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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현병은 흔히 유전적으로 매개된 신경발달학적 질환 

(neurodevelopmental disorder)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대뇌 반구 편측

성 (hemispheric asymmetry)의 변화가 조현병의 발병 원인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기능적 편측성의 변화를 조현병의 병태생리에 

적용시켜 볼 때, 변화된 휴지기의 대뇌 반구 간 기능적 연결성이 언어 기

능 및 대뇌 인지기능의 저하와 통해 조현병의 발병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

다. 본 연구에서는 해부학적 대뇌 반구 편측성을 통제한 새로운 기능적 대

뇌 반구 편측성 연구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에서의 기능적 편측성

을 측정하고 증상 및 언어 유창성 기능의 변화와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성

별과 손잡이가 짝 지워진 30명의 조현병 환자와 일반 대조군이 연구에 참

여하였다.  

정상대조군 에서는 Broca 영역을 포함한 전두엽 부위와 하측 측두엽 

이랑에서 높은 기능적 편측성이 관찰되었다. 조현병 환자군 내에서의 상위 

5%의 기능적 편측성의 관심영역 중에서는 정상군에서 나타난 Broca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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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대신 상 측두 이랑 영역과 운동영역, 후

측 띠이랑을 포함한 영역이 새로이 포함됨을 관찰하였다. 조현병 환자군에

서 중 측두 이랑 및 하 측두 이랑의 편측성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양성증상

이 심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현병에서의 휴지기 상태의 기능적 편측성 network 이

상은 언어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었고, 조현병과 연관된 측

두엽 및 전두엽의 기능적 network 이상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였

다. 본 연구 결과는 언어 의미 영역의 연관성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이 조

현병의 핵심 증상 발생에 연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조현병, 기능적 연결성, 휴지기, 자기 공명 영상, 대뇌 반구 

편측성 

학번: 201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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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조현병의 개요 및 편측성 

 

조현병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연령에서 발병이 시작되어 

만성화하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이다. 또한 조현병 환자가 있는 

가계에서는 일반 인구에 비해서 2-6배의 발병률을 보이고 일란성 

쌍생아의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다른 한 명에서는 발병률이 

일반인의 48배에 이르는 등 높은 유전적 요인을 보인다[23]. 때문에 

조현병은 흔히 유전적으로 매개된 신경발달학적 질환 

(neurodevelopmental disorder)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대뇌 반구 

편측성 (hemispheric asymmetry)의 변화가 조현병의 발병 원인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10]. 

언어기능은 대뇌 반구의 기능적 편측화 (hemispheric 

lateralization)가 가장 뚜렷하게 관찰되는 영역이다[61]. 조현병의 

증상과 기능 손상 중에서 가장 주요한 특징중의 하나로 언어기능의 

이상이 있음이 제안되어 왔다[10]. 와해된 언어 (disorganized 

speech)와 같은 양성증상과 무언증 (alogia)과 같은 음성증상은 

조현병에서 발견되는 흔한 증상이며 언어기능의 저하는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지기능의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35]. 또한 

언어기능의 편측성은 잘 쓰는 손 사용 (handedness)과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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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구의 90% 에서 좌 반구에서 조절되는 우측 손의 운동기능 

사용이 더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른 손잡이 인구의 

95%에서 언어기능이 좌뇌에서 우세한 반면, 왼 손잡이 인구의 

70%에서만 언어기능의 좌뇌 우세를 보인다[8]. 조현병 환자의 경우 

일반 인구에 비해 왼손잡이 환자의 비율이 높거나[57], 왼손잡이 

또는 양손 잡이 경향이 있는 환자의 비율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59]. 이처럼 정상인에서 관찰되는 대뇌 반구 편측성 

(hemispheric asymmetry)이 조현병 환자에게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 

지에 대해서는 뇌 영상학의 발달에 따라 구조적, 기능적 뇌 영상 

연구에서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2. 조현병에서의 해부학적 대뇌 반구 편측성 변화 

  

인간의 대뇌 좌우 반구가 크게 보아 대칭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뇌 영상 연구들이 정상인의 대뇌 일부 영역에서 해부학적 편측성을 

관찰하였다. 가장 많이 연구된 영역은 뇌 외측 틈새 (Sylvian fissure) 

와 측두 평면 (planum temporale)이다[61]. 일반 인구의 우 반구에서 

뇌 외측 틈새의 뒤쪽 끝이 좌 반구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상 측두 고랑 (superior temporal sulcus)의 뒤쪽에 자리하는 

측두 평면의 경우 좌 반구에서 더 크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22, 54, 

60]. 조현병 환자에서는 이 같은 측두 평면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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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편측성이 감소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29, 39]. 이 

외에도 조현병 환자에서 전전두엽 (prefrontal)과 감각 운동 영역 

(sensorimotor) 및 후두 두정엽 (occipitoparietal) 영역에 이르는 여러 

부위에서 부피의 편측성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해부학적 

편측성의 변화는 발병하지 않은 환자 가족에서도 관찰되었다[55]. 

이는 대뇌 반구 편측성의 연구가 조현병의 유전적 소인과 연관되어 

내적 표현형(endophenotype)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한 

소견이었다.  

 

3. 조현병에서의 기능적 대뇌 반구 편측성 변화 

 

조현병 환자군에서는 측두 평면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청각 

자극의 정보처리 기능에 있어서 좌우 반구 편측성 변화가 나타난다. 

Green 등은 dichotic listening 과제를 이용한 뇌파 실험에서 환청을 

겪는 조현병 환자들에서는 정상인에서 나타나는 우측 귀 우세 효과가 

줄어들어있다고 보고하였다[25]. 또한 조현병의 내적 표현형으로 

알려진 mismatch negativity 뇌파의 크기 및 주파수 변화의 경우 

정상인에서 나타나는 편측성이 감소함이 보고되었다[45, 56].  

이러한 결과들은 조현병에서 일반적으로 좌우 반구 편측성이 

감소하는 소견이 질환의 병태 생리와 깊이 연관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조현병에서 다양한 부위의 뇌 영상학적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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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을 고려할 때, 일부분의 해부학적 편측성 변화가 모든 뇌 

연결성의 이상과 연관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전의 연구들은 자극 제시시나 특정 과제 수행 시에 

나타나는 뇌 활성도의 변화를 조사한 것으로, 특정 인지과제의 수행 

없이 휴지기 상태의 기능적 연결성(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의 편측성 이상 규명을 수행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4. 휴지기 상태의 기능적 연결성과 기능적 대뇌 반구 

편측성 

 

최근 외부 자극이나 특정 인지과제의 수행 없이 휴지기 상태 

(resting-state)에 있는 뇌 기능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뇌는 전체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모하는데 [58], 인지 과정 중에 과제와 관련하여 소모가 증가되는 

대사량이 휴지기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5% 미만임을 고려할 때 

휴지기 상태의 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3].  

휴지기 상태의 기능적 연결성은 '다양한 뇌 영역에서 

신경생리학적인 지표(neurophysiological index)로 측정되는 

뇌활동도의 시간적 연결성(temporal connectivity)' 을 의미하며, 

fMRI에서는 휴지기 상태에 자발적으로 보이는 낮은 주파수(<0.1 Hz) 

대역의 Blood Oxygen Level-Dependent (BOLD) signal을 



5 

 

신경생리학적인 지표로 하여 각 뇌 영역 간의 시간적 연결성을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저주파 BOLD signal은 과제 수행과 관련된 BOLD 

signal과 비견되는 영역간의 연결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짐으로써, 

목표지향적인 기능 수행시가 아닌, 기저상태에서의 신경세포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목 받게 되었다[6]. 그러나 초기에는 

이러한 BOLD signal의 변화가 신경세포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닌, 

호흡 또는 심혈관계의 주기적 변화에 따른 잡음(noise)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의하여 비판적인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50]. 그러나 최근에 

들어 휴지기 상태에서의 기능적 연결 네트워크들의 일관성이 

밝혀지고, 또한 휴지기 대뇌 연결성에 대한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논란은 사라지게 되었다[14]. 즉 저주파 

BOLD signal 영역에서 나타나는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은 뇌 내에서 

내재적으로(intrinsically) 발생하는 신경적 활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8, 20], 시냅스 활동(synaptic activity)과 수상돌기 

전압(dendritic potential)과도 관련되어 있음도 보고되었다 [41]. 

Biswal 등 [6]의 연구 이후 휴지기 상태의 기능적 연결성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되어 왔으며, 조현병에서의 휴지기 상태의 기능적 

연결성에 대한 연구들 또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휴지기 상태의 

기능적 연결성에 있어서의 대뇌 반구 편측성 연구는 미미한 상태였다. 

최근까지 단 두 편의 연구가 휴지기 상태의 기능적 연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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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측성의 이상을 조현병에서 보고하였다[34, 62]. 조현병에서의 후측 

띠이랑 (posterior cingulate )영역과 하 두정 소엽(inferior parietal 

lobule)에서의 편측성 감소가 관찰되었고[62], 한 연구에서는 

편측성의 변화가 양성증상 및 음성 증상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34]. 그러나 편측성의 기능적 변화가 조현병에서의 

다양한 인지기능변화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기능적 편측성의 변화를 조현병의 병태생리에 적용시켜 볼 때, 

변화된 휴지기의 대뇌 반구 간 기능적 연결성이 언어 기능 장애와 

연관되고, 이러한 현상이 조현병의 증상 발현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5. 기존 편측성 연구방법의 한계  

 

최근에는 관심영역만이 아닌 전체 대뇌에서의 해부학적 편측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부피소 기반 형태분석 방법(voxel-based 

morphometry; VBM)을 이용한 해부학적 뇌 영상 연구들의 경우에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측두 평면에서의 편측성 변화가 

관찰되기도 하였으며[33], 정상인과 환자 군에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63].  

또한 휴지기의 기능적 연결성의 연구에 있어서도 연구 결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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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존재하였다. 가능한 원인중의 하나는 연구 방법의 한계이다. 

이전의 연구들은 좌우 편측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든 피험자의 뇌 

영상을 좌우 대칭의 좌표 계에 표준화 시킨 후, 좌우를 뒤집어 

(flipping)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34, 62]. 이러한 방법은 

일반 인구에서 대뇌 피질의 일부 영역들의 뇌 고랑이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49]과, 측두엽과 전두엽 등 기능적 편측성이 보고된 

영역들이 개인간 구조적 다양성이 큰 영역임을 고려할 때[31], 

정확한 뇌기능적 편측성 연구를 제한한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해부학적 대뇌 반구 편측성을 고려한 기능적 대뇌 반구 편측성 

연구의 방법이 일반 인구에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해부학적 

기준점을 이용한 반대측 반구의 해부학적 대응점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flipping 방법과 새로운 방법에서의 반대측 해부학적 

대응 부피소의 거리 차이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수 mm에서 수 cm 

에 이를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도 역시 외측 

전두엽과 측두엽, 후두엽 부위에서 기존의 flipping 방법과 큰 

불일치를 보여주었다 [31].   

종합하여 볼 때, 해부학적 편측성을 고려한 기능적 편측성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의 뇌가 전체 대뇌에서 어떠한 기능적 

연결성의 차이를 주는지 여부를 발견하고자 하는 연구는 언어 기능 

저하 등 조현병의 뇌기능 이상에 대한 핵심적인 

특질(characteristics)을 찾아내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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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겠다. 

 

5. 본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의 대뇌 반구 휴지기 연결성에서의 편측성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부학적 대뇌 반구 편측성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조현병 환자군과 정상대조군 사이의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의 

편측성의 차이를 조사한다.  

둘째, 조현병 환자 군에서 차이 나는 기능적 대뇌 반구 편측성의 

영역들의 편측성 정도와 언어 유창성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편측성의 변화와 양성, 음성 증상과의 상관관계를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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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제 일축 진단이 조현병으로 진단된 30명의 성인 환자와 나이와 

성별로 짝 지워진 30명의 정상 대조군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현병 환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조현병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정신과적 진단은 DSM-IV를 위한 구조화 

임상면접(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SCID) [16]을 

이용하여 DSM-IV의 조현병 진단기준에 따라 진단하였다. 모든 

연구대상에 대하여 지능지수 70 미만, 다른 내과적 장애, 신경학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의 병력이 있는 경우, 

두부 손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대조군을 위한 정상 자원자는 광고를 보고 자원한 사람들 중 

SCID-NP (non-patient)에 근거하여 현재와 과거에 정신과적 질환의 

병력이 없는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이외의 배제기준은 환자군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30명의 조현병 환자 중 5명은 약물 사용력이 없었으며(drug-

naive), 나머지 25명의 환자는 연구 시작 시점 기준으로 한가지 

이상의 비정형 항 정신병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중 3명의 

환자는 병합요법으로서 정형 항 정신병약물 또한 복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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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하고 있는 일 평균 항 정신병약물의 용량은 클로프로마진 

(chlorpromazine) 등가 용량으로 계산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연구 참여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모두 자발적 의사를 통해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으며, 서면으로 취득한 동의서 (written informed consent)에 

자필 서명하였다. 18세 미만의 대상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취득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명시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에 있어서의 윤리 원칙을 따랐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의 의학 

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수행되었다. 

 

2. 임상적 평가 및 언어 유창성 평가 

 

조현병 환자의 정신병적 증상평가는 정신병적 증상 평가는 the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PANSS) (Kay et al. 1987)을 

사용하였다.  

지능(IQ)은 한국판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K-WAIS) [65] 중 어휘, 산수, 

토막 짜기, 차례 맞추기 소 항목을 검사하여 추정치를 측정하였다.  

언어 유창성(Verbal Fluency)은 단어 유창성(Phonologic verbal 

fluency) 과 의미 유창성 (Semantic verbal fluency)으로 나누어 

평가되었는데, 단어 유창성 평가는 한국판 통제 단어 연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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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32]를 통하여, 의미 유창성 

검사는 범주형 언어 유창성 평가 (Category fluency test)[37, 43]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한국판 통제 단어 연상 검사는 각각 1분동안 

연상한 ‘ㄱ’, ‘ㅇ’, 그리고 ‘ㅅ’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개수의 합으로 

평가하였다. 범주형 언어 유창성 평가는 각각 1분동안 연상한 동물 

이름들과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의 합으로 평가하였다.  

 

3.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획득 

 

뇌 영상은 3 Tesla 장비 (MAGNETOM Trio Tim Syngo; Siemens, 

Erlangen, Germany)를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피험자의 머리를 각도 

없이 head coil 에 고정한 뒤 기계에 의한 소음을 줄이고자 귀마개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촬영하였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자료는 T2*-weighted gradient echo-

planar imaging (EPI) sequence를 사용하였으며, 촬영 변수는 다음과 

같다: 반복시간(repetition time; TR) = 3.5 s, 에코시간(echo time; TE) 

= 30 ms, 영상범위(field of view; FOV) = 240 x 240 mm, 숙임각(flip 

angle; FA) = 90°, 부피소(voxel) 크기 = 1.9 x 1.9 x 3.5 mm, 0.7 mm 

interslice gap, interleaved, 35 axial slices.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의 촬영 전에 각 단면에 해당하는 T1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통해 전교련(anterior commi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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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과 후교련(posterior commissure; PC)을 연결하는 AC-PC평면에 

평행하게 절편의 위치를 조절하였다. 이러한 위치에서 먼저 뇌의 

구조적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1-weighted gradient를 

이용하여 T1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였다(TR = 0.3 s, TE = 6.8 ms, 

FOV = 240 x 240 mm, FA = 90°, 부피소 크기 = 1.0 x 1.0 x 1.0 mm). 

이어서 EPI 영상을 촬영하였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검사는 총 

4.68분 동안(116 volumes) 시행하였으며, 피험자에게는 뇌 영상 

검사를 하는 동안 편안히 눈을 감은 상태에서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뇌 영상의 화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공명영상 장치의 정도 

관리는 1개월 단위로 실시되었다. 점검항목으로는 중심주파수 점검, 

트랜스미터 획득 및 감쇄 점검, 절편위치 정확도, 기하학적 정확도 

(영상에서의 측정치와 실측정치의 비교평가), 인공물 점검(percent 

signal ghosting) 등이 실시하였다. 

 

4. 뇌 영상 정보의 전처리 과정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자료는 FreeSurfer software (Version 5.1; 

http://www.martinos.org/freesurfer) 와 Analysis of Functional 

NeuroImages (AFNI; http://afni.nimh.nih.gov/afni/) softwar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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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의 전처리 과정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의 전처리 과정은 FreeSurfer softwar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자기공명영상이 자기적 평형상태에 도달하기 전의 처음 4개의 

영상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자기공명영상 획득 시 발생하는 slice 영상간의 시간차를 

보정하였다(slice timing correction). 

 

3) 피험자의 머리 움직임을 6개의 자유도를 가진 정합(3-D rigid 

body registration)으로 보정하였다(head motion correction).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의 5번째 볼륨을 기준으로 모든 볼륨의 정합 과정이 

이루어졌고, 머리 움직임 보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x축, y축, z축의 

병진 움직임(translation)과 회전 움직임(rotation)의 정도를 구하였다. 

 

4) 각 피험자의 T1 이미지에서 FreeSurfer software에 포함된 

자동화된 파이프라인(pipeline)을 이용하여 피질 표면 모델화 (cortical 

surface model)와 전 뇌에서의 분할화 (whole brain segmentatio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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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다.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은 기존의 검증된 방법을 

이용하였다[15, 17]. 요약하면, 먼저 훈련된 연구자에 의하여 12명의 

대뇌 자기 공명 영상에 대하여 수기로 뇌 이랑과 뇌 고랑 정보를 

포함하여 각 반구당 74개의 표지 된 피질 구역으로 분할하였다. 이후 

이 정보와 T1 신호차, 인접 구역간의 관계 정보를 이용하여 부피소 

단위로 대뇌 피질에 대하여 확률적 자동화된 분할화가 이루어졌다. 

수기 분할 결과와의 비교에서 이 방법은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15, 

17]. 74개의 피질 구역의 목록은 이전 논문에 포함되었다[31]. 

 

5) 이후 각 피험자의 피질 표면 공간적 표준화 작업(spatial 

standardization)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 피험자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표준화된 좌표계(Talairach coordinate system)로 

정합하기 위하여, 먼저 피험자의 기능적 영상의 5번째 영상을 

피험자의 구조적 영상에 정합시켜서 피험자의 기능적 영상과 구조적 

영상을 정합하였다(coregistration). 정합된 구조적 피질 표면 영상을 

표준화된 피질 좌표계 (N27 template)로 표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질 표면 표준화 변수(standardization parameter)를 

이용하여 기능적 영상을 표준화 좌표계로 정합시켰다. 

 

6) 각 피험자의 시간적 표준화 작업(temporal normalization)을 

시행하였다. 공간적으로 표준화된 기능적 영상의 각 부피소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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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을 계산하고, 각 time point의 부피소 값을 부피소의 

평균값으로 표준화 시켜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이 동일한 

크기(1,000)의 신호를 가지도록 기능적 영상의 시간적 

표준화(temporal normalization)작업도 시행하였다. 

 

모든 피험자에 대해서 동일한 과정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각 피험자의 정점 (vertex node) 들을 N27 

좌표상에서 한쪽 반구당 36,002개의 node 로 표준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든 피험자들에 대하여 정점간의 일치성(vertex-by-vertex 

correspondence)을 보장하였다. 

 

4.2.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의 연결성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의 연결성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을 

AFNI의 함수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1) Band-pass filtering 기법을 통하여 신경세포의 활동 신호와 관련된 

특정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추출하였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의 

전처리 과정(4.1.)을 거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에서 주파수가 0.009 

Hz < f < 0.08 Hz 대역인 신호만을 추출하였다. 

2) 필터링(filtering)된 영상의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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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하여 8mm 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의 

Gaussian Kernel로 공간적 편평화(spatial smoothing) 작업을 하였다. 

 

3) 신경세포의 활동 신호와 관계없는 신호를 제거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를 통한 잔류 신호(residual signal)를 

계산하였다[19, 64]. 뇌 영역에서 신경세포가 분포하지 않은 뇌 전체 

영역, 백질,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영역으로부터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의 신호를 추출하고,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의 전처리 

과정(4.1.) 중에 머리 움직임 보정으로부터 얻어진 머리 움직임 

정도의 파라미터도 회귀 분석의 요소로 사용되었다 [43].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모든 피험자들의 대뇌 표면상의 

동일성을 보장할 수 있었으며, 휴지기 상태에서의 신경세포들의 

활동과 관련된 신호를 추출할 수 있었다. 전처리 과정으로 얻어진 

신호를 기능적 연결성 분석의 입력 신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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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부학적 편측성을 보정한 좌우 반구간의 기능적 

편측성 분석  

 

5.1. 해부학적 기준점(Landmark) 기반 좌우 반구간의 해부학적 

대응점 (Anatomical correspondence) 분석  

 

1)  각 피험자 별로 총 72,004 개의 피질 상의 정점 별로 74-차원의 

표지 벡터를 구하였다. 우선 FreeSurfer software 에 의해 대뇌 표면 

이랑 정보에 의해 자동화된 방법으로 구해진 피질 구역별로 중심점 

(centroid) 을 구하였다. 이후 각 정점의 반구의 정점별로 아래의 

표지 벡터 Ñ  을 정의하였다. 

Ñ  = <δ1, δ2, δ3, …… δ74> 

이 때 δj는 대뇌 표면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각 반구 내에서 j번째 

(1~74) 피질 구역의 중심점까지의 최단 기선(geodesic distance)으로 

계산되었다.  

 

2)  따라서 한 정점에 대한 반대측 반구의 해부학적 대응점은 반대측 

반구의 정점 중 표지 벡터 값이 가장 큰 Pearson correlation 을 

가지는 정점으로 정의하였다[17]. 따라서 해부학적 기준점 기반 

해부학적 대응점 분석을 통하여 한 반구의 피질 표면의 모든 정점 

(37,002 개)는 반대측 반구와 가장 유사한 표지 벡터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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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으로 대응하였다[31].  

 

5.2. 좌우 반구간의 기능적 대응점 (functional correspondence) 

분석 

 

각 피험자마다 정의된 한 쪽 반구의 피질상의 정점 (Seed 

vertex)별로 기능적 뇌 영상 대표 신호와 반대측 반구의 모든 정점의 

기능적 뇌 영상 대표 신호 간의 상관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계산하고, 그 중 최대 상관 계수 값 (Maximum 

correlation)을 가지는 정점을 구하였다. 이 반대측 정점이 기능적 

대응점 (Functional correspondence)로 정의되었다.  

 

5.3. 기능적 뇌 편측성 지도의 통계 분석  

 

1) 기능적 편측성 거리 (Functional asymmetry distance; FAD) 

기능적 편측성 거리 (FAD)는 양측 기능적 대응점간의 최단 

기선으로 정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측 반구상의 정점(seed 

vertex)의 해부학적 대응점과 기능적 대응점 사이의 최단 기선을 

해부학적-기능적 대응점 거리 (anatomy-to-functional 

correspondence distance, AFCD) 로 정의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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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Anatomy-to-functional correspondence distance, 

AFCDLR for a left seed point SeedLH is defined as the surface geodesic 

distance from the anatomical correspondence (ACLH) and the functional 

correspondence FCLH of SeedLH. The functional asymmetry distance 

(FAD) describes the geodesic distance between two functional 

correspondences that result from anatomical correspondences (e.g. Seed 

and ACSeed), when the functional correspondences have been remapped 

to the same hemisphere.  

LH: Left hemisphere; AC: Anatomical correspondence; FC: Functional 

correspo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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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 간의 통계적 분석 

조현병 환자와 정상인 그룹 내의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각 

피험자의 FAD 지도를 두 집단 t-검정(two-sample t-test)으로 

검정하였다. 분석한 통계적 지도에 대한 다중 비교(multiple 

comparison) 분석에는 False Discovery Rate (FDR) 방법을 

이용하였고, q < 0.05 수준에서 통계적인 지도를 만들었다.  

 

3) 그룹내의 통계적 분석 

각 정점(vertex) 의 FAD 거리에 따른 클러스터 (cluster) 분석을 

통하여 상위 5%의 FAD를 보이는 영역들을 각각의 그룹에서 

계산하였다. 또한 조현병 그룹에서 상위 5%에 해당하는 FAD를 

기준으로 정상인 그룹과 조현병 그룹에서 기능적 편측성이 큰 

영역들을 관심영역 (Region of interest)으로 지정하였다. 이 중 

클러스터의 크기가 200mm3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4) 임상 변인 및 언어 유창성 기능과의 상관관계 분석 

5.3.3)에서 정의된 관심영역들에서 기능적 편측성 거리(FAD)와 

조현병 환자들의 PANSS 양성 증상 및 음성 증상, 그리고 언어 

유창성 검사 결과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PANSS 점수와 언어 유창성 

검사 결과를 z score 로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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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χ는 원점수, μ 는 평균, σ 는 표준편차) 

상관관계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양성 증상과 음성증상, 단어 유창성 및 

의미 유창성의 다중 비교를 위해 각각 p < 0.025 (0.05/2) 의 수준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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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인구학적 및 임상적 정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징은 표 1에 

기술하였다. 30명의 조현병 환자의 평균 연령과 30명의 정상 

대조군의 평균 연령은 각각 23.6 (SD=4.1)세 및 24.1 (SD=3.9)세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교육 

정도, 지능 등에서도 두 집단 간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왼손잡이는 3명, 오른손잡이는 27명이었다.  

조현병 환자군의 평균 유병 기간은 22.7 개월이었고, PANSS 

점수는 평균 62.5 점 (SD=15.3)이었다. 30명의 환자들 중 3명은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시를 기준으로 항 정신병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었으며, 나머지 27명은 모두 한 가지 이상의 비정형 항 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27명중 3명의 환자들은 비정형 항 정신병 

약물과 함께 정형 항 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Haloperidone 

2명, Bromperidol 1명). 환자들이 일일 복용하는 항 정신병약물의 

평균 클로프로마진 등가 용량은 422.6 mg/day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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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nd healthy controls.  

 Schizophrenia Control Analysis 

 (N=30) (N=30) t score p valu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yr) 23.6(4.1) 24.1(3.9) -5.17 0.659 

Sex(M/F) 11/19 13/17 -3.25 0.568 

Education(year) 13.9(2.0) 14.5(1.7) -1.33 0.430 

Handedness(L/R) 3/27 3/27   

Estimated IQ 96(12.6) 113.7(11.0) -5.80 0.323 

Verbal Fluency test 

Phonologic  32.30(10.40) 45.29(11.30) -4.56 <0.001* 

Semantic  31.50(8.12) 41.21(8.90) -4.32 <0.001* 

Clinical characteristics 

PANSS score     

Positive   13.9(5.2) -   

   Negative 16.7(5.4) -   

   General 31.9(7.8) -   

   Total Score 62.5(15.3) -   

Duration of illness 

(month) 

22.73(41.79) -   

Antipsychotic 

doseb  

(CPZ equivalent) 

422.6(328.9) -   

aData given as mean (standard deviation) 

bDose given as mg/day  

* p < 0.005 

Abbreviations: SCZ, schizophrenia; PANSS, The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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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적 편측성 

 

해부학적 대응점과 기능적 대응점의 차이로 나타낸 기능적 

편측성의 거리(FAD)는 조현병 환자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대부분의 피질 정점(vertex)에서 전반적으로 증가된 소견을 

나타내었다(Fig. 3).  

그룹간 정점(vertex) 별 FAD 차이를 two sample t-test를 통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는 전 부분에 걸쳐 산발적으로 영역들이 분포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전두엽 영역에서 한 클러스터가 

관찰되었다 (Fig. 4, FDR corrected q < 0.05).  

정상인 군에서 그룹 내 상위 5%에 해당하는 가장 큰 기능적 

편측성 거리를 보이는 클러스터 들을 살펴보았을 때, 중 측두 이랑 

(middle temporal gyrus)과 하 측두 이랑(inferior temporal gyrus)의 

일부 영역이 포함된 외 측두엽 부위 (lateral temporal lobe)와, 하 

전두 이랑 (inferior frontal gyrus)이 포함된 배외측 전두엽 

부위(dorsolateral frontal area), 그리고 하 두정 소엽의 영역이 보였다.  

이후 조현병 환자군의 휴지기 상태에서 그룹 내 상위 5%에 

해당하는 가장 큰 기능적 편측성 거리를 보이는 클러스터를 

살펴보았을 때, 상 측두 이랑 (superior temporal gyrus) 및 중 측두 

이랑, 상 전두 이랑 (superior frontal gyrus)과 후측 띠이랑 (posterior 

cingulate gyrus), 전중심 이랑(precentral gyrus) 이 발견되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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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FAD 기준으로 정상 대조군에서 휴지기 상태 가장 큰 

편측성을 보이는 클러스터를 살펴보았을 때, 하 전두 이랑 (inferior 

frontal gyrus), 및 중 전두 이랑 (middle frontal gyrus)과 하 측두 

이랑 (inferior temporal gyrus)영역이 정상인 그룹 내에서 가장 높은 

편측성 거리를 나타내었다 (Fig. 5). 이들은 모두 13개의 관심 영역을 

구성하였다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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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AD maps in controls and schizophrenia patients. FAD 

values for all vertices presented using color. A) Normal controls. B) 

Schizophrenia patients.  

FAD : Functional asymmetry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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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umulative histogram of FAD in controls and schizophrenia 

patients. 

FAD : Functional asymmetry distance 

 

 

 

 

 

 

 



28 

 

 

 

Figure 4. Two sample t-test of FAD in normal controls and 

schizophrenia patients. A) Uncorrected p < 0.05 (yellow: schizophrenia 

> controls; blue: schizophrenia < controls) B) FDR corrected q < 0.05. 

FAD in schizophrenia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one cluster in 

frontal area compared to normal controls.   

FAD : Functional asymmetry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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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lusters of upper 5% of FAD in normal control and 

schizophrenia. Each clusters presented by different colors.   

FAD : Functional asymmetry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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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irteen clusters of high FAD region of interests. Each clusters 

presented by different colors. Anatomical labels are presented. 

FAD : Functional asymmetry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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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현병의 양성, 음성 증상과 기능적 편측성 

거리(FAD)와의 관계 

관심 영역 중 하외측 측두엽 부위 (inferolateral temporal 

area)에 해당하는 중 측두 이랑과 하 측두 이랑에서 PANSS 양성 

척도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r= 0.475, p=0.008; r=0.471, 

p=0.009) (Fig. 7). 즉 하외측 측두엽 부위의 기능적 편측성 거리가 

증가할수록 조현병의 양성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PANSS 음성 척도는 관심 영역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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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rrelation between subtotal score of PANSS positive scale 

(z score) and regions with high asymmetry, inferior temporal gyrus (C2) 

(r=0.471, p=0.009) and middle temporal gyrus (S8) (r=0.475, p=0.008), 

respectively. In the middle column, cross-hemispheric correlation 

patterns of two ROIs are shown with dorsal view. Lines connect 

individual seed vertices to their functional correspondences.  

PANSS: positive and negative symptom scale; ROI: region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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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어 유창성 검사와 기능적 편측성 거리(FAD)와의 

관계 

 정상인 그룹에서 의미 유창성 검사는 하 측두 이랑의 편측성 

거리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0.422, p=0.020) (Fig. 8). 

그러나 단어 유창성 검사 결과는 관심 영역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조현병 환자 그룹에서 의미 유창성 검사는 전 전두 이랑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r= -0.475, p=0.008), 하 두정 

소엽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부적 상관관계의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r= -0.383, p=0.037) (Fig. 9). 또한 조현병 환자 그룹에서 

단어 유창성 검사는 전중심 이랑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r= -0.471, p=0.009), 전전두 이랑에서는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0.494, p=0.006) (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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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rrelation between semantic verbal fluency (z score) and the 

inferior temporal gyrus in control group, (C2) (r=0.422, p=0.020). In 

the middle column, cross-hemispheric correlation patterns of the ROI 

is shown with dorsal view. Lines connect individual seed vertices to 

their functional correspondences. 

ROI: region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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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rrelation between subtotal score of semantic verbal fluency (z 

score) and regions with high asymmetry, the intraparietal sulcus (S2) 

(r= -0.383, p=0.037) and the precentral gyrus (S10) (r= -0.475, 

p=0.008), respectively in schizophrenia group. In the middle column, 

cross-hemispheric correlation patterns of two ROIs are shown with 

dorsal view. Lines connect individual seed vertices to their functional 

correspondences. 

ROI: region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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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rrelation between phonologic verbal fluency (z score) and 

regions with high asymmetry in schizophrenia group, the inferior 

frontal gyrus (C1) (r=0.494, p=0.006), and the precentral gyrus (S10) 

(r= -0.471, p=0.009) respectively. In the middle column, cross-

hemispheric correlation patterns of three ROIs are shown with dorsal 

view. Lines connect individual seed vertices to their functional 

correspondences.  

ROI: region of interest 



37 

 

IV. 고찰 

 

1. 연구 결과 요약 

 

본 논문은 조현병에서 해부학적 편측성을 해부학적 영역간의 

벡터 정보를 이용하여 조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휴지기 상태 동안 

대뇌 반구의 기능적 편측성의 변화를 보고한 최초의 연구이다. 정상 

대조군은 언어 기능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하 전두 이랑을 포함한 

배외측 전두 영역과 하 측두 부위에서 가장 큰 휴지기 상태 기능적 

편측성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조현병 환자군에서 하 전두 이랑은 

그룹 내 가장 큰 휴지기 상태 기능적 편측성을 나타내는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외 측두 부위, 후측 띠이랑 및 하 두정 소엽을 

포함한 어휘-의미 영역(lexical semantic system)에서의 기능적 

편측성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기능적 편측성 거리와 임상 및 언어 

기능과의 상관관계 부석에서 하 측두 이랑의 기능적 편측성 거리는 

정상인에서는 의미 유창성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조현병 

환자군에서는 같은 영역과 인접한 하 측두 이랑 영역의 편측성 

거리와 양성 증상의 정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2. 정상인에서의 언어 기능과 기능적 편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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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정상인에서는 하 전두 이랑, 인접한 중 전두 이랑 

및 하 측두 이랑에서 가장 큰 편측성이 관찰되었다. 언어는 좌측 

반구의 편측성이 가장 뚜렷한 인지기능으로 여겨져 왔다. 언어 

장애가 있던 환자에 대한 Broca와 Wernicke 의 연구와, Wada 등이 

1950년대에 한쪽 반구에 아모바비탈 (amobarbital)을 주사하여 

언어기능의 변화를 관찰한 이후, 언어기능의 좌측 편측성은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13, 26]. 따라서 정상인에서 Broca 영역에서의 좌우 

편측성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인간 언어 영역의 반구 특이성을 

고려할 때 예측된 바이다[9]. 이 부위는 Wernicke 영역과 함께 언어 

형성을 담당하며 다양한 부위들과 기능적 연결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3],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다양한 연결성이 기저상태에서도 

언어기능의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Liu 등은 언어 기능의 

네트워크가 주의력, Default mode network 등과 함께 휴지기 뇌 

활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보고하였다[40]. 그러나 최근 뇌 

영상학 등의 새로운 연구 방법을 통한 언어 기능 연구에서, 언어 

기능의 뇌 연결성이 좌우 반구의 다양한 부위를 포함하고, 특히 

언어의 의미처리 과정에서 외 측두엽 부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장된 어휘적 지식 (lexical 

knowledge)를 늘 이용해야 하는데, 어휘적 지식에는 음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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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phonetic categorization), 단어의 의미, 문법적 정보 등이 

포함된다[24]. 언어를 처리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어휘적 지식, 즉 

lexicon 을 구성하는 신경학적 네트워크는 많은 연구의 관심이 되어 

왔다. 하 측두엽 영역 (inferotemporal area)은 중 측두 이랑 및 하 

측두 이랑을 포함하는 영역으로서, 현재까지 어휘-의미적 지식이 

저장되는 신경생물학적 부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7]. 이 부위에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서 단어 대기(naming) 기능의 손상이 

발견되고[13], 또한 정상인 PET 연구를 통하여 좌측 반구에서 하 

측두엽 영역이 이름대기 과제에서 활성화 되는 것이 보고되었다[13].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에서 하 측두 영역의 기능적 편측성 거리가 

증가할수록 의미적 어휘 유창성이 증가하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소견이다[2].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에서 의미적 지식 처리과정과 연관된 하 

측두 영역이 큰 기능적 편측성을 나타낸 반면, Wernicke 영역으로 

알려진 상 측두 이랑 등의 부위에서는 정상적인 편측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Gainotti 등은 Wernicke aphasia 에서 상 측두 이랑의 손상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손상 영역은 이 부위에 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21]. 상 측두 이랑의 위쪽에 위치하는 존재하는 Heschl 

이랑은 일차 청각 영역(primary auditory cortex)를 포함한다. Binder 

등은 가짜 단어와 뒤집힌 문장을 이용한 기능적 뇌 영상 연구에서 

청각자극은 양측 Heshl 이랑의 청각피질을 통해 처리된 후, 좌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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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 고랑에 이르러 단어 자극과 비 언어자극이 구분되고, 이후 

단어-의미 (lexical-semantic) 정보가 처리되는 것은 좌측 반구의 중 

측두 이랑과 하 측두 이랑이라고 주장하였다[5]. 즉 상 측두 이랑의 

부위는 단어 자극과 단어 자극이 아닌 자극에 대해 비특이적으로 양 

반구에서 반응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5].  같은 연구에서, 단어-의미 

처리와 연관된 기능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은 주로 좌측 반구의 상 

측두 이랑의 아래쪽(ventral) 영역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활동 

패턴은 상 측두 이랑 영역이 언어처리에 특수화된 부위는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며, 동시에 상 측두 이랑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하 측두 

영역이 단어 처리의 의미적 측면에 많은 관여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정상인에서의 본 연구 결과는 언어 의미 network 가 

기저 상태에서의 뇌 활동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Binder 등은 의미 처리 과정은 휴지기 상태에서 나타나는 인지 

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작용의 목적은 

지나간 경험에 대해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4].  

 

3. 조현병 환자에서의 측두엽 기능적 편측성 변화  

 

조현병 환자에서는 중 측두 이랑과 상 측두 이랑 부위에서 높은 

편측성이 나타났다. 증상과의 상관 분석에서 중 측두 이랑과 하 측두 

이랑의 기능적 편측성 거리가 증가할수록 양성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41 

 

관찰하였다. 그 외 위측 상 측두 고랑에서 그룹 내 높은 편측성이 

관찰되었다. 최근 Hickok 등은, 언어 처리에 있어서 이중 경로 모델 

(Dual-stream model of speech processing)을 제시하였다[27, 28]. 그는 

배쪽 경로(ventral stream)는 양측 상 측두 이랑에서 시작되어 상 

측두 고랑을 거쳐 의미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 측두 이랑 및 하 측두 

고랑으로 연결되어 청각 언어를 해석하는 과정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좌측 편측성이 보다 강한 등쪽 경로 (dorsal stream)은 측두엽의 

최 후측, 두정엽 부위가 발음 네트워크 (articulatory network)를 

담당하는 전운동 피질 (premotor cortex), 앞쪽 뇌섬엽 (anterior 

insula) 등의 부위를 통해 하 전두 이랑과 연결되어, 언어 생성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였다[27].  

배측 경로를 구성하는 중 측두 이랑 및 하 측두 이랑의 lexicon 

은 전 전두 이랑을 포함한 등쪽 경로에 비하여 비교적 편측성이 적고 

병렬적인 처리 기전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Split-brain 환자 들과, 

좌측 반구 손상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부분적으로라도 언어를 듣고 

lexicon과 연결하는 기능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46]. 이와 

관련하여 조현병의 언어 기능 이상 중 우측 반구의 언어 기능이 주목 

받고 있다. 좌 반구와 달리 우측 반구는 은유[7], emotional 

prosody[48] 등 비언어적 감정적 lexicon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47]. Mitchel 등은 우측 중 측두 이랑이 emotional 

prosody를 이해하는 데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면서 조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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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서는 우측 반구가 담당하는 언어 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48]. 이와 연관하여 Mitchel 과 Crow 등은 우측 반구 

언어 기능의 역할은 이차적 lexicon 혹은 어휘-의미적 저장소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였다[47]. 특히 Crow 등은 언어기능과 

연관하여 좌 우 반구와 각 반구에서의 앞쪽-운동, 뒤쪽-감각 축이 

4개 구역을 이루고, 좌측 Wernicke 영역에서 처리한 일차 의미가 

우측 뒤쪽-감각 영역으로 넘어와 우측 언어 기능에 의해 의도 등이 

해석되고, 이것이 다시 좌측 앞쪽-운동 영역으로 연결된다는 4 구역 

가설 (four-quadrant concept)을 주장하였다[10-12, 47]. Crow 등은 

조현병의 일급 증상은 이러한 언어 정보 흐름에서 이상 혹은 역류 

(‘back-flow’)가 일어날 때 자신의 언어 의도를 외부로부터 온 

것으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중 측두 

이랑에서의 편측성이 증가한 본 연구의 결과는 Hickok 등이 

주장하듯이 배쪽 경로의 편측성이 등쪽 경로에 비해서는 상태적으로 

낮음을 지지하나, Crow 의 역류 가설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조현병에서는 중 측두 및 하 측두 이랑에서의 

기능성 편측성의 증가가 양성 증상과 연관된다는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본 연구 결과는 청각 언어를 처리하는 양 쪽 반구의 배쪽 

경로 network 가 기저 상태에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고 있으며, 

조현병에서는 우측 반구의 의미 경로가 저하되면서 비정상적인 좌측 

편측성의 증가 및 양성 증상 발생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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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의 편측성에 관한 기능적 뇌 영상 연구에서 많은 

연구들이 조현병 환자군에서 편측성의 감소를 주장하였는데[25, 52], 

이는 일견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다만 일부의 뇌 

영상 연구는 양쪽 편측성의 상호 연관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뇌 자도 영상(magnetoencephalography; MEG)를 이용한 

mismatch negativity 연구에서 Kircher 등은 정상인에서 나타나는 우 

반구 편측성이 조현병 환자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면서, 

환자군에서는 좌측 편측성의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관찰하였다[38, 56]. 이러한 기능적 편측성의 변화에는 언어 관련 

기능에 상 측두 영역과 반대측 반구와의 연결성이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38]. 또한 본 연구 결과와 이전 결과와의 차이는 인지 

기능 중의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변화를 관찰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기저상태에서의 뇌 활동을 측정하였다는 방법적 차이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해부학적 편측성을 

보정한 방법을 통해 기능적 편측성의 변화를 관찰하였기 때문에, 

특히 반구간 해부학적 변이성이 높은 측두 영역에서 기존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Ke 등은 32명의 조현병 환자와 정상인에서 배외측 

전전두엽 영역을 seed 영역으로 하여 휴지기 상태 편측성의 차이와 

증상과의 관계를 관찰하였다[34]. 이 연구에서는 양성 증상이 주 

증상인 조현병 환자가 음성 증상이 주 증상인 조현병 환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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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군에 비하여 좌 반구 편측성이 증가하고, 음성증상이 주 증상인 

조현병 환자군은 우 반구 편측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음성 증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결과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중, 하 측두 이랑에서 기능적 편측성이 

증가할수록 양성증상이 심해지는 상관관계를 관찰하였다. 이 

영역들이 정상인에서 좌측 편측성이 있는 부위임을 감안할 때, Ke 

등이 보고한 양성증상에 대한 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소견이다. 

다만 이 연구 역시 자기 공명 영상의 뒤집기 방법을 이용하고 관심 

영역과의 연결성을 비교했다는 방법론적 차이가 있어 역시 본 연구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중 측두 및 하 측두 이랑에서의 연합 피질 (association 

cortex의 의미적 network는 청각 언어 자극에서뿐만 아니라 시각적 

언어 자극에 있어서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2]. 

선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환자군에서 조현병 발병의 위험 증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고가 부족하나[30], 선천적 청각장애가 있는 

조현병 환자에서 환각의 양상에 대해서는 시각적 언어 자극이 청각 

영역을 활성화 시킨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2].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언어 기능과 연관된 기저 상태에서의 뇌 활성 

network를 살펴보는 것은 환청 등의 조현병의 핵심 증상의 

신경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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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현병 환자에서의 두정엽, 전두엽 기능적 편측성 

변화 

 

조현병 환자에서는 하 전두 이랑은 정상인과 달리 그룹 내 가장 

큰 휴지기 상태 기능적 편측성을 나타내는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하 두정 고랑, 후측 띠이랑 및 운동영역에서 그룹 내 높은 편측성이 

관찰되었다. 한편 운동 영역의 편측성 증가는 단어적 어휘 유창성의 

감소와 연관되어, 언어기능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편측성 변화가 

나타난 영역들은 모두 언어적 의미 시스템에 포함되는 부위들이었다. 

최근의 의미 시스템 (semantic system)에 대한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연구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넓은 의미의 의미 처리 과제와 연관된 

120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후측 하 두정엽 (posterior inferior 

parietal lobe), 외측 측두 피질 (lateral temporal cortex), 내 측두 

피질 (ventral temporal cortex), 배내측 전전두엽 (dorsomedial 

prefrontal cortex), 하 전두 이랑, 복 내측 전전두엽 (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과 후측 띠이랑 영역들이 의미 처리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분석되었다[3]. Hickok 등이 주장한 모델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측두엽을 제외하고 편측성 변화가 관찰된 영역들은 등쪽 

경로에 해당하는 영역들이었다[27]. 조현병 환자에서의 좌측 언어 

중추의 기능 저하는 잘 알려진 사실이며 [1, 47, 51], 와해된 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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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현병의 핵심 증상 및 언어관련 인지 기능의 저하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35]. 본 연구에서는 하 전두 이랑 외의 등쪽 

경로를 구성하는 부위들의 편측성이 증가한 소견을 보였으며, 특히 

운동 영역의 편측성 증가는 어휘 유창성의 감소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등쪽 언어 

경로를 구성하는 영역들에서의 편측성 변화는 좌측 하 전두 이랑의 

기능 감소로 인하여 일어난 보상적인 결과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기능적 자기 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에서 휴지기 

상태의 편측성 차이를 관찰한 소수의 기존 연구가 있었고[34, 62], 이 

중 Swanson 등은 28명의 조현병 환자와 28명의 정상인의 전 뇌 

영역에서 Default mode network 를 비교하였다. 정상인에서는 하 

두정 소엽, 쐐기엽 (cuneus), 중 측두 이랑, 상 측두 이랑 및 중 전두 

이랑 등에서 편측성을 관찰하였고, 조현병 환자에서는 하 두정 소엽 

부위와 상 측두 이랑에서 정상인과 비교하여 편측성이 감소함을 

보고하였고, 후측 띠이랑에서 유의한 편측성이 나타남을 

보고하였다[62]. 또한 조현병 환자에게서 후측 띠이랑에서 편측성이 

나타난 것은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였다. 정상인에서 편측성이 

나타난 부위는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나, 편측성이 가장 잘 알려진 

Broca 영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와의 차이점이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분석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일 수 있는데, 

Swanson등은 뒤집기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해부학적 변이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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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들에서 기능적 연결성을 관찰하는 것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  

 

5. 본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는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로, 각 집단의 크기가 

30명으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를 이용한 

정상인 연구에서는 40명의 대상자를 포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그룹별로 나이와 성별, 손잡이에 

대하여 매칭되었으며, 환자군의 경우 평균 유병 기간이 2년 

미만으로(22.73개월) 대부분의 환자들이 질환의 초기 상태라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좌우 반구의 

해부학적 편측성의 변이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정점에 대하여 

74개의 피질 구역의 중심점들에 대한 벡터 값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74개의 피질 구역의 결정은 분석프로그램에 포함된 확률적 

자동화된 분할화된 방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해부학적 변이성이 

큰 부위에 대해서는 중심점의 위치가 좌우 반구 편측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로 이전의 연구에서 

Destrieux 등은 확률적 자동화된 분할화 방법에 대한 구역화 

방법이 수기화된 구역화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영역별로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였음을 보고함과 동시에, 수기화된 구역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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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12명의 피험자에서 좌우 반구 차이를 포함한 상당한 이랑과 

고랑의 개인차를 발견하여 이를 구역화에 적용했다고 

기술하였다[14]. 다만 본 연구의 방법을 기존의 뒤집기(flipping) 

방법과 비교한 이전의 논문에서 [31] 본 연구는 향상된 방법적 

정확도를 보였다. 셋째, 환자군의 약물 치료력이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항 정신병 약물이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약물 복용력이 없던 조현병 환자군에서 단 6주간의 비정형 

항 정신병 약물을 투여 받은 이후의 휴지기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연구에서 국부적인 자발적 신경 활성은 증가하고, 멀리 떨어진 

신경 네트워크간의 연결성은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었다[41]. 이는 

항 정신병약물이 휴지기 신경 네트워크에 복잡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뇌 반구간 휴지기 신경 연결성과 약물의 

영향과의 관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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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휴지기 상태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통해 

조현병에서 휴지기 상태 동안 대뇌 반구의 기능적 편측성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부학적 편측성을 해부학적 영역간의 벡터 

정보를 이용하여 조절한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측두엽등 해부학적 

편측성이 큰 영역에서 보다 정확한 기능적 편측성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능적 편측성 변화와 임상증상 및 언어 기능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정상 대조군에 비해 조현병 

환자군에서 하 전두 이랑은 그룹 내 가장 큰 휴지기 상태 기능적 

편측성을 나타내는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상 측두 부위, 후측 

띠이랑 및 하 두정 소엽을 포함한 어휘-의미 영역(lexical semantic 

system)에서의 기능적 편측성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조현병 

환자군에서는 같은 영역과 인접한 하 측두 이랑 영역의 편측성 

거리와 양성 증상의 정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조현병에서의 휴지기 상태의 기능적 편측성 

network 이상은 측두엽 및 전두엽의 기능적 network 이상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며, 특히 좌측 및 우측 의미 영역의 연관성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이 조현병의 양성 증상 발생에 연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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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turbance of hemispheric asymmetry has been regarded as 

the core pathophysiological process in schizophrenia. Abnormalities in 

structural and functional asymmetry have previously been reported in 

brain regions including temporal and frontal lobes in schizophrenia.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not compared interhemispheric 

functional asymmetry precisely in consideration of the anatomical 

asymmetry. A 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is a relatively novel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approach that represents 

intrinsic neuronal activities. The authors investigated functional 

interhemispheric asymmetry controlling anatomical asymmetry by 

surface landmarks in resting state brain of schizophrenia patients.  

Thirty schizophrenia patients and 30 age- and sex-matched 

healthy comparison subjec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ll subjects 

received resting state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scanning 

under eyes-closed conditions. 74-dimensional label vector consisting 

of the geodesic distances from a vertex to the centroid of the 74 

parcellated cortical regions were used to control the anatomical 

asymmetry. Functional correspondences in the contralateral 

hemisphere were defined whose time-series were maximally cor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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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at of the seed vertex. The functional asymmetry distance (FAD) 

were measured in both groups which describes the geodesic distance 

between two functional correspondences that result from anatomical 

correspondences. Correlations between FAD of the high asymmetry 

regions and scores of symptom scale and fluency test were also assessed. 

Patients with schizophrenia demonstrated different pattern of high 

asymmetry in regions of the superior temporal gyrus, the middle 

temporal gyrus, motor area and the posterior cingulate, compared to 

normal controls who showed regions of high asymmetry in the inferior 

frontal and the inferior temporal gyrus. FADs in the middle and inferior 

temporal region in schizophrenia patients were correlated with positive 

symptom scores. In addition, FAD in the precentral gyru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verbal fluency.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resting state functional asymmetry 

was closely related with language network connectivity, both in 

lexical-semantic network and articulatory network and showed 

abnormalities in fronto-temporal network connecting hemispheres. 

Results from the current study support the notion that language 

dysfunction is mediated by aberrant functional networks of 

hemispheric asymmetry which might be the core defect in 

schizophr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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