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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장애 환자의 얼굴 관련 영역을 잇는 갈고리다발 하부경로 : 예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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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cinate Fasciculus Sub-Tract Connecting Face-Specific Regions in Patients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 A Preliminar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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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Social anxiety disorder (SAD) is characterized by fear of social threat and exhibits limbic
hyper-reactivity toward social stimuli such as emotional faces. A previous study identified the uncinate fasciculus (UF) sub-tract as particularly related to facial memory. To explore the white matter tract relating to
face-specific brain regions, we investigated the UF sub-tract in SAD.
Methods : The diffusion tensor images of 22 patients with SAD and 20 healthy controls were analyzed
with tractography. The UF sub-tract was delineated using the regions of interest of face patches in the anterior temporal lobe and the orbitofrontal cortex, and fractional anisotrophy (FA) and total number of streamlines (ST) were analyzed. We examined the group comparison of FA and ST of the UF sub-tract and correlations of FA and ST with the social anxiety symptoms such as the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LSAS),
the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the Social Phobia Scale (SPS) and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FNE) in SAD.
Results : There were no group differences in FA and ST of the UF sub-tract. However, nega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ST of the right UF sub-tract and severity of social anxiety symptoms (LSAS, rs=
-0.480, p=0.024; SIAS, rs=-0.580, p=0.005; SPS, rs=-0.590, p=0.004; FNE, rs=-0.675, p=0.001) in patients
with SAD.
Conclusion : Although patients with SAD did not show quantitative abnormalities in the UF sub-tact connecting face-specific brain regions, this structure seems to play a role in the symptom severity of SAD. (Anxiety and Mood 2020;16(2):106-112)
KEY WORDS : Uncinate fasciculus·Social anxiety disorder·White matter sub-tract·Diffusion tensor imaging.

서

론

협자극에 특징적인 과도한 공포반응을 보인다.2-4 부정적인
얼굴 뿐 아니라 중립적인 얼굴에 대해서도 건강대조군에 비

사회불안장애는 면밀한 관찰이나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해 편도체, 섬엽, 안와 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 OFC)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현저하고 심각한 공포와 불안을 특

등과 같은 변연계의 과도한 활성화를 보인다.3,5-9 감정적인 표

1

징으로 한다.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은 얼굴과 같은 사회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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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얼굴 자극에 대한 암시적 처리과정 시에도 보이는 사회
불안장애 환자의 변연계 과활성화는 ‘얼굴’ 자극에 대한 전반
적인 증폭 반응으로 해석되기도 한다.10 그러나, 기능자기공명
영상 및 뇌파와 같은 기능 뇌영상 연구를 통해 얼굴 처리과정
의 기능적인 이상이 사회불안장애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된 데
에 반해, 관련된 구조적인 변화 여부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Haxby 등에 따르면, 시각 피질과 함께 공간주의력과 연관
된 두정내구, 정서 처리와 연관된 변연계, 그리고 개인을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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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억하는 역할과 연관된 전측두엽(anterior temporal

였다. 모든 대상자는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Liebowitz

lobe, ATL) 등을 포함한 뇌 영역이 얼굴 인식과 관련되어 있

Social Anxiety Scale, LSAS),22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11,12

또한, OFC 내의 일부 신경세포는 얼굴 신원 또는 표정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23 사회공포증 척

에 특징적으로 반응하며, 특히 사람에서 OFC의 활성화는 얼

도(Social Phobia Scale, SPS),23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굴 표정의 변화가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회적 신호로 작

척도(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B-FNE),24

용할 때 발견되어,13 OFC는 사회적 강화에 중요한 얼굴의 정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25 등의 자

다.

12,14

보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안되고 있다.

최근, Meto-

가보고 설문지를 통해 선별하였다. LSAS는 사회공포증을 가

ki 등 은 갈고리다발(uncinate fasciculus) 내에 ATL과 OFC

진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과 수행 또는 관찰 상황에

의 얼굴 선택적 하부 영역인 얼굴 부위(face patch)를 잇는 갈

서 가지는 두려움과 회피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다.22 SPS는

15

고리다발 하부경로(sub-tract)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갈고

SIAS와 함께 평가하며 사회적 상황, 즉 다른 사람과 먹고 마

리다발 하부경로의 미세구조(microstructure)가 특히 얼굴과

시고 발표 하는 등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두려움을

관련된 연합학습 기능을 예측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

측정하는 척도이고,23 SIAS는 SPS 보다 일반적인 사회적 상

구자들은 갈고리다발 하부경로가 사회불안장애에서 얼굴 처

황을 가정하며,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하는 등의 상호작

리과정과 연관되어 탐색이 필요한 구조라고 선정하였다.

용 시 발생하는 두려움을 측정하는 척도다.23 FNE는 사람들

갈고리다발은 편도체와 측두극을 포함하는 전방 및 내측

이 부정적으로 평가 받을 것에 대해 걱정하는 정도를 측정할

측두엽과 OFC와 같은 전두엽의 하측-극점 부위를 잇는 구

수 있는 척도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일 수록 부정적으로

조로서, 일화기억, 언어 및 사회-정서처리 등에 역할을 한다

평가 받을 상황을 피하고자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24 BDI

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기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

는 우울 증상의 유무와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

이다.16 사회-정서처리와 관련하여, 반사회성 성격장애 및 윌

로서 정서, 인지, 신체 증상을 포함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

리암스 증후군 등에서 갈고리다발의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었

되어 있다.25 환자군은 LSAS ≥30, SIAS ≥34, SPS ≥24, 또

다.17,18 그러나, 불안장애에서 갈고리다발의 구조적 변화에 대

는 B-FNE ≥48인 경우 선정하였고, 건강대조군은 LSAS

16

해서는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관찰되었고, 사회불안장

＜30, SIAS ＜34, SPS ＜24, B-FNE ＜48, 그리고 BDI ＜21

애 환자에서 갈고리다발의 부피 및 분할비등방성(fractional

인 경우 선정하였다. 이후 모든 대상자에 간이 국제 신경정신

anisotrophy, FA)이 감소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

학적 면담(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19-21

사회불안 증상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하여 사회불안장

를26,27 통해 구조화된 면담을 시행하고 환자군은 전문의의 추

애 특이성보다 일반적인 정서조절 부전(general affective dys-

가적인 면담을 통해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판 진

regulation)을 시사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21

단기준에 따라 사회불안장애로 진단된 군을 대상으로 하였

나,

본 연구에서는 얼굴 관련 영역을 잇는 갈고리다발 하부경

다. 또한, 모든 대상자에 Beck 불안 척도(Beck Anxiety In-

로 구조가 사회불안장애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ventory, BAI)와28와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

사회불안장애 환자에서 갈고리다발의 하부경로 미세구조에

iety Inventory, STAI)를29 통해 전반적인 불안에 대해 평가하

변화가 있는지, 또한 갈고리다발 하부경로의 미세구조가 특히

였다. 모든 대상자는 오른손잡이였고, 교육연수는 12년 이상

사회불안 증상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확산텐서영상

이었다. 내과적, 신경학적, 정신과적 과거력 (환자군에서 사회

(diffusion tensor imaging)을 이용하여 ATL과 OFC의 얼굴

불안장애 및 연관된 우울장애는 제외)이 있는 대상자는 제외

부위(face patch)를 잇는 갈고리다발 하부경로를 추출하고,

하였다. 연구 절차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FA 값과 유선 총 개수(total number of streamlines, ST)를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대상자는 연구 참여 전 서면화된 동의

구하여 사회불안장애 환자군과 건강대조군을 비교하고 사회

서 작성을 완료하였다.

불안증상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영상 획득과 전처리 및 트랙토그래피(Tractography)

대상 및 방법

뇌영상은 3.0 테슬라 자기공명영상 스캐너(Magnetom TrioTrim ; Siemens Medical Solutions, Erlangen, Germany)를

대 상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확산강조영상(diffusion weighted im-

일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와 지역사회 광고를 통해

age) 변수는 다음과 같았다 : gradient directions=64, b-val-

36명의 사회불안장애 환자군과 42명의 건강대조군을 모집하

ue=0/1000 s/mm2, TR/TE=9000/82 ms, 75 slices, fiel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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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224 mm, voxel size=2×2×2 mm3. 고해상도 T1 구조

-12), Metoki 등15과 같이 반지름 10 mm의 구를 관심영역으

영상 변수는 다음과 같았다 : TR/TE=1670/1.89 ms, field of

로 하였다(Figure 1). 두 관심영역을 통과하여 지나는 섬유만

view=250 mm, flip angle=9°, voxel size=1×1×1 mm3, slice

을 선택하여 갈고리다발 하부경로로 정의하고, 갈고리다발

thickness=1 mm.

하부경로의 평균 FA와 ST를 구하였다. FA는 섬유다발의 방

영상 획득 시 사용한 확산강조 경사자장으로 인해 발생한
와류(eddy current) 및 촬영 중 머리 움직임으로 인한 영상의

향성에 의해 결정되며 ST는 섬유의 수(number of fibers)에
대한 인공적인 단위이다.21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경사사장을 걸어주기 전의 단일 참조
영상 즉 b=0인 T2 강조영상에 각 방향별 경사자장을 가하여
획득한 나머지 확산강조영상을 정합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
30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version 24.0, IBM Corp., Armonk, NY,

다. 이후 Diffusion Toolkit (www.trackvis.org/dtk)을 이용

USA)을 이용하였다. 먼저 각 군 내에서 Shapiro–Wilk test

하여 fiber assignment by continuous tracking (FACT) 알고

를 통해 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군간 비교에 t-test 및

리즘에 따라 결정론적 섬유 추적(deterministic fiber track-

Mann–Whitney U test, chi-squared test를 사용하였다. 갈

ing)을 하였고, 다음 중단 기준(stopping criteria)로 뇌의 모

고리다발 하부경로 변수와 환자군의 증상 중증도와의 상관

든 섬유다발을 재구성하였다 : FA ＜0.1, 각도 ＞70°, 길이 ＜5

성은 Pearson 상관분석 및 Spearma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

mm. 결과적으로 트랙토그래피 방법을 통해 모든 섬유의 경

다. 좌우 각각의 갈고리다발 하부경로에 대해 통계분석을 시

로들을 유선화(streamline)하였다.

행하였기에, 다중비교로 인한 통계적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Bonferroni 보정을 통해 수정된 α 0.025 이하를 통계적으로

관심영역(Region of interest) 선정 및 갈고리다발 하부경로

유의한 수준으로 보았다.

추출
갈고리다발 하부경로는 Metoki 등15과 같이 ATL 및 외측

결

과

OFC(lateral OFC, lOFC)의 얼굴 부위(face patch)를 잇는
섬유다발로 정의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를14,16이용하여 ATL

인구학적 및 임상 정보의 누락(환자군 2명, 대조군 1명)과

및 lOFC 얼굴 부위(face patch)의 중심 좌표를 설정하고(우

갈고리다발 하부경로가 식별되지 않은(환자군 12명, 대조군

측 ATL, x=32, y=6, z=-26 ; 좌측 ATL, x=-41, y=9, z=-29 ;

21명) 대상자를 제외하고 환자군 22명, 정상군 20명을 대상

우측 lOFC, x=30, y=34, z=-9 ; 좌측 lOFC, x=-32, y=29, z=

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성별, 연령 및 교

A

B

X=30

z=-9

X=32

z=-26

C

Anterior

Posterior

Superior

Inferior

Figure 1. Tracking procedure and examples. (A) For illustration purposes, tractography delineating the left uncinate fasciculus is
shown. Uncinate fasciculus tracts overlaid on a fractional anisotropy map for a single individual. (B, C) Regions of interest for tracking
the uncinate fasciculus sub-tract : face patch in the lateral orbitofrontal cortex (B) and face patch in the anterior temporal lob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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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든 임상증상 수준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육수준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사회불안, 전반적인 불안
및 우울 등 모든 증상 평가(LSAS, SIAS, SPS, FNE, BAI,

FA는 정규성을 만족하였으나 ST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

BDI, STAI-state, STAI-trait)에서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하였다. 따라서 평균 분석 및 상관성 분석에서 FA는 모수적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Table 1). 또한 분석에 포함

검정, ST는 비모수적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Table 2에 기

된 군은 갈고리다발 하부경로가 식별되지 않은 군과 인구학

술된 바와 같이 두 군간 좌우 갈고리다발 하부경로의 FA 및

적 정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각 군 내에

ST모두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all

Table 1. Demographic and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SAD (n=22)

Variable
Male

Controls (n=20)

n

%

n

χ2 or t

%

10

45.5

10

50

Mean

SD

Mean

SD

Age, in years

25.45

3.36

25.15

Educational level, in years

15.41

2.32

16.0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0-144

77.68

27.67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0-80

54.86

14.17

Social Phobia Scale, 0-80

40.41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12-60

p-value

0.087

0.768

2.01

-0.352

0.727

1.03

1.048

0.301

15.60

7.64

-9.693

＜0.001

13.35

5.75

-12.206

＜0.001

18.78

4.35

3.54

-8.441

＜0.001

47.91

8.92

27.20

4.64

-9.297

＜0.001

Beck Depression Inventory, 0-63

18.68

10.65

5.55

6.03

-4.850

＜0.001

Beck Anxiety Inventory, 0-56

16.27

10.70

2.00

2.32

-5.838

＜0.001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te, 20-80

37.09

9.08

21.85

6.62

-6.163

＜0.001

State-Trait Anxiety inventory-trait, 20-80

49.09

10.62

23.50

6.49

-8.579

＜0.001

t

p-value

SAD : social anxiety disorder
Table 2. Comparison of fractional anisotropy and streamline total between two groups
SAD (n=22)

Fractional anisotrophy

Controls (n=20)

Mean

SD

Mean

SD

Rt.UF sub-tract

0.326

0.116

0.294

0.122

-0.862

0.527

Lt.UF sub-tract

0.222

0.054

0.205

0.066

-0.876

0.529

U

p-value

Streamline total

Interquartile range
Median

Q1

Interquartile range
Q3

Median

Q1

Q3

Rt.UF sub-tract

331.50

46.75

845.75

177.50

42.50

423.50

168

0.190

Lt.UF sub-tract

598.50

118.00

1,366.00

372.50

103.00

1,105.70

187

0.406

SAD : social anxiety disorder, Rt. UF : right uncinate fasciculus, Lt. UF : left uncinate fasciculus
Table 3. Correlation between fractional anisotrophy, streamline total and symptom severity in the patient group (n=22)
Rt. UF sub-tract
FA

Lt. UF sub-tract
ST

FA

ST

Pearson’s r

p

Spearman’s rho

p

Pearson’s r

p

Speaman’s rho

p

LSAS

-0.059

0.794

-0.480

0.024

-0.259

0.244

0.393

0.070

SIAS

-0.058

0.797

-0.580

0.005

-0.218

0.330

0.304

0.169

SPS

-0.283

0.202

-0.590

0.004

-0.215

0.337

0.300

0.175

FNE

-0.226

0.311

-0.675

0.001

-0.340

0.121

0.272

0.221

BDI

0.244

0.274

-0.367

0.093

0.101

0.654

0.312

0.158

BAI

-0.337

0.125

0.098

0.665

-0.023

0.918

0.354

0.106

STAI-state

-0.175

0.435

-0.145

0.519

-0.313

0.157

0.377

0.084

STAI-trait

-0.041

0.857

-0.527

0.012

-0.497

0.019

0.299

0.177

Rt. UF : right uncinate fasciculus, Lt. UF : left uncinate fasciculus, LSAS :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SIAS :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PS : Social Phobia Scale, FNE :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BAI : Beck Anxiety Inventory, STAI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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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장애 환자의 갈고리다발 하부경로

p＞0.05). 그러나 상관분석 결과, 우측 갈고리다발 하부경로

상과 관련을 가질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의 ST와 환자군의 사회불안 증상 척도간의 유의한 상관관계

얼굴을 인식하고 학습하는 능력은 사회 관계를 유지하는

가 있었다(LSAS, rs=-0.480, p=0.024 ; SIAS, rs=-0.580, p=

데 필수적이며, 이러한 능력이 저하될수록 사회적 억제와 사

0.005 ; SPS, rs=-0.590, p=0.004 ; FNE, rs=-0.675, p=0.001).

회불안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35 사회불안 증상의 중증도

또한, 특성불안(STAI-trait) 점수는 우측 갈고리다발 하부경

가 얼굴 인식 능력의 저하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었고 얼굴

로의 ST(rs=-0.527, p=0.012) 및 좌측 갈고리다발 하부경로의

인식 능력의 저하로 인해 성공적인 사회 관계를 형성하지 못

FA 값(r=-0.497, p=0.019)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외

하고, 저하된 사회 관계의 경험이 사회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

우울(BDI) 및 전반적인 불안(BAI), 상태불안(STAI-state) 점수

이 제시되기도 하였다.31 얼굴과 관련된 지각, 인지 기능의 저

는 갈고리다발 하부경로의 어떠한 변수와도 유의한 상관관계

하가 사회불안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35 우

가 없었다.

측 갈고리다발 하부경로의 구조와 사회불안 증상의 상관관계
를 확인한 본 연구결과를 종합했을 때, 사회불안장애 환자에

고

찰

서 얼굴 관련 지각, 인지 기능의 저하와 우측 갈고리다발 하
부경로 구조가 관련성이 있는지 향후 연구의 주제가 될 수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얼굴 정보

있을 것이다. 또한, 불안장애 환자군 및 건강대조군에서 갈고

를 처리하는 두 영역을 잇는 갈고리다발 하부경로 미세구조

리다발 구조적 연결성의 개인차가 관련된 전대상회 및 편도체

에 양적인 변화가 있는지, 갈고리다발 하부경로의 미세구조

의 기능적 연결성의 개인차와 연관되었다는 선행연구를 바탕

가 사회불안 증상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건강대조군

으로,36 갈고리다발 하부경로의 개인차가 얼굴 처리와 관련된

과 비교하였을 때, 사회불안장애 환자에서 갈고리다발 하부

기능의 개인차를 반영하는지 향후 구조영상과 동시에 수행되

경로 미세구조의 양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

는 뇌기능 영상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회불안장애 환자에서 갈고리다발 하부경로의 ST 값이 낮을

한편, 두 선행연구에서 사회불안장애 환자군에서 갈고리다

수록, 즉 구조가 빈약할수록 사회불안 증상과의 높은 상관관

발 내 FA 값이 정상군보다 감소된 영역이 있음을 보고하였으

계가 발견되었다.

나 해당 연구는 영상체적(voxel)에 기반한 비교분석으로,19,20 본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갈고리다발 하부경로 구조

연구와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와 같이 결정론

는 현 상태의 전반적인 불안을 반영하는 BAI와 STAI-state

적 신경섬유 추적기법으로 갈고리다발의 경로를 재구성(re-

점수, 그리고 BDI의 우울 정도와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

construction)하여 FA 값을 비교한 선행연구에서는 통계적

았으나, 사회불안 특이적인 척도인 LSAS, SIAS, SPS, FNE

으로 유의한 군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21 또한, 갈고리

및 특성불안을 반영하는 STAI-trait 점수와만 유의한 상관

다발 하부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한 선행연구에서는 건

관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불안장애 환자군에서 갈

강성인군의 갈고리다발 하부경로 FA 값이 얼굴과 관련된 연

고리다발의 미세구조와 특성불안 증상과의 부적 상관관계를

합학습 기능을 예측하였으나,15 본 연구에서 갈고리다발 하부

보고한 선행연구와20,21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선행

경로의 FA 값은 사회불안장애 환자군의 사회불안 증상과 상

연구에서 사회불안장애 환자의 갈고리다발의 미세구조가 사

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갈고리다발 하부경로의

회불안 증상 자체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FA 값은 두 관심영역을 통과하여 지나는 유선 궤적(trajecto-

20,21

갈고리다발 내에 사회불안 증상에 특이적인 하부 구

ry) 내의 FA 값을 평균하여 계산되었고 FA 값은 재구성된 유

조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고, 사회불안 척도에 특이

선의 개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37 본 연구

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본 연구 결과는, 갈고리다발 하부경로가

에서 재구성된 갈고리다발 하부경로의 유선 개수는 선행 연

사회불안장애 환자의 증상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구에15 비해 50~60% 수준으로, 하부경로의 범위를 축소 평가

이는 얼굴 인식 능력의 저하가 특징적으로 사회불안 증상의

(underestimate)하여 이에 따라 FA 값에서 증상과의 유의한

에서,

31,32

심각도와 연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데 제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

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우측 갈고리다발 하부경로 구

서 본 연구는 예비결과로 해석하고, 충분한 수의 유선개수가

조만이 사회불안 증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측 대뇌

확보될 수 있는 관심영역의 지정과 분석 방법의 후속연구가

반구가 얼굴을 인식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주된 역할을 담당한

필요하겠다.

37,38

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우측 갈고리다발 하부경로가 얼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주의 깊게 고

굴 관련 연합학습에 보다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사회불안 증

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총 75명의 대상자 중에 갈고리다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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