

법을 통해 뇌 활성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Sternberg 작업 과제 중 인출 과정

에서 자극 제시 시점 이후 100-300 ms 시간구간의의 뇌 전도를 관찰하면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전두엽, 중심엽에서 과도활성화가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이는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의 전두엽 기능 결함으로 인하여 입력 

시각 자극 에 대하여 특징들을 분류해내고 기존 작업 기억을 선별하는 과정에 

주의 요구량이 정상인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함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의 전두엽에서 높은 부하가 발생되어 과도 활성화가 나타

남을 추측할 수 있다. 

P300 요소가 관찰되는 시간 구간(600ms 전후)에서 뇌 전도를 관찰하면, 하

지불안증후군 환자에서 두정엽의 P300 요소 크기가 정상인에 비해 감소됨을 

관찰하였다. 작업 기억 양에 따른 전두엽 및 두정엽의 P300 요소 크기는 작업 

기억 처리를 위한 주의자원 할당량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는 작업 기억 과 입력 자극 정보와의 대조 시 요구되는 

주의자원 할당량이 정상인에 비해 감소되며 입력 시각 정보 갱신 과정 시 

전두엽-두정엽간 기능적 신경망 네트워크에 결함이 발생되어 두정엽의 신경활

동이 정상인에 비해 감소됨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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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 대역에서 관찰되는 신경 집단의 동기화를 관찰하기 위해 시간-주파수 

분석을 수행한 결과, 400-500ms 전후 시간구간에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가 중

심 영역의 세타 파워 크기가 정상인에 비해 감소됨을 관찰하였다. 반면 세타 

대역 신호원 분석 결과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의 전두엽에서 과도활성화 됨을 

관찰하였다.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부호화된 작업 기억 정보

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두정엽에서 신경집단의 동기화가 

적게 나타나 세타 대역 활동이 감소됨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하지불안증후

군 환자에서 전두엽의 세타 대역 밀도 및 전류 밀도가 과도 활성화되어 나타

나는 것은 전두엽의 기능 장애로 인하여 기억을 검색하고 회상하기 위한 주의

력 할당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나타나는 현상임을 추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건관련 전위, 시간-주파수 분석, 전류 신호원 분석 및 세

타 대역 신호원 분석을 통해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서 나타나는 작업기억 관

련 인지기능 결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작업 기억 인출 과정에서 관찰했을 때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전두엽 및 두정엽에서 비정상적인 뇌 

활성화 패턴이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지불안증후군 환

자는 작업 기억 탐색 및 유지하는 과정에 결함을 보이며 주의력 처리 기능 저

하로 인한 결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하지불안증후군의 전두영역의 기능장애

로 인하여 전두엽-두정엽간 기능적 신경망 네트워크의 결함이 발생함을 유추

할 수 있고, 이는 작업기억 처리 및 주의 능력 관련 인지기능 저하의 근원이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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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아이템 개수에 따른 그룹간 차이 비교를 관찰하지 못한 점이 본 연

구의 주요 한계점으로 작용하였다. 아이템 개수 별(Item2, Item3, Item4)분석

을 수행하였으나 별 다른 경향성을 관찰할 수 없었고 결과 해석하기에 다소 

난해한 점이 있어 불가피하게 아이템 개수를 구분하지 않았다. 다른 한계점으

로 신호원 국지화 방법을 사용하기에 적은 전극 개수(19 개)를 사용했기 때문

에 낮은 해상도의 신호원 크기를 관찰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표준 뇌 모델을 

사용하여 정확한 신호원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측

정 전극의 개수를 늘리고 개인별 fMRI 측정을 통해 최적화된 두상 모형을 설계

하여 신호원의 위치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 시켜 보다 정확한 신호원 위치를 

분석해야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억 인출 과정 시 뇌 활동을 관찰

하였으나, 추후 기억 입력 구간(Encoding phase) 및 기억 보유 구간

(Retention phase)에서의 뇌 활동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하지불안증후군의 인

지기능 특성 파악에 있어 좀 더 면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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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ered neural activities in patients with restless legs 

syndrome during a working memory task 

 

 Restless legs syndrome (RLS) is sensorimotor neurologic disorder 

characterized by an irresistible urge to move one's body to stop 

uncomfortable or odd sensations. Recent studies have reported that 

patients with RLS may have underlying decreased attention due to the 

symptoms of RLS is another possible mechanism of cognitive dysfunction. 

However, there`s no specific physiological evidences to define a 

cognitive dysfunction in RLS patients. To clarify this,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neural activity between RLS patients and healthy 

controls during a working memory task. 11 drug-naive RLS patients and 11 

normal subject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We performed modified 

Sternberg working memory task as the mnemonic items. Event-related 

potentials (ERPs) recordings were made using 19 electrodes placed on the 

scalp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10-20 system, and were 

recorded during the retrieval phase. In addition to conventional ERP 

analysis, the ERP sources were localized using low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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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magnetic tomography (LORETA). To observed functional role of 

neural oscillations, we performed time-frequency analysis with specific 

rhythms (theta-band), and theta source were also localized using 

multiple source Beamformer. We selected peak points of Global field 

power in each groups. The GFP peak current was found around P200 

generators. In early time related target elicited P200 generators in 

central area, RLS patients were higher source current than Control. At 

this period, in LORETA results, RLS patients showed larger source 

current density than control at frontal area. P300 component was 

analyzed by calculating the amplitude of the most positive peak within 

400-600ms after probe item stimulus onset. RLS patients showed 

significantly reduced P300 amplitude at frontal, central area compared 

to healthy controls. In LORETA results at same period, RLS patients 

showed lower source current density than control at frontal, central 

area. The time-frequency analysis was calculated for analysis time 

interval (400-500ms) and frequency window (4-8Hz). RLS patients showed 

significant higher theta power at frontal, central, parietal area than 

control. The source analysis using Beamformer method was also calculated 

at same period. The theta density showed RLS patien ts peaked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 in frontal area. Some studies have 

explored suggested that P300 amplitude at frontal area as working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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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increased was caused by diversion of attentional resource and 

decreased discriminatory ability. Our results suggest that cognitive 

dysfunction related to lack of attentional allocation ability in RLS 

patients could be associated with the functional deficit in frontal lobe. 

As previously shown with neural oscillations, theta-band activity have 

become known to related to search and utilized encoded working memory 

process. Thus, our results may imply that deficit of memory utilization 

ability in RLS patient affects to neuronal activity reduction. In 

conclusion, our results support that cognitive dysfunction in RLS 

patients could be associated with the functional deficit in frontal lo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