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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장애에서 내정상태회로의 휴지기 기능 이상에 관한 최신 지견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1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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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Advances on Resting State Functional Abnormalities
of the Default Mode Network in Social Anxiety Disorder
Hyung-Jun Yoon, MD, MS1, Eun Hyun Seo, PhD2 and Seung-Gon Kim, MD, PhD1
Department of Psychiatry1, Chosu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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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has been suggested that aberrant self-referential processing (SRP) is one of the important components of
the explanatory models of social anxiety disorder (SAD). The default mode network (DMN), which reflects
intrinsic brain functions, is known to play a critical role in SRP. Recently, resting state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research on the functional connectivity in the brain network has gained greater
attention as a tool to elucidate the neurobiological basis of various psychiatric disorders. We reviewed resting
state fMRI studies that investigated the 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RSFC) of the DMN in SAD.
Despite of the heterogeneity of the analytic methods and occasional negative findings, most studies consistently reported abnormalities of RSFC within the DMN, suggesting that the DMN may be significant neural correlates of aberrant SRP in SAD. Also, changes in RSFC of the DMN are associated with clinical improvements of therapeutic interventions. Moreover, emerging findings provide the basis for potential use of RSFC
as a complementary method in diagnosis of SAD. Ongoing and future research to investigate RSFC of the
DMN could broaden our understanding regarding the neurobiological basis of SAD,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ovel treatments for SAD. (Anxiety and Mood 2018;14(2):63-70)
KEY WORDS : Social anxiety disorder·Default mode network·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Self-referential processing.

서

론

근거를 밝히기 위해 그 동안 상당수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fMRI) 연구

사회불안장애는 1년 유병률이 7.1%, 평생 유병률은 12.1%
1

가 진행되어 왔다.

로 보고되고 있으며, 보통 10대에 발병하여 만성적인 경과를

현재까지 사회불안장애의 과제 기반 fMRI 연구들은 주로

보이고 우울장애나 약물남용, 식이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장

사회적으로 위협적인 자극에 대한 정서적 과민반응에 초점을

애가 병발하는 경우가 흔하다.2 사회불안장애는 타인에 의한

두었고, 주로 편도(amygdala), 뇌섬엽(insula), 전대상피질

관찰과 평가가 수반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anterior cingulate cortex, 이하 ACC) 및 전전두엽(prefron-

3

회피행동이 핵심증상이며 대인관계와 사회적 기능수행에 심

tal cortex)을 포함하는 공포회로(fear circuit)의 과활성화를

각한 어려움을 초래함으로써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하였다.5,6 이외에도 사회불안장애에서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4 이러한 사회불안장애의 신경생물학적

상측두회(superior temporal gyrus), 선조체(striatum), 방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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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fusiform gyrus),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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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OFC), 하전두회(inferior frontal gyrus)에서의 비정상적인
활성화 양상이 보고되었다.7-9 이렇게 다양한 뇌 영역들(brain
regions)에 걸쳐 관찰된 활성화 이상 소견들은 사회불안장애
가 특정한 한가지 뇌 영역에서의 기능 이상을 넘어 보다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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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장애와 내정상태회로

위한 뇌 회로(brain network)의 기능적 이상과 관련이 있음

는 기법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DMN의 기능과 사회불안

을 시사한다.

장애와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불

한편, 과제 기반 fMRI 기법과는 달리 휴지기 fMRI 기법을

안장애에서 DMN의 기능 연결성 이상에 초점을 맞춘 휴지기

이용하면 인지활동이 없는 휴식 상태 동안 자발적 혈액산소수

fMRI 연구 결과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의 임상적 적용

준의존(blood oxygen level-dependent, 이하 BOLD) 신호의

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시간적 관련성을 보는 휴지기 기능 연결성(resting-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이하 RSFC)을 측정하여 공간적으로 떨

휴지기 fMRI 자료의 분석 방법

어진 뇌 영역들 사이의 기능 연결성을 분석할 수 있다.10 이러
한 휴지기 fMRI 기법은 정신 질환에서의 뇌 기능 이상을 연

전뇌(whole brain)의 RSFC를 분석할 수 대표적인 방법으로

구하는데 몇 가지 특징적인 이점이 있다. 첫째, 표준화된 분

독립성분 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이하 ICA)

석 방법을 통해 자료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11 둘째, 과제 수

이 있다. ICA는 전체 뇌 신호를 감안해 같은 종류의 시계열

행이 필요 없기 때문에 소아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적 패턴을 보이는 독립적인 뇌 회로를 분리해내는 다변량적

도 적용이 가능하여 다양한 정신 질환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

기법으로, fMRI 자료의 변산을 설명할 수 있는 voxel들의 독

장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과제 기반 fMRI의 경

립적인 공간적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24 이를 위해 먼저 개인

우, 특정 정보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의 국재화(localization)에

의 fMRI 자료를 결합한 후, ICA 알고리즘과 성분개수를 설정

초점을 두지만 휴지기 fMRI 기법을 통한 기능 연결성 분석은

한 뒤 분석을 시행한다.25 그 다음 각 개인마다 독립 성분의 공

보다 넒은 개념인 뇌 회로의 기능적 통합성에 관한 새로운 정

간적 분포와 시계열적 자료를 역산한 뒤 통계적 검증을 수행

12

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뇌 영역들 간의 적절한 연결과 조화

한다. ICA 기법은 특정 seed 영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전체

로운 상호작용이 최적의 뇌기능 유지에 필수적임을 감안할

뇌 영역에 걸쳐 존재하는 뇌 회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때, 휴지기 fMRI 기법을 이용한 연구는 사회불안장애의 신경

있지만, 도출된 독립성분 중 중요한 성분을 연구자가 직접 선

생물학적 기반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

택해야 하고 잡음(noise)과 관련된 신호를 구분해야 한다는

각된다.

단점이 있다.26 또한 ICA 기법을 통한 기능 연결성 분석은 특

현재까지 다수의 휴지기 뇌 회로들이 밝혀졌는데 그 중에서
내정상태회로(default mode network, 이하 DMN)는 가장 많

정 뇌 영역의 휴지기 활동 수준에 관한 정보는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된 뇌 회로 중 하나이다. DMN은 자기 의식(self-con-

ICA에 기반한 RSFC 분석의 대안으로, 개별 뇌 영역의 자

sciousness)이나 자기와 관련된 표상과 같은 정신 작용과 관

발적 활동 패턴이나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으로는 국소

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고,13 조현병, 주요우울장애, 알츠하이

동질성(regional homogeneity, 이하 ReHo) 분석과 저 주파

14-16

사회

수 진동 분석이 있다. ReHo 분석은 기능적으로 동질적인 영

불안장애 환자들은 자신과 강하게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자

역에 속하는 voxel들이 유사한 혈역학적 특징을 가질 것이라

머병과 같은 정신 질환에서 기능 이상이 보고되었다.

극들을 처리하는 자기참조 처리(self-referential processing,

는 가정 하에 수행되는 기법으로 ReHo의 강도는 휴지기 뇌

이하 SRP)에 이상이 있으며,17,18 대중적 자기 의식(public self-

활동에서의 기능적 유사성을 반영한다.27 ReHo 분석에서는

consciousness) 수준은 사회불안의 정도와 연관성을 보였

개별 voxel들과 이와 인접한 voxel들의 시계열적 신호의 상관

19

다. 또한, 자기와 관련된 자극(self-related stimuli)을 이용한

을 계산하며, 이를 통해 얻은 ReHo 지도(map)를 통계 분석

과제 기반 fMRI 연구들은 사회불안장애에서 SRP와 관련된

에 활용한다.28 저 주파수 진동 분석은 뇌의 자발적 활동 수준

뇌 영역인 안쪽 전전두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 이하

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저 주파수 파동의 진폭(amplitude

MPFC), ACC, 후대상피질(posterior cingulate cortex, 이하

of low frequency fluctuation, 이하 ALFF)을 계산하고 이를

20-22

PCC)의 과활성화를 보고하였다.

분석에 이용한다.29

최근 사회불안장애의 신경생물학적 기반에 대한 이해가 깊

그래프 이론(graph theory) 방법은 뇌를 하나의 작은 세상

어짐에 따라, 사회불안장애 연구에서 자기 및 자기 의식(self-

회로(small world network)로 보는데 휴지기 뇌 회로를 엣지

consciousness)의 정신생물학(psychobiology)이 강조되고 있

(edge)로 연결된 노드(node)들의 집합체로 간주한다.26,30 엣지

으며,23 사회불안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DMN의 기능 연결성

는 노드들의 BOLD 신호 간 상관 계수로 계산되고 전체 노드

이상에 초점을 맞춘 휴지기 fMRI 연구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간 상관 계수로 이루어진 연결 행렬(connection matrix)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휴지기 fMRI 자료를 분석하

만들어 정보 전달의 전체적인 효율성과 중심성(centrality)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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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준 등

은 국소적인 뇌 회로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31 이 방법은

에서 특히 세로토닌계(serotonergic system)의 신경전달(neu-

특정 이론이나 선행 연구에 기반한 가정 없이도 전체 뇌 영역

rotransmission) 이상과 관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45 세로

의 연결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뇌의 전반적인 특성과 더불어

토닌계의 기능장애는 DMN의 기능적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46

국소적인 특성을 노드 별로 제공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몇 개의 세로토닌 수용체 아형들은 공간적으로 DMN에

다변량 패턴 분석(multivariate pattern analysis, 이하 MVPA)

위치하며,47 DMN의 핵심적인 영역들은 중뇌 솔기핵(midbrain

은 휴지기 fMRI 자료 분석에 이용되는 또 다른 접근법으로 기

raphe nuclei)에서 기시한 세로토닌 신경세포의 지배를 받는

존의 휴지기 fMRI 자료에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BOLD 신

다고 보고되었다.48 나아가 Hahn 등49의 연구는 세로토닌 1A

호 패턴을 기반으로 새로운 자료를 분류하는데 활용된다.26

수용체가 DMN의 기능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제안

MVPA를 이용하면 특정 분류에 가장 기여도가 큰 BOLD 신

하였다. 상기한 소견들은 사회불안장애에서 세로토닌계 신경

호 패턴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기법

전달의 이상이 DMN의 기능적 이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

을 적용하여 사회불안장애를 비롯한 정신 질환을 가진 환자

사한다.

들과 정상인을 감별하는데 초점을 둔 휴지기 fMRI 연구들
이 늘어나고 있다.32,33

사회불안장애에서
휴지기 DMN 기능 연결성의 이상

DMN의 기능과 사회불안장애와의 관련성
사회불안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뇌의 RSFC를 처음
DMN이란, 휴지기에 서로 기능적으로 연결된 뇌 영역의 집

으로 분석한 fMRI 연구는 사회불안장애 환자군에서 대조군

합체로 MPFC, 아래 두정피질(inferior parietal cortex), PCC,

에 비해 전두엽 내와 전두엽과 후두엽 사이에서의 RSFC가 감

앞쐐기소엽(precuneus, 이하 precuneus) 등이 대표적으로

소했음을 보고하였다.50 또한 주로 MPFC를 포함하는 전두엽

DMN에 속하는 뇌 영역들이다.10 DMN은 휴지기에는 높은

과 후두엽 사이에서 감소된 RSFC의 정도는 사회불안 수준

활성도와 증가된 상호연결성을 보이는 반면, 특정 인지 과제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eHo 분석을 적용한 Qiu

를 수행하거나 외부 자극에 주의를 집중할 때는 활성도가 감

등51의 연구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사회불안장애 환자군에서

34

소한다고 보고되었다. 이렇게 특징적인 휴지기 동안의 DMN

DMN에 속하는 MPFC와 각회(angular gyrus)에서의 ReHo

활성화 양상은 자기 성찰과 같은 SRP와 관련될 수 있다고 제

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사회불안장애 환자에서 자기와

35,36

안되었다.

나아가 내재적인 뇌 기능을 반영하는 조직화된

뇌 회로로서 DMN은 외부 자극과는 독립적인 자기 재생적인
37,38

사고(self-generated thought)에 관여하며,

관련된 정신작용의 기능적 장애를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그래프 이론 방법을 적용한 Liu 등52의 연구는 양측 pre-

자기 의식 및

cuneus 내에서의 RSFC 강도가 대조군에 비해 사회불안장애

자기와 관련된 내적 표상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환자군에서 감소되어 있음을 보고하였고, 추가적으로 precu-

13

고 알려져 있다.

neus 내에서의 RSFC 강도는 사회불안장애의 이환 기간과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의 중요한 걱정 중의 하나는 타인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을 대상으

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며,39 이는 사

로 저 주파수 진동 분석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ALFF을 평가

회불안장애 환자들에서 자기와 관련된 피드백에 대한 과민성

한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장애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pre-

을 시사한다.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SRP

cuneus에서의 유의미한 ALFF 감소가 관찰되었다.53 반면, 최

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양상을 보이는데,40 특히 과도한 자기

근의 한 연구는 사회불안장애에서 precuneus에서의 유의미한

초점화 주의(self-focused attention)나 높은 수준의 대중적

ALFF 증가를 보고하였고, MPFC와 precuneus 사이에서의

자기 의식 같은 비정상적인 SRP는 사회불안장애의 인지적

RSFC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된 결과를 보였다.54

설명 모델에서 뿐 아니라 치료적 접근에서도 핵심적인 요소

Precuneus는 DMN의 핵심적인 허브(hub) 영역이며, SRP에

41-43

사회불안장애 환자에서 광범위한

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13 따라서 상기 결과들

사회불안이 사회적 상황 전이나 후에도 지속되며 특히 휴지

은 휴지기 precuneus의 기능적 이상이 사회불안장애의 신경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4

기 상태에서 SRP이 보다 두드러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
불안장애 환자에서 휴지기 DMN 기능 연결성의 이상은 SRP
과 연관된 내재적 기능 이상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불안장애는 다양한 신경전달물질(neurotransmitter)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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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태생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CA 기법을 이용하여 RSFC를 평가한 Liao 등55의 연구에
서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은 DMN과 자기참조 회로(self-referential network, 이하 SRN)에서 RSFC의 이상소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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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장애 환자군의 경우 SRN에 해당하는 배쪽 MPFC와

은 자기 성찰과 같은 자기참조 활동과 연관이 깊다고 알려져

DMN에 속하는 등쪽 MPFC에서 RSFC가 대조군에 비해 증

있다.44 따라서 상기 결과는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에서 관찰되

가된 양상을 보였고 등쪽 MPFC의 RSFC 강도는 사회불안

는 지나친 자기 성찰이나 내성(introspection)과 같은 비정상

수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사회불안의 인지

적인 SRP을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몇몇 연구들에서는

적 모델에서 강조하는 증가된 자기 인식(self-awareness)의

사회불안장애 환자군과 대조군 간에 DMN의 RSFC에서 통

경향성과 앞으로 다가올 사회적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59,60

41,42

(monitoring)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반면 DMN의

MVPA을 이용해 사회불안장애 환자를 정상인들과 구별해

PCC와 precuneus에서의 RSFC는 사회불안장애 환자군에서

낼 수 있는 RSFC의 진단 잠재력(potential)을 평가한 한 연

대조군에 비해 감소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사회불안장애

구는 82.5%의 분류정확도(correct classification rate)를 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과제 기반 fMRI 연구에서 관찰된 PCC

고하였다.33 사회불안장애의 분류에 적용된 합의 기능 연결성

와 precuneus에서의 낮아진 활성화 감소(lower deactivation)

(consensus functional connection)은 DMN, 감각 운동 회로

56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ICA 기법을 적용한 다른 연

(sensory motor network), 시각 회로(visual network)에 걸쳐

구에서도 상기한 Liao 등의 연구와 유사하게 사회불안장애

위치했는데, 특히 내측 OFC와 DMN의 precuneus가 다른

환자들에서 PCC에서의 RSFC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뇌 영역들에 비해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분류 기여도가 높았

감소되었다.57

다. ReHo의 진단 잠재력을 MVPA를 통해 분석한 연구에서

공변량분석을 적용해 진단 분류에 따른 특정 뇌 회로에서

사회불안장애 환자군을 대조군과 감별해내는 ReHo 지도의

의 RSFC을 비교 분석한 최근의 한 연구는 사회불안장애 환

전체적인 진단 정확률은 76.25%로 나타났다.61 감별 기여도에

자에서 MPFC와 PCC 사이에서의 RSFC가 대조군에 비해 유

서 차이를 보인 뇌 영역들은 주로 DMN, 등쪽 주의 회로(dor-

의미하게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였다.58 MPFC와 PCC는 DMN

sal attention network), SRN 등에 위치했는데 그 중 DMN

의 주요 뇌 영역들로, 이들 영역 간의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

의 MPFC가 가장 감별 기여도가 높았다.

Table 1. Resting state fMRI studies investigating the RSFC of the DMN in SAD
Study
Liao et al. (2010)55

Sample
17 SAD
19 HC

Ding et al. (2011)50

17 SAD

Examined regions/network

Main findings

and analytic method
Identified 8 resting state networks :

↑ RSFC in ventral MPFC of SRN in SAD than in HC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 RSFC in dorsal MPFC of DMN in SAD than in HC

method

↓ RSFC in the PCC/precuneus of DMN in SAD than in HC

Whole brain analysis

19 HC

↓ RSFC between the frontal and occipital lobe.
Weaker connection between the frontal and occipital
lobe correlated with the severity of SAD symptoms

Qiu et al. (2011)51

20 SAD
20 HC

Qiu et al. (2015)53

20 SAD

Whole brain analysis : regional
homogeneity method

↓ Coherence in MPFC and angular gyrus within DMN in
SAD than in HC

Whole brain analysis : ALFF method

↓ ALFF in the precuneus in SAD than in HC

Whole brain analysis : graph theory

↓ RSFC in the bilateral precuneus in SAD than in HC.

19 HC
Liu et al. (2015)52

20 SAD
20 HC

metho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RSFC strength in the
precuneus and the illness duration in SAD

Liu et al. (2015)33

16 SAD
16 HC

Zhang et al. (2015)61

40 SAD
40 HC

Whole brain analysis : multivariate
pattern analysis method
Whole brain analysis : regional
homogeneity and multivariate

Medial OFC and precuneus of DMN were the regions with
the highest weight in diagnosis of SAD
MPFC was the region with the highest weight in diagnosis
of SAD

pattern analysis method
Rabany et al. (2017)58

8 SAD
19 HC

Yuan et al. (2018)54

15 SAD
19 HC

Identified 3 resting state network :

↑ RSFC within DMN (MPFC-PCC) in SAD than in HC

a single unified ANCOVA method
Whole brain analysis : ALFF method

↑ ALFF in the precuneus in SAD than in HC.
↓ RSFC between precuneus and MPFC in SAD than in HC

ALFF : amplitude of low frequency fluctuation, ANCOVA : analysis of covariance, DMN : default mode network, HC : healthy
controls, MPFC : medial prefrontal cortex, OFC : orbitofrontal cortex, PCC : posterior cingulate cortex, RSFC : 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SAD : social anxiety disorder, SRN : self-referential network, ↑ : increased, ↓ :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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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준 등

지금까지 논의한 사회불안장애에서 DMN의 RSFC 기능

적용하여 분석한 최근의 연구는 치료 전과 비교했을 때 치료

이상에 관한 휴지기 fMRI 연구결과들을 Table 1에 정리하였

후 precuneus에서의 중심성 지수가 감소됨을 보고하였고 그

다. 종합하면 비록 사회불안장애 환자에서 DMN의 기능에 이

변화 정도는 사회불안 증상의 호전 정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

상이 없다는 결과도 일부 존재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사회불

관을 보였다.65

안장애에서 SRP과 연관된 DMN의 RSFC 이상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공황장애와 같은 다른 불안장애나 강박장애 및

결

론

조현병에서도 사회불안장애와 유사하게 DMN의 RSFC 이상
이 보고되었다.46,62,63 하지만 공황장애의 경우는 DMN 이외에

현재까지 사회불안장애에서 DMN의 기능 연결성 이상에

주로 감각 운동 회로에서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RSFC가 관찰

초점을 둔 휴지기 fMRI 연구들은 과제 기반 fMRI 연구에

되었으나, 사회불안장애는 편도와 전두엽 사이에서의 RSFC

비해 적은 편이다. 또한 연구에 이용된 휴지기 fMRI 자료 분

이상 및 등쪽 ACC와 전측 뇌섬엽을 포함하는 현저성 회로

석 방법이 이질적이고 결과 또한 조금씩 상이하다는 제한점이

(salience network)에서 RSFC의 이상이 두드러진다는 차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휴지기 fMRI 연구들은 사회

46

가 있다. 강박장애에서는 DMN의 RSFC 이상 뿐 아니라 피

불안장애에서 MPFC, PCC와 precuneus을 포함하는 DMN

질 선조체 회로(corticostriatal network)에서 비정상적으로 증

에서의 RSFC 이상을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하였다(Figure

가된 RSFC가 보고되었다.63 또한 사회불안장애에서는 DMN

1). 이러한 결과는 과제 기반 fMRI 연구를 통해 밝혀진 편도

의 RSFC가 대조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

를 포함하는 공포회로 이외에 DMN도 사회불안장애의 유력

는 등 그 이상소견이 일관되지 않지만, 조현병에서는 대조군

한 신경 상관체(neural correlates)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자

과 비교했을 때 DMN에서의 RSFC가 비교적 일관되게 증가

기와 관련된 자극을 이용한 사회불안장애의 과제 기반 fMRI

되는 양상을 보였다.62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DMN의

연구들에서 과활성화를 보였던 SRP 관련 주요 뇌 영역들이

이상이 사회불안장애에 특이적이지 않고 그 이상소견 또한 일

DMN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휴지기 DMN의 기능

관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불안장애에서 DMN의 기능적 이상

연결성 이상은 사회불안장애의 핵심적 병태생리 중 하나인

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휴지기 fMRI 연구 뿐 아

비정상적인 SRP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임상적 측

니라 뇌파(encephalography)나 뇌자도(magnetoencephalog-

면에서 RSFC의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진단 잠재력을 평가한

raphy)와 같은 전기생리학적 기법과 병합한 연구가 필요할 것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아직 그 정확도가 높은 수준에 미치지

으로 생각된다.

는 못하지만, DMN의 RSFC 자료가 사회불안장애의 진단에
보조적인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추가적

사회불안장애에서 치료에 의한
DMN의 RSFC 변화

으로 비록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DMN의 RSFC 변
화와 사회불안장애의 치료 효과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 결과들은 DMN의 RSFC가 사회불안장애의 치

지금까지 사회불안장애에서 치료 전후 DMN의 RSFC 변

료에서 생물학적 표지자(biological marker)로 활용될 수 있

화를 비교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

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DMN의 RSFC 이상소견이 사

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이하 SSRI)

회불안장애 이외의 다양한 정신질환에서도 관찰된다는 점을

인 파록세틴(paroxetine)을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에게 8주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

투여한 후 ICA 기법으로 치료 전후의 RSFC을 비교 분석한

된다. 마지막으로 휴지기 fMRI 기법은 자료 습득이 용이할 뿐

연구에서 치료에 의한 MPFC에서의 RSFC 변화 정도는 임상

아니라 자료의 신뢰도가 높고 다양한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적 전반 인상-호전(clinical global impression-improvement,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RSFC의 이상소견이 임상적으로 의미

64

이하 CGI-I)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치료 전

하는 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적은 편이다. 이

후 과제 수행 동안 MPFC에서의 BOLD 신호 변화 또한 CGI-I

에 최근에는 뇌파나 뇌자도와 같은 전기생리학적 기법이나 뇌

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장애의

의 구조적 연결성(structural connectivity)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약물치료인 SSRI의 주된 작용부위가 DMN에 해당하

확산텐서영상(diffuse tensor imaging)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

는 안쪽 전전두영역(medial prefrontal region)일 수 있음을

을 휴지기 또는 과제 기반 fMRI 기법과 병합한 연구들이 이

시사한다.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인지행동치

루어지고 있다.66,67 또한 휴지기 fMRI 기법과 유전학을 결합

료가 휴지기 뇌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 이론 방법을

한 새로운 접근법은 신경세포나 유전적 수준(genetic leve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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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bnormalities of 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within the DMN have been consistently observed in resting state fMRI
studies on SAD. White areas represent the DMN including the MPFC, PCC and precuneus, defined by automated anatomical labelling (Tzourio-Mazoyer N, Landeau B, Papathanassiou D, Crivello F, Etard O, Delcroix N, et al. Automated anatomical labeling of activations in SPM using a macroscopic anatomical parcellation of the MNI MRI single-subject brain. Neuroimage 2002;15:273-289. doi:
10.1006/nimg.2001.0978). DMN : default mode network, fMRI :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MPFC : medial prefrontal
cortex, PCC : posterior cingulate cortex, SAD : social anxiety disorder.

서 정신질환의 병태생리를 밝히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68
이렇게 휴지기 fMRI 연구 뿐 아니라 다양한 기법들을 병합한
연구들은 정신질환의 기저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나아가 임상

6.

적 측면에서 좀 더 정확한 생물학적 표지자를 개발하는데 도
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DMN의 RSFC 이상에 관한

7.

보다 많은 연구들은 사회불안장애의 신경생물학적 기반에 대
한 더 깊은 이해와 더불어 이에 기반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

8.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심 단어 : 사회불안장애·내정상태회로·휴지기 기능 연결성·
자기참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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