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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구 목적
피질 주름 (gyrification) 패턴 분석으로 정량화될 수 있는 피질 복잡성 (cortical
gyral complexity)의 정도는 인간 뇌 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정상 노화 (normal aging) 과정에 따른 피질 주름 구조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었으며, 보고된 결과에서도 대뇌 영역
별 변화 양상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다수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량화된
피질 주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뇌 영역에 따라 피질
복잡성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이번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부터 이른 노년기 (연령대: 15 - 67세)의 연령대에
포함되는 건강한 정상인 총 130명 (남성: 69명, 여성: 61명)을 대상으로 구조
자기공명영상을 획득한 후, 피질 복잡성에 대한 정량화 지표로서 고해상도
T1-강조 영상을 이용한 local gyrification index를 측정하였다. Local gyrification
index는 기존의 피질 주름 패턴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론들에 비하여 공간
해상도 (spatial resolution)가 상대적으로 높아, 뇌의 특정 영역에서의 피질 주름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준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해부학적/기능적 구분 단위로 널리 받아들여 지는 뇌 관심 영역 (상측 전두엽,
하측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변연계, 후두엽)을 선택하고, 각 뇌 관심
영역에서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에 대한 피험자 연령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다중선형회귀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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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또한 연령의 변화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의 감소
양상이 뇌 관심 영역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혼합모형회귀분석 (mixedmode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백질의 수초화
(myelination) 과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시작된다고 알려 진
45세 시점을 기준으로 연령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 감소 양상이 45세
이전과 이후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조각별회귀분석
(piecewis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결과, 연령의 증가에 따라 광범위한 뇌 영역에서의 local gyrification
index가 감소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상측 전두엽, ß = -0.67, p < 0.001; 하측
전두엽, ß = -0.46, p < 0.001; 두정엽, ß = -0.58, p < 0.001; 측두엽, ß = -0.44, p < 0.001;
후두엽, ß = -0.31, p < 0.001). 특히, 관심 영역 중 상측 전두엽, 하측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은 후두엽에 비해 연령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의 감소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상측 전두엽, z = -5.59, p for interaction < 0.001; 하측
전두엽, z = -4.86, p for interaction < 0.001; 두정엽, z = -6.29, p for interaction < 0.001;
측두엽, z = -4.44, p for interaction < 0.001). 그러나, 변연계에서는 연령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으며 (β = -0.18, p = 0.02),
후두엽에서의 local gyrification index에 대한 연령의 영향의 크기와 비교하여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z = 0.98, p for interaction = 0.33). 45세 이상 연령대의
피험자군에서 상측 전두엽, 하측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의 local gyrification
index에 대한 연령의 영향 (β values; -0.28, -0.10, -0.16, -0.04, respectively)은, 45세
미만 연령대의 피험자군에서 관찰된 연령의 영향에 비해 (β values; -0.56, -0.43,
-0.46, -0.46, respectively) 전반적으로 작았으나, 조각별회귀분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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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에서는 통계적인 차이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상측 전두엽, t = 0.69, p = 0.49;
하측 전두엽, t = 0.70, p = 0.48; 두정엽, t = 1.00, p = 0.32; 측두엽, t = 1.53, p = 0.13).
변연계와 후두엽에서 관찰된 local gyrification index에 대한 연령의 영향은
45세를 기준으로 나눈 집단 간 비교에서도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변연계, t = -0.77, p = 0.44; 후두엽, t = -1.04, p = 0.30).

결론
이번 연구는 비교적 광범위한 연령대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의
변화에 따른 피질 주름 복잡성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피질 주름
복잡성의 지표로서 local gyrification index를 적용한 최초의 연구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고위 피질 기능을 담당한다고 알려 진 뇌 영역들은 일차적 감각
혹은 감정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 비해 local gyrification index의 감소에
대한 연령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피질 주름, 피질 복잡성, 구조 뇌영상, 연령, 성숙, 노화
학

번: 2008-2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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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인간 대뇌 피질 주름 복잡성과 그 변화의 의미
인간의 뇌 피질 주름 (cortical gyrification) 분포는 다른 종과 비교했을 때 가장
복잡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이러한 피질 복잡성 (cortical complexity)의 증가는
인간을 다른 종과 구분 되게 하는 고유한 뇌 구조적 특성 중 하나이다 (Zilles
et al, 1998; Armstrong et al, 1995). 피질 주름의 생성과 발달은 한정된 부피
내에서 피질 표면적을 크게 확장해 주어 결과적으로 같은 피질 두께를 가지는
경우, 상대적으로 뇌 용적 (volume)을 증가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 져
있다 (Caviness, 1975). 특히, 비교해부학적으로, 인간의 뇌 표면적은 다른 종에
비해 종 간 피질 두께 (cortical thickness) 차이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 매우
크다 (Welker, 1990). 이는, 설치류나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에서는 피질 두께를
늘이는 방식으로 뇌 용적을 증가시키는 데 비해, 인간은 피질 주름의
복잡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뇌 표면적을 늘이고, 결과적으로 뇌 용적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Rakic, 1988). 이에, 인간의
피질 두께는 쥐에 비해 6배가 크지만 표면적은 1,700배 가량 크다고 알려 져
있다 (Hofman, 1989). 또한, 인간 뇌의 피질 두께는 마카크 (macaque)
원숭이류에 비해 2배 정도 크지만 표면적은 무려 10배가 크다는 사실은,
인간은 특이적으로 피질 주름의 복잡성을 높여 뇌 피질 영역 간 공간적
밀집성 (compactness)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뇌 기능을 효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발달되어 왔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하겠다 (White et al, 2010).
피질 주름 복잡성은 현상학적으로, 피질 주름 (cortical folding/

1

gyrification)의 생성과 발달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간의 경우 10 - 15주의
태아기부터 이랑 (gyrus)과 고랑 (sulcus)이 형성되면서 피질 주름의 발달이
시작된다고 알려 져 있다 (Chi et al, 1977; Zilles et al, 1997). 피질 주름의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세포학적 기전 및 피질 주름의 양상의 차이가 뇌의 어떤
변화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잘 알려 져 있지 않다 (Mangin et al,
2010; White et al, 2010; White and Hilgetag, 2011). 그러나, 사후 연구 등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를 참고해 본다면, 뇌 피질 뉴런의 성장 (growth), 자멸사
(apoptosis) 혹은 프로그램된 세포의 사멸 (programmed cell death) 등의 세포학적
변화가 피질 주름의 증가 혹은 감소 등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피질 층
(cortical layer)을 구성하는 상층과 하층의 팽창의 정도가 서로 다르거나,
이랑과 고랑의 성장이 서로 다르게 일어 남으로써도, 피질 주름의 형태가
변화 될 수 있다고 한다 (Mangin et al, 2010; White et al, 2010). 최근 연구를 통해,
피질 하 백질 간 연결성 (white matter connections)의 변화 또한 피질 주름의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Herculano-Houzel et al, 2010; Mota
and Herculano-Houzel, 2012). 이와 같이, 피질 주름 패턴의 변화는 인간 뇌 세포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 뇌 피질 주름
양상이 피질 용적 혹은 두께 등의 양상에 비해 인간 뇌 구조와 기능을 특징
짓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인간 뇌 피질 주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시의 적절하고, 인간 뇌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Mangin et al, 2010).
그러나, 기존의 뇌영상 연구에 있어 뇌 용적 혹은 피질 두께 등의 구조
뇌영상 연구 방법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던 것에 비해, 뇌영상 자료를
이용한 in vivo 방식으로 인간 뇌조직에서 피질 복잡성을 측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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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의 개발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인간 뇌 피질 주름에 대한 뇌영상 연구는 용적 혹은 피질
두께 측정을 이용한 뇌영상 연구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다.
최근 피질 주름을 측정한 뇌영상 연구들에 따르면, 특정 뇌 영역의 인간
피질 주름의 복잡성은 각 뇌 영역이 담당하는 다양한 기능들과 (Golestani et al,
2011; Simos et al, 2011; Stanfield et al, 2008; Toro et al, 2008)과 관련되어
발달한다고 하며, 이는 피질 복잡성이 뇌의 구조적 · 기능적 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역할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최근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방법론을 함께
적용한 다중 뇌영상 연구를 통해, 특정 뇌기능을 수행 시, 뇌 영역 활성도의
패턴과 피질 주름의 분포 양상과의 연관성이 관찰되었다 (Derrfuss et al, 2009;
Rajimehr and Tootell, 2009). 예를 들어, 시각 피질에서 부위별 연결 대응
(retinotopic organization)과 시각 피질의 주름 구조와의 상관을 분석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피질 주름의 특성을 기반으로 특정 시각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구분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Rajimehr and Tootell, 2009).
특히, 다양한 뇌 영역에서, 다양한 정도의 구조적 · 기능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여러 정신과 및 신경과 질환군은 정상군에 비해 뇌 피질 주름의
영역별 패턴이 다르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Kulynych et al,
1997; Kippenhan et al, 2005; Nordahl et al, 2007; Wisco et al, 2007; Hyatt et al, 2011).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들은 피질 주름 복잡성 정도와 그 변화 양상이
정상 뇌 구조 및 기능 및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질환의 뇌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Van Essen et al, 2006; White and
Hilgetag, 2011; Rona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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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질 주름 패턴 연구 방법론
기존 연구들을 통해 피질 주름의 구조가 피질을 구성하는 세포 수준의 특성,
또한 정상 발달 및 중추 신경계 관련 질환의 병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가능성은 피질 주름의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려고 하는 방법론의
개발로 이어졌다.
초기 신경 과학자들은 피질 주름 구조 연구에 있어 사후 뇌 (postmortem
brain)에 대한 질적 평가 방식을 이용하였다 (Spitzka, 1907; Todd, 1982). 이러한
질적 평가 방식은 정량화하여 비교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실제 연구
방법론으로 적용되기 어려웠다. 이후 1980년대 후반, Zilles (1988) 연구진은
사후 뇌에서 피질 주름의 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주름 지수 (twodimensional gyrification index, 이하 2D-gyrification index)를 제안하였다 (Zilles et
al, 1988). 2D-gyrification index는 사후 뇌의 관상면 (coronal section)을 슬라이싱
(slicing)하여, 각 슬라이스 당 고랑을 포함하는 내표면 (inner surface)과 고랑을
포함하지 않는 외표면 (outer surface)의 경계선 길이 (perimeter)의 비 (ratio)로
구해 졌다. 이 방법론은, 관상면의 슬라이싱 각도가 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깊숙한 고랑이 측정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피질
주름이 많을 수록 2D-gyrification index의 값이 커지는 직관적인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뇌영상 자료에 응용할 수 있는 최적의 접근 방식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가장 최근 개발된 방법론인 gyrification index 측정을 위한 뇌영상 분석
알고리듬에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Schaer et al, 2008).
뇌영상 자료를 이용한 피질 복잡성 분석으로서의 피질 주름 측정
방법론의 임상적 적용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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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방법론으로, 자동-gyrification index (automatic-gyrification index, 이하 Agyrification index), 프랙탈 차원 (fractal dimension), 고랑외형측정법 (sulcal
morphometry), 곡률 (curvature) 분석, 국지적 주름 인덱스 (local gyrification index)
등이 있다.
먼저 A-gyrification index는 Zilles (1998)가 제안한 관상면 슬라이싱을
뇌영상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기존 수동 작업 (manual intervention)에 비해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측정 영역이 전전두엽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이 연구 방법론을 다양한 연구 주제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Moorhead et al, 2006; Harris et al, 2007).
고랑외형측정법은 피질에서 주요 고랑을 확정 (identification)한 후,
고랑의 길이 (length), 깊이 (depth), 그리고 고랑 간 넓이 (width or span)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Kochunov et al, 2005, 2012). 이 방법론은 주요 고랑 (major
and secondary sulci)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양적 측정이 가능하지만,
삼차 고랑 (tertiary sulci)과 같이 개인 간 변이가 큰 고랑은 신뢰도 및 시간적
효율을 위해 측정에서 제외가 된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뇌 구조의 변화는
특정 고랑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분산되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이번 연구 목표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프랙탈 차원과 곡률 분석은 기본적으로 각 반구의 피질 표면의 격자
모델화 (mesh model)를 전제로 한다 (Thompson et al, 1996, 2005; Blanton et al,
2001; Luders et al, 2004, 2006). 프랙탈 차원은 공간 주파수의 대수 증가
(logarithmic increase)에 대한 피질 표면적의 대수 증가율로 구할 수 있다. 또한,
곡률 분석은 주름 벽면과 법선 벡터 (vector normal)가 이루는 각도를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피질 주름 복잡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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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프랙탈 차원과 곡률 분석의 경우 고랑외형측정법이나 gyrification index
측정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관적인 이해가 어렵고, 피질 용적이나 면적과
같이 기존 연구를 통해 연령에 따른 변화 양상이 비교적 잘 알려 진 측정치와
어떠한 생물학적인 관련이 있는 지 유추하기 어려워 결과의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Schaer et al, 2008).
가장 최근 개발된 방법론으로, 이번 연구에서 적용될 지표인 local
gyrification index는 Zilles (1988)의 2D-gyrification index 측정의 원리를
삼차원으로 재구성된 피질 표면에 적용하여 측정된다 (Schaer et al, 2008). Local
gyrification index는 피질 표면의 각 꼭지점을 중심으로 한 원형 관심 영역
(circular region-of-interest, 이하 cROI)을 상정한 후, 각 cROI에 포함되는 외표면
면적과 외표면에서 거리 상 가장 가까운 꼭지점으로 구성된 내표면 면적의
비로 계산된다 (FIGURE 1). 이것은 cROI 내에 묻혀 있는 고랑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낼 수 있다.
Local gyrification index는 피질의 모든 영역에서 피질 주름의 정도를
양화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개념적으로 매우 직관적이면서, local gyrification
index가 측정되는 해당 영역에서의 피질 용적이나 두께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여 피질 복잡성 패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신의 뇌 영상 공간에서 피질 표면이 재구성되기 때문에 구조적
변형 (deformation)을 최소화 한 상태에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면도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위에 소개한 여러 분석법들 중, local gyrification index를
주요 결과 변수 (outcome variable)로 선택하여, 뇌 영역에 따른 피질 주름
복잡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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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 of gyrification index and overview of local gyrification index computation implemen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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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A: The concept of gyrification index for three-dimensional surfaces, which was adopted in this study, was originated from the classical two-dimensional
gyrification index methodology (Zilles et al, 1988). Gyrification index was defined as the ratio between the areas of a cortical surface (Scortex) and the area of
its convex hull (Sconvex hull).
Panel B: Three-dimensional cortical mesh models are reconstructed from high-resolution T1-weighted images using the FreeSurfer toolbox. White matter, pial,
and outer surfaces are defined through the reconstruction algorithms at 150,000 vertices and then gyrification index is computed at each vertex. If certain
regions are selected at white matter surface, the corresponding pial and outer surfaces are identified using a matching algorithm and local gyrification indices
for each region-of-interest could be calc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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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발달 및 노화 단계에 따른 피질 주름 패턴의 변화에 대한
뇌영상 연구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인간 뇌의 피질 주름의 형성은 태아기부터 시작되어,
임신 제 3분기 (the 3rd trimester) 시기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시기를
지나 생후 1년 내에 피질 주름 구조는 성인 뇌와 매우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Chi et al, 1977; Welker, 1990; Armstrong et al, 1995).
생후, 유아기 및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뇌 피질의 용적 및 두께의 발달과
함께, 뇌 피질 주름의 패턴에도 역동적인 변화 (dynamic changes)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현재까지 이 시기의 피질 복잡성 및 피질 주름 발달 단계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2편 정도로 매우 소수만 발표되었다 (TABLE 1). 가장
최근 발표된 문헌으로, Raznahan (2011) 연구진은 3세부터 31세까지의 소아에서
초기 성인기까지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전체 뇌에서 측정한 gyrification index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꾸준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나, 각 영역 특이적인 (region-specific) 피질 주름
변화의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였다 (Raznahan et al, 2011).
기존의 피질 두께 및 용적의 연령에 따른 발달 양상을 분석한 뇌영상
연구들은, 고위 피질 기능 (higher cortical function)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및
측두엽 등의 부위는, 후두엽 등 생후 초기 활발한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되는
뇌 영역과 다르게, 피질 두께 및 용적의 증가가 초기 청소년기까지 이어지고,
수초화 (myelination) 및 시냅스 가지치기 (synaptic pruning) 등의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두께 및 용적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Lebel et al,
2010; Hagmann et al, 2010, TABLE 2).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질 주름 패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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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있어 뇌 영역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를 측정한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TABLE 1). 청소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과정의 뇌 피질 발달 및 노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뇌
백질의 변화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REVIEWED IN TABLE 2). 예를 들어,
현재까지 정확한 세포학적 기전이 규명되지 않았으나, 뇌 피질 두께나 용적이
청소년기 이후 감소하는 것은 단순히 퇴행적 변화로 인한 뇌 위축 (atrophy)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이 시기의 시냅스 재구조화 혹은 뇌 백질의 활발한
수초화에 따른 상대적인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알려 져 있다 (Sowell
et al, 2003; Shaw et al, 2008). 특히 이러한 변화는 고위 피질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외측 측두엽, 두정엽 등에서 두드러진다 (Jernigan et al, 1991;Raz et al,
1997; Good et al, 2001; Sowell et al, 2003; Walhovd et al, 2005; Fjell et al, 2009).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의 연령대를 포괄하는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피질
주름 패턴을 측정한 몇몇 기존 연구들에서도, 각 영역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였고, 전체 뇌에서 측정한 global gyrification index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지만, 이는 특정 영역에서의
피질 복잡성의 증가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reviewed in White et al,
2010, Blanton et al, 2001).
그러나 뇌 백질의 수초화가 마무리 되고, 뇌 회백질 및 백질의 위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0대 중반 이후의 뇌 용적과 피질 두께의 감소는 그
이전 발달 시기와는 다른 기전에 의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Morrison and Hof,
1997; Sowell et al, 2003). 이 시기는 본격적인 뇌의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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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 (Bartzokis et al, 2001, 2004). 기존 연구에 따르면,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뉴런의 위축 및 손실 등 신경퇴행적
(neurodegenerative)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들은, 회백질의 용적이
감소하거나 이랑의 두께가 감소하는 등의 현상학적 측면으로 반영될 수 있다
(Bartzokis et al, 2001; Sowell et al, 2003; Tamnes et al, 2010). 또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피질을 연결하는 백질 연결성은 감소하고 (Sullivan and Pfefferbaum, 2006),
피질 주름 양상은 백질 연결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Van Essen, 1997), 40대 중반 이후 신경퇴행적 변화가 본격화 되는 시기에,
gyrification index의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반영하는 결과로,
이전 노인기 이상의 연령대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피질 복잡성의 감소, 고랑 간격의 증가, 고랑 높이의 감소와
같은 구조적 변화가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Rettman et al, 2006; Im et al, 2008; Liu
et al, 2010; Li et al, 2011).
그러나, 이전의 연구들은 발달 및 노화에 이르는 여러 특정 발달 단계의
피질 주름 변화 양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TABLE 1), 연령 변화에 따른 대뇌 영역 특이적인 피질 주름의 변화 양상을
규명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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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neuroimaging studies for changes in gyrification pattern
during normal aging
Studies

Sample
size
(M/ F), n

Age
range

Outcome
measure

Main findings and
strengths and weakness compared to our
study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Raznahan
(2011)

Blanton
(2001)

328/
319

11/13

3-31

6-16

wholebrain GI at
once

fractal
dimension
of the 24
primary
major
sulcia

Main findings
-peak GI under 3-year-old and decreases
steadily thereafter
-greater value in M than F
Strengths
-longitudinal setting to reduce betweensubjects' variability
-greater sample size and total number of
scans > 1250
Weaknesses
-didn't detect specific regional patterns of
gyrification change
-first study to examine a cortical
complexity during childhood to
adolescence
Main findings
-↑bilateral inf. frontal and the LH sup.
frontal fractal dimension
-↑length of the LH inf. frontal sulcus and
posterior shifting of the LH precentral
sulcus
Strengths
-provided information combining
complexity and sulcal length
Weaknesses
-much smaller sample size
-ROIs were confined to sulcal regions

Adulthood

Magnotta
(1999)

81/ 67

18-82

wholebrain mean
curvature
of sulcus
and gyrus

-first study to examine a sulcal and gyral
shape pattern using quantitative measure
Main findings
-↓sulcal and ↑gyral curvatures, with
flattening of sulci and sharpening of gyri
Strengths
-broader age range that could capture
gyrification change in the late sen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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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unov
(2005)

Rettmann
(2006)

Kochunov
(2008)

47/ 43

16/ 19

11/ 20

20-82

sulcal
depth and
width in 14
primary
and
secondary
cortical
sulci per
hemisphere

59-84

curvature
in
cingulate
sulci

57-82

same as
Kochunov
(2005),
however,
they only
provided
the average
value from
the all sulci

Weaknesses
-didn’t provide region-specific
gyrification change with aging
Main findings
-↓sulcal depth at a rate of 0.4 mm/
decade, and ↑sulcal width at a rate of
0.7 mm/decade
-regression slope difference between
genders in sup. temporal, collateral, and
cingulate sulci (M > F)
-regression slope difference between
regions (multimodal > unimodal area)
Strengths
-provided detailed information of
changes of each sulcus
Weaknesses
-didn't cover gyral regions
Main findings
-cross-sectional design:↓sulcal depth and
HP curvature in bilateral cingulate sulci,
and ↑HN curvature in RH cingulate
sulcus
-longitudinal design:↓sulcal depth in PC
sulci and ↓HP curvature in cingulate,
opposite pattern in HN curvature at same
regions
Strengths
-combined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design to reduce betweensubjects variability
Weaknesses
-ROI was confined to only cingulate
cortex

Main findings
-↑sulcal span at a rate of 0.3 mm/ decade
Weaknesses
-didn't cover gyral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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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2008)

Liu
(2010)

Li
(2011)

36/ 49

149/
170

109/
186

60-85

70-90

18-94

mean
curvature
in the
frontal,
temporal,
parietal,
and
occipital
lobes

Main findings
-↓mean curvature (greater sulcal
widening) in frontal and occipital regions
while controlling thickness and gyral
white matter volume
Strengths
-provided detailed information of brain
aging using various methods including
mean curvature, sulcal depth, cortical
thickness, and gyral white matter volume
Weakness
-didn't capture gyrification change with
aging in the sub-lobar level

g-SI and
sulcal span
in the 6
major
sulcib

Main findings
-↓bilateral g-SI and ↑sulcal span, with
the largest in the superior frontal sulcus
Strengths
-greater sample size
Weaknesses
-didn't cover gyral regions

surface
area, sulcal
length, and
fractal
dimension
of the
central
sulcus

Main findings
-↓surface area for all walls of the CS
-↓sulcal length for posterior walls of the
CS
-↓fractal dimension for posterior walls of
right CS
Strengths
-broader age range that could capture
gyrification change in the late senescence
Weaknesses
-only confined to central sulcal
morphology

Abbreviations: CS, central sulcus; F, female; GI, gyrification index; g-SI, global sulcal index; HP, high
positive; HN, high negative; inf., inferior; LH, left hemisphere; M, male; NA, not applicable or not available;
RH, right hemisphere; PC, parieto-occipital; ROI, region-of-interest; sup., superior.
a
Primary and secondary sulci are as follows; frontal (superior, inferior, and precentral sulcus), parietal
(postcentral sulcus and intraparietal fissure), temporal (superior sulcus), limbic (cingulate sulcus), occipital
sulcus (lateral, transverse, and lunate sulci), and inter-lobar (central sulcus, parietaloccipital fissure, and
collateral sulci).
b
Major sulci are as follows; sylvian fissure, cingulate sulcus, intraparietal sulcus, central sulcus, superior
frontal sulcus, superior temporal sul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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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neuroimaging studies for changes in brain volume and
thickness during normal aging
Studies

Study
design

Sample
size
(M/ F), n

Age
range

Main findings

Volumetric studies
Resnick
(2000)

L

68/ 48

59-85

-No detectable change in total or regional
brain volumes

Bartzokis
(2001)

C

70/ 0

19-76

-↓bilateral frontal, temporal lobes
-↓bilateral temporal lobes, 0.68% per
year, however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bilateral dorsal frontal cortices, OFC,
parietal cortices
Nonlinear change:
-Pos. quadratic bilateral superior frontal
sulcus
-Neg. quadratic bilateral superior
temporal sulcus

Scahill
(2003)

L

18/ 21

31-84

Sowell
(2003)

C

90/ 86

7-87

Raz
(2004)

C

81/ 119

18-80

-↓bilateral LPFC, OFC, ACG, PrCG,
PoCG, PHG, ITC, FC, IPL, VC

Rettmann
(2006)

L

16/ 19

59-84

-↓central, superior frontal, cingulate
sulcus
-↓parietooccipital sulcus of surface area

Dickerson
(2009)

C

26/ 50

18-31,
66-90

-↓ERC, PPHC in both volume and area

64-86

-↓bilateral frontal, parietal, temporal,
occipital lobes, 0.91cm3, 0.69 cm3,
0.44cm3, 0.36cm3 per year each
Gender difference in change
-↓bilateral frontal lobes, MFC, SPC,
SMG, PHG (males > females)

8-30

-↓bilateral frontal, temporal lobes
-↓bilateral frontal, temporal, occipital
lobes (surface area)
Nonlinear change:
-Pos. quadratic bilateral parietal,
occipital lobes

Driscoll
(2009)

Ostby
(2009)

L

C

73/ 47

84/ 87

15

-Pos. quadratic bilateral parietal lobes
(surface area)
Nyberg
(2010)

L

23/ 37

49-79

Raz (2010)

L

40

over 49

-↓bilateral frontal, temporal lobes
-↓bilateral OFC, ERC, insula

Thickness studies
Salat
(2004)

C

36/ 70

18-93

-↓inferior LPFC, PrCG, central sulcus,
PoCG, occipital lobe, calcarine sulcus
-↑bilateral medial OFC, medial SCC,
ACG

Rettmann
(2006)

L

16/ 19

59-84

-↓central, cingulate sulcus
-↓bilateral posterior orbitofrontal and
frontal operculum, PC, the medial
temporal cortex, subgenual cingulate
areas, medial occipito-temporal cortex
-↓bilateral ACG
Nonlinear change:
-Neg. quadratic bilateral insula
-Pos. cubic bilateral lateral frontal,
lateral temporal, parietal and occipital
cortices

Shaw
(2008)

L

196/ 179

3-33

Dickerson
(2009)

C

26/ 50

18-31,
66-90

Ostby
(2009)

Tamnes
(2010)

C

C

84/ 87

81/ 87

-↓ERC, however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8-30

-↓bilateral temporal lobes
Nonlinear change:
-Pos. quadratic bilateral frontal, parietal,
occipital lobes

8-30

-↓bilateral superior medial frontal lobes,
ventral LPFC, parietal lobes, posterior
cingulate, isthmus cingulate, lateral
occipital cortices
Nonlinear change:
-Pos. quadratic bilateral posterior parietal
lo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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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mbisett
y (2010)

L

38/ 28

60-84

-↓most regions of LH, fewer regions of
RH
-↑ left FC, lingual gyrus
Gender difference in change
-↓left MFC, IPL, PHG, PoCG, STC,
right precuneus, bilateral SPC, cingulate
region (males > females)

Westlye
(2010a)

C

194/ 235

8-85

-↓bilateral superior frontal gyri, lateral
OFC, IPL, SMG, MFC, superior and
middle temporal gyri, FC, EFC, cuneus,
lateral occipital gyri
-↑bilateral insula and caudal ACG

McGinnis
(2011)

C

119/ 197

18-96

-↓primary sensory/motor, unimodal
association, heteromodal, and paralimbic
cortices

Abbreviations: ACG, anterior cingulate gyrus; ERC, entorhinal cortex; F, female; FC, fusiform cortex; IPL,
inferior parietal lobule; ITC, inferior temporal cortex; LH, left hemisphere; LPFC, lateral prefrontal cortex; M,
male; MFC, middle frontal cortex; Neg., negative; OFC, orbitofrontal cortex; PC, piriform cortex; PHG,
parahippocampal gyrus; PoCG, postcentral gyrus; Pos., positive; PPHC, posterior parahippocampal cortex;
PrCG, precentral gyrus; RH, right hemisphere; SCC, subcallosal cortex; SD, standard deviation; SMG,
supramarginal gyrus; SPC, superior parietal cortex; STC, superior temporal cortex; VC, visual co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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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의 필요성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 구조의 변화 양상을 규명한 이전의 연구는 굉장히
소수이고, 대부분의 연구가 성인기 이후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피질 주름을 정량화 하는데 있어 피질 전체를 결과 변수로 삼거나, 관심
영역이 고랑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랑을 포함한 대뇌 영역 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서 노인기에 이르는 비교적 광범위한 연령대를 포함하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고, 최근 개발되어 그 신뢰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지표인 local
gyrification index를 적용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특정 뇌 영역 별 피질 주름
패턴의 변화 양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 방식은 앞서 설명한 다른 분석 방법론처럼 측정 범위가
대뇌의 특정 고랑이나 소수의 관심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피질 영역에
걸쳐 측정될 수 있어,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 패턴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발달과 성숙, 그리고 노화에 따른 뇌
구조적 변화는 특정 고랑이나 영역에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뇌 내
여러 영역에 분산되어 나타난다는 점 (Sowell et al, 2003; Raz et al, 2004; Shaw et
al, 2008; Ostby et al, 2009; Tamnes et al, 2010), 또한 현재까지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는 영역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고, 변화
양상에 있어 영역 간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은 local gyrification
index가 연령에 따른 대뇌 피질 주름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데 있어 가장
적절한 방법론인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local gyrification index를 이용한 이번 연구를 통하여, 고위 피질

18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들과 비교적 일찍 성숙 과정을 거치면서 일차 감각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들 간에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의 변화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지 포괄적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법론의 적용은, 피질 주름 구조와 연령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뇌 전체
혹은 주요 고랑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공간적인 민감도 (spatial sensitivity)가
낮았다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이전의 연구는 주로 50대
후반 이상의 노년기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뇌의 퇴행적 변화의
반영으로서의 피질 주름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겠다 (TABLE 1).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연령에 따른 피질 두께 및
용적의 변화 양상이 뇌 영역의 성숙 과정과 퇴행적 변화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전체 피험자를 45세를 기준으로 나누고,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의 변화 양상이 45세 이전과 이후의 연령대 피험자군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지 비교해 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피질 주름의 변화에 대한
연령의 영향이 연령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지 확인하는 최초의 분석으로서,
연령과 피질 주름 복잡성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1.5. 연구의 목적 및 가설
이번 연구는 일차적인 목적은, 청소년기에서 이른 노년기에 이르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주요 뇌 영역에서의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 구조 변화의 양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첫 번째 가설로, 상측 전두엽, 하측

19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변연계, 후두엽의 영역을 관심 뇌 영역 (region-ofinterest, 이하 ROI)으로 정하고, 이 관심 뇌 영역에서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에 연령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각 뇌 영역의 local gyrification index가 감소할 것을
가정하였다 (assumption of the significant regression slopes between aging and local
gyrification index of each brain ROI).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의 변화의 양상이 각 뇌
영역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두 번째 가설로,
비교적 일찍 성숙 단계를 거치는 후두엽에 비하여 (Sowell et al, 2003; Gogtay et
al, 2004; Shaw et al, 2008), 고위 피질 기능을 담당하는 상측 전두엽, 하측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에서 연령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의 변화의
정도가 더 클 것임을 가정하였다 (assumption of steeper regression slopes for aging
effects on local gyrification index in the superior frontal, inferior frontal, parietal, and
temporal ROIs than in the occipital ROI).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은, 뇌 백질의 발달 및 수초화 과정이 지속된다고
알려 진 40대 중반 이전과, 뇌의 퇴행적 과정이 시작된다고 알려 진 40대
중반 이후에서,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세 번째 가설로, 45세를 기준으로
피험자군을 나누고, 45세 미만의 피험자군에서의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의
변화 양상과 45세 이상의 피험자군에서의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의 변화
양상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assumption of differential regression slopes for
aging effects on local gyrification index between subgroups which were stratified
according to subjects' age of 4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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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모든 가설을 검증함에 있어, 피질 주름 정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두개강 용적 (intracranial volume, 이하 ICV)의 스케일링 효과 (scaling effect) 및
성별을 모두 통제 (adjust)한 이후 결과를 해석하였다.
이번 연구는 a priori 가설 뇌 영역으로서 6개의 ROI (상측 전두엽, 하측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변연계, 후두엽)를 미리 정하고, 이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지만, 이후 추가 탐구 분석으로, 전체 뇌 표면 꼭지점 분석 (whole
brain vertex-wise)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뇌 표면 격자 모델을 구성하는 각각의
꼭지점에서 연령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의 변화의 양상을 조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상기 기술한 발달 및 노화에 따른 피질 주름 패턴의
변화 양상뿐 아니라, 추가 탐구 분석으로서, 남녀의 차이에 따라 혹은 반구
(hemisphere)에 따라 뇌 피질 주름의 양상이 다른지 또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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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1. 연구 피험자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청소년기부터 중년기 성인기를
포괄하는 비교적 넓은 연령대의 피험자군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험자의
모집은 인터넷 광고 및 지역 신문 광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를
결정하기 전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 동의서 (informed consent)를 제출한 피험자에 한해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연구 참여 적합성 스크리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프로토콜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 연구 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의 승인을 받았다.
피험자 선정 기준 (inclusion criteria)은 15 - 70세 사이의 신체 건강한
남녀이다.
배제 기준 (exclusion criteria)은 다음과 같다. 구조화된 임상 면담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First et al, 1996)을 이용한 구조화된 면담
실시 결과, 제 1축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성격장애설문 수정판 (Personality
Diagnostic Questionnaire-Revised)(Hyler et al, 1992) 실시 결과, 반 사회성 혹은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는 경우, 또한 내외과적 병력, 신체 검사, 실험실적
검사에서 임상적으로 주의 깊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조절되지 않는 심각한
내외과적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 연구의 안전성을 위해, 체내 금속을 삽입했거나, 폐소
공포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임신 중 혹은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 등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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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실시에 부적합한 피험자는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 기준을 만족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한 정상인에 대해 나이,
성별, 최종 학력 등의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전체
피험자는 총 130명 (남성: 69명, 여성: 61명)으로, 평균 나이는 35.6 세 (standard
deviation, SD, 13.8; range, 15.7 to 67.0 years; interquartile range, 23.7 to 47.8 years),
평균 교육 수준은 13.0 년 (SD, 2.4) 이었다 (TABLE 3).

TABLE 3. Demographic and whole brain measures of the study subjects
Number (%) or mean (SD)

Interquartile range

Demographic measures
Number of subjects
Male: Female, (%)

69 (53): 61 (47)

-

Age at scan, mean, (SD), y

35.6 (13.8)

23.7 - 47.8

Education, mean, (SD), y

13.0 (2.4)

6 - 18

Height, mean (SD), cm

166.8 (9.4)

160 - 174

BMI, mean (SD)

23.0 (3.1)

20.7 - 25.1

114 (88): 4 (3): 12 (9)

-

Intracranial volume, (cm3)

1467.3 (138.5)

1371.2 - 1546.9

Total gray matter, (cm3) *

512.8 (27.5)

497.1 - 528.3

Total white matter, (cm3) *

488.0 (31.2)

469.5 - 503.5

Cerebrospinal fluid, (cm3) *

11.7 (5.5)

8.8 - 13.1

Right hemisphere

2.78 (0.10)

2.72 - 2.84

Left hemisphere

2.80 (0.10)

2.73 - 2.86

Handedness
Right: Left: Mixed, (%)
Whole-brain measures

Gyrification index *

Abbreviations: SD, 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
Adjusted values for sex composition and intracranial volume are presente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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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뇌영상 획득
뇌 구조 영상의 촬영은 1.5 Tesla MRI scanner (General Electric Signa HDx,
Milwaukee, WI, USA)를 이용하였다. 뇌 구조 분석을 위한 T1-강조 영상 (T1weighted image)과 뇌 병변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T2-강조 영상 (T2-weighted
image) 및 액체감약반전회복 (fluid-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이하 FLAIR)
영상이 획득되었다.
T1-강조 영상은 3-dimensional spoiled gradient echo (3D-SPGR)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시상면 (sagittal plane) 방향으로 1.2-mm 두께의 160장의 DICOM (The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형식으로 획득 되었다. T1-강조
영상 파라미터 (parameter)는 다음과 같다; echo time [TE] = 5 ms; repetition time
[TR] = 24 ms; flip angle = 45°; field of view [FOV] = 24 cm; Number of Excitation
[NEX] = 2.
T2-강조 영상 및 FLAIR 영상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T2-강조 영상은,
TE = 126 ms; TR = 2,817 ms; FOV = 22 cm, NEX = 1, FLAIR 영상은,
TE = 80 ms; TR = 8,800 ms; inversion time = 2,200 ms; FOV = 22 cm, NEX = 1 이며
모두 횡단면 (axial plane) 방향으로 5-mm 두께의 31장의 DICOM 포맷으로
획득 되었다. 획득된 영상의 구조적 병변 소견은 이번 연구와 독립적인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판독 되었다.

2.3. 뇌영상 자료 분석
2.3.1. 피질 표면의 재구성
뇌 영상 자료의 피질 표면 재구성 (surface reconstruction)은 모두 FreeSur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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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http://surfer.nmr.mgh.harvard.edu/, Martinos Center for Biomedical
Imaging,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4.5.0 버전을 이용하였다. 프로세싱
과정은 크게 T1-구조 영상을 회백질과 백질로 나누는 분획 (segmentation)과
피질 표면을 격자 모델로 구성하는 표면 재구성 과정을 포함한다 (Dale et al,
1999; Fischl et al, 1999a, 2002).
먼저, 분획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T1-구조 영상의 자기장 불균등성
(inhomogeneity)으로 인한 신호 강도의 변이 (variation)가 보정된다. 이후
두개골 (skull)과 같은 뇌 조직 바깥의 영역이 제거되는 과정 (Segonne et al,
2004)을 거친 이미지의 신호 강도 변이가 추가적으로 보정된다. 보정된
이미지의 신호 강도를 기준으로, 뇌를 구성하는 복셀 (voxels)은 백질과
회백질로 나눠 지게 되고, 이후 대뇌는 소뇌 및 뇌간으로부터도 분리가 된다.
피질 표면 재구성은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분획 과정에서 분리된 좌우
대뇌는 각각 격자 모자이크화 (tessellation) 과정을 거친 뒤 약 15 만개의
꼭지점으로 구성된 격자가 백질과 회백질의 연접부인 백질 표면 (white matter
surface)과 회백질과 뇌척수액 (cerebrospinal fluid, 이하 CSF)의 연접부인 연막
표면 (pial surface)을 구성 하는 형태를 갖게 된다 (Fischl et al, 1999a). 이
과정에서 생긴 위상 결함은 자동으로 교정되며 (Fischl et al, 2001; Segonne et al,
2007), 편평화 (inflation) 과정을 통해 피질 표면을 구성하는 고랑과 이랑이
2차원 공간에 펼쳐 지게 된다. 이 과정은 묻힌 고랑 (buried sulci)의 분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랑에 대한 보다 정확한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편평화된
표면의 좌표는 표준 구 좌표계 (spherical coordinate)로 변환
(transformation)되었다. 구 좌표계는 피질 표면 분석을 위한 표준 좌표계로서,
개별 이미지의 좌표를 구 좌표로 변환하는 작업은 그룹 내 혹은 그룹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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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Fischl et al, 1999a, 1999b).

2.3.2.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을 위한 표면 재구성
피질 주름 측정은 FreeSurfer에서 제공하는 local gyrification index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Schaer et al, 2008). 재구성된 피질 표면과 이후의 local gyrification
index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구해 질 수 있다 (FIGURE 2).
먼저, 피질 표면 재구성 과정을 통해 생성된 연막 표면의 꼭지점이 이진
부피 (binary volume) 로 변환되고, 지름이 15-mm인 구를 이용하여 뚫려 있던
고랑이 채워 지게 된다. 15-mm는 고랑 간격보다 큰 크기로서 한번에 하나
이상의 고랑을 채울 수 있게 한다. 이로서 연막 표면을 빽빽이 싸면서 각 면
(face)이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격자 형태의 외표면이 생성된다. 외표면은
연막 표면을 볼록 껍질 (convex hull)로 감싸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볼록 껍질에 비해 실제 고랑과 이랑의 구조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 외표면에서 각 꼭지점을 중심으로 한 cROI (외표면 위에서의
ROIo)가 생성 된다. 이후, 매칭 알고리즘 (matching algorithm)을 이용해 ROIo를
구성하는 꼭지점에서 거리상 가장 가까운 연막 피질의 꼭지점을 선정하고, 이
꼭지점들을 최단 경로로 연결하여 생성된 폐경로 (closed path)로 내표면
(=연막 표면)을 구성하게 된다. 이로써 ROIo에 대응하는 각각의 ROIP들이
내표면위에 만들어 진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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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hematic flows of surface reconstruction for calculating individual local
gyrification index

Abbreviations: ROI, region-of-interest.
Panel A: Using the standard FreeSurfer pre-processing pipeline, normalization of intensity variation due to
magnetic field inhomogeneities, removal of non-brain tissue, segmentation of the white matter, triangular
tessellation of the gray/white matter boundary, automated topology correction, and cortical reconstruction
following intensity gradients to optimally place the gray/white and gray/cerebrospinal fluid borders were
conducted.
Panel B: Outer surface which tightly wrapping the pial surface was created using a morphological closing
operation algorithm.
Panel C: Local gyrification index was derived from the area ratio of a 25-mm radius sized circular ROI of
outer surface to corresponding circular ROI of pial surface. After iteration of generating ROI across the
cortical surface, local gyrification index was calculated at each ve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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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는 면 j 에서의 외표면의 면적을 의미한다. 이것은 ROIO 위에

올려 진 vi 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구 S (vi, r)가 외표면 S0와 만나는
영역 (intersection)에 포함되는 모든 면 j 의 넓이를 전부 합친 것으로
계산된다.
는 면 j 에서의 내표면의 면적을 의미한다. 이것은 ROIO 로부터
유도된 ROIP 위에 위치하는, 반지름이 r인 구 S' (vi, r) 에 포함되는 모든 면 j
의 넓이를 전부 합친 것으로 계산된다.
통계적 비교를 위해서는 ROIO 에서 획득한 값을 ROIP, 즉, 내표면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랑의 공간적 빈도와 깊이를 정량화하여
반영하는 local gyrification index의 특성상 고랑의 패턴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ROIO에서 획득된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를
개인 고유의 좌표계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표면의
각각의 꼭지점, vj는 해당 꼭지점이 local gyrification index에 기여한 만큼
가중치를 받게 되는데, 그 가중치는 local gyrification index가 측정된 외표면의
꼭지점, vi가 포함되는 수직축 (normal axis) X와 vj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게
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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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회백질과 백질, 그리고 CSF 경계 분획의
정확성은 FreeSurfer 개발 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피험자 특성과
연구 가설을 모르는 숙련된 연구자에 의해 전수 확인되었다. 프로세싱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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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점검되었다. 먼저, 프로세싱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T1-강조 영상의 질 (quality of image sets)을 평가하였다. 평가 기준은 IOWA
연구팀 (IOWA Mental Health Clinical Research Center)에서 제안한 방식을
이용하였다. (http://www.psychiatry.uiowa.edu/mhcrc/IPLpages/qa_main.htm).
구체적으로, T1-강조 영상에 대해 0점 (극도로 심한 움직임과 질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영상)부터 4점 (움직임이 없으며, 질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영상)까지 등급이 부여되었다. 2점 (약간의 움직임과, 질적으로 중간 수준의
영상) 까지는 프로세싱에 이용되었으며, 1점 이하는 뇌영상 처리에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 분석에 포함된 T1-강조 영상의 평균 등급은 3.58 이었으며, 1점
이하 등급을 받은 영상은 없었기에 모든 피험자의 영상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FIGURE 3A). FreeSurfer를 이용한 자동 프로세싱이 모두 끝난 이후에는 T1강조 영상 위에서 회백질과 백질, 그리고 CSF 가 뇌 구조적으로 정확히
분획되었는지 관상면을 기준하여 모든 슬라이드를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FIGURE 3B). 다음, 삼차원으로 재구성된 회백질 표면에 프로세싱 상 에러가
있는지 혹은 뇌 내 병변 (lesion)으로 유발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지를
주로 확인하였다 (FIGURE 3C). 마지막으로 local gyrification index는 약 1-5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난 극단 값 (outlier)이 존재하는 지
평가하기 위해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를 연막 표면 위에 올려 (overlay)
눈으로 전수 확인 (total inspection)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FIGURE 3D). 확인
결과, 통계 분석 및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만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엄격한 스크리닝을 통해 선발된 정상 피험자를 연구 대상자로 포함했을 뿐
아니라, 스캔 시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와 눈동자 움직임을
제한하려는 지침을 피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따른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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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통계 분석에는 자동 프로세싱 과정만 거친 데이터만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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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spection steps of the quality and validity of the pre-processed images

Panel A: The relative level of motion artifact and quality of T1-weighted images based on the rating scale
provided by IOWA Mental Health Clinical Research Center was rated.
Panel B: Every slice of the image was checked to guarantee the accuracy of the segmented gray/white
matter boundary.
Panel C: Inflated surfaces of each hemisphere was also checked to see any geometric inaccuracies (e.g.,
hole or bumps) possibly caused by brain lesion or error during automatic procedures.
Panel D: Lastly, ranges of local gyrification index value were checked.

31

2.3. 3. 관심 영역의 생성 및 관심 영역에서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
관심 영역 내에서의 연령과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의 상관을 규명하기
위해 각 반구를 전두엽 (하측/상측),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그리고 변연계로
나누었다. 이는 FreeSurfer 에서 제공하는 Desikan-Killiany 피질 분할 지도
(parcellation map)(Desikan et al, 2006)를 표본으로 구성 하였다 (FIGURE 4).
이번에 사용한 Desikan-Killiany 피질 분할 지도는 40 명의 정상인의 피질
표면에서 각 반구당 34 개의 관심 영역을 수동으로 분획한 뒤, 이를 아틀라스
(atlas)로 만든 것으로써 피질 구조 분석에 있어 최근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분할 지도 중 하나이다. Desikan-Killiany 분할 피질 지도의 유효성 (validity)
검사는 수동 작업을 통해 직접 그린 관심 영역과 Desikan-Killiany 분할 지도를
이용해 자동으로 분획된 관심 영역 용적의 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고, 연구에서 보고된 ICC 의 평균은 0.835 으로 DesikanKilliany 분할 지도를 이용한 자동 분획의 정확도가 검증되었다 (Desikan et al,
2006).
이번 연구에 포함된 모든 피험자의 재구성된 피질 표면을 평균하여 만든
템플릿 상에서 Desikan-Killiany 분할 피질 분할 지도를 이용하여 6개의 관심
영역을 확정 한 뒤, 이를 label 형태로 만들었다. 각 관심 영역 label에 포함된
Desikan-Killiany 피질 분할 지도의 세부 영역은 다음과 같다. 상측 전두엽은
부리쪽중전두 (rostral middle frontal), 상전두 (superior frontal), 중심전피질
(precentral), 꼬리쪽중간전두 (caudal middle frontal), 하측 전두엽은 외측안와전두
(lateral orbitofrontal), 내측안와전두 (medial orbitofrontal), 판개부 (pars opercularis),
안와부 (pars orbitalis), 삼각부 (pars triangularis), 전두극 (frontal pole), 측두엽은,
상측두엽 (superior temporal), 방추상 (fusiform), 가로측두 (transverse temp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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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측두엽 (middle temporal), 하측두엽 (inferior temporal), 측두극 (temporal pole),
두정엽은, 쐐기전소엽 (precuneus), 하정두엽 (inferior parietal), 중심후피질
(postcentral), 변연상 (supramarginal), 상정두엽 (superior parietal), 중심옆소엽
(paracentral lobule), 후두엽은 외측후두엽 (lateral occipital), 쐐기소엽 (cuneus),
혀이랑 (lingual), 새발톱주변 (pericalcarine), 변연계는 부리쪽전대상회 (rostral
anterior cingulate), 꼬리쪽 전대상회 (caudal anterior cingulate), 후대상회 (posterior
cingulate), 대상회협 (isthmus cingulate), 내비피질 (entorhinal), 해마방회
(parahippocampal)를 포함했다.
평균 템플릿 공간에서의 각 관심 영역의 label은 표준 구 좌표계를
매개로 개별 피험자 피질 공간에 맞춰 졌다. 이후 개별 피험자 연막 피질
표면 상에서, 각 관심 영역 label에 포함되는 모든 꼭지점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의 평균 값으로 각 관심 영역 label의 local gyrification index를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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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ocation of six regions-of-interest selected in this study

The superior frontal, inferior frontal, parietal, temporal, limbic, and occipital regions-of-interest (ROIs) were
defined based on the Desikan-Killiany atlas map. The superior frontal ROI included superior frontal, caudal
middle frontal, rostral middle frontal, and precentral cortices. The inferior frontal - pars opercularis, pars
triangularis, pars orbitalis, lateral orbitofrontal, and medial orbitofrontal cortices were defined as the inferior
frontal ROI. Regions corresponding to the superior parietal, inferior parietal, supramarginal, postcentral
cortices, paracentral lobule, and precuneus were defined as the parietal ROI. The temporal ROI included the
superior temporal, middle temporal, inferior temporal, transverse temporal, fusiform cortices, and the
temporal pole. Rostral anterior cingulate, caudal anterior cingulate, posterior cingulate, isthmus,
parahippocampal, and entorhinal cortices were defined as the temporal ROI. The occipital ROI included the
lateral occipital, pericalcarine, lingual cortices and cun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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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통계 분석
2.4.1. 주 가설에 대한 분석
첫 번째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각 뇌 관심 영역의 평균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를 종속 변인으로 간주하고, 피험자의 연령을 독립 변인으로 포함하는
다중선형회귀분석모형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model)(Pedhazur, 1997)을
구성하였다. 이 모델에는 성별과 ICV는 교란 인자로 포함되어, 이를 배제한
관심 영역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에 대한 연령의 영향을 계산하였다.
첫 번째 가설에 대해 각 반구 별 관심 영역에 대해 같은 분석을 반복하고,
반구 별로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는지 추가로 확인하였다.
두 번째 가설의 검증을 위해, 후두엽에서 피험자의 연령의 영향이
미치는 평균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 변화의 회귀 기울기 (regression
slope)와 후두엽을 제외한 각 관심 영역에서 피험자의 연령의 영향이 미치는
평균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 변화의 회귀 기울기가 차이를 보이는 지
혼합모형회귀분석 (mixed-model regression analysis)(West, 2007)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혼합모형회귀분석은 패널 혹은 종적 추적 데이터 (panel or
longitudinal data)와 같이 측정된 값들이 한 명의 피험자에서 반복 측정되어,
측정치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효과를 모델에서 통제할 수
있다 (West, 2007). 이 분석법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최근 뇌영상 연구 분야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Toosy et
al, 2003; West, 2007; Plessen et al, 2006; Kirov et al, 2007; Shaw et al, 2008; van Erp et al,
2012).

구체적으로, 피험자 내 요인 (within-subject factor)인 뇌 영역 (후두엽 vs.
관심 영역), 피험자의 연령, 영역과 연령의 교차 영향을 독립 변수로, 성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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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V를 교란 변수로, 그리고 평균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를 종속
변인으로 한 모델을 구성하였다. 영역과 연령의 교차 영향 (p for interaction
between regions and aging)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 영역간 회귀 기울기의
차이가 있다고 간주하였다. 두 번째 가설에 대해 각 반구 별 관심 영역에
대해 같은 분석을 반복하고, 반구 별로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는지 추가로
확인하였다.
세 번째 가설의 검증을 위해, 피험자군을 45세를 기준으로 45세 미만의
정상인 군 (n = 89)과 45세 이상의 정상인 군 (n = 41)으로 나누었다. 본
분석에서는 미리 정한 매듭 (knot)을 기준으로, 매듭 전후의 회귀 기울기의
차이를 계산하는 조각별회귀분석 (piecewise regression analysis)(Marsh and Cormier,
2001)을 적용하였으며, 45세를 미리 정한 매듭으로 간주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45세 전후의 정상인군에서 각각, 각 영역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에 대한 연령의 역할을 계산하고, 45세 이전 군에서의 회귀 기울기가
45세 이후 군에서의 회귀 기울기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성별과
ICV는 교란 인자로 포함되었다. 세 번째 가설에 대해 각 반구 별 관심 영역에
대해 같은 분석을 반복하고, 반구 별로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는지 추가로
확인하였다.
각 주 가설에 대해, 다중 비교 (multiple comparisons)에 대한 교정으로
본페로니 교정 (Bonferroni correction) 방식을 적용하여, 통계적 유의 수준을
0.008 [= 0.05/6 (관심 영역의 수)] 미만으로 정하였다.
통계 분석은 STATA 11.0 (StataCorp, College Station, Texas)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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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탐구 가설에 대한 분석
이번 연구에서는 2가지 추가 탐구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는 전체 뇌 표면 꼭지점 기반 분석 접근 방식으로, 각
꼭지점에서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에 대한 연령의 영향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탐구 분석은, 관심 영역 기반 분석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대뇌
특정한 영역에서의 연령과 local gyrification index의 상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Srivastava et al, 2012). 이를 위하여, 전체 피험자
총 130명의 피질을 이용해 평균 피질 템플릿을 생성한 뒤, 개별 피험자의
피질 표면을 평균 피질 템플릿에 정합 (surface-based registration)하는 재표본화
(resampling) 프로세싱이 진행되었다. 이후, 재표본화된 local gyrification index
map에 대해 10-mm의 가우시안 커널 (Gaussian kernel) 크기의 평활화
(smoothing)가 적용되었다. 평활화 과정은 신호 대 잡음 비 (signal intensity-tonoise ratio)를 높여 그룹 내 혹은 그룹 간 구조적인 차이 측정에 있어 민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후, FreeSurfer에서 제공하는 일반선형모형 (general linear
model)을 적용하여, 각 피질 표면 꼭지점의 local gyrification index의 측정치를
종속 변인으로, 피험자의 연령을 독립 변인으로 간주하여, 꼭지점의 local
gyrification index에 대한 연령의 영향을 계산하였다. 이 모델에 있어, 성별과
ICV가 교란 인자로 포함되었다. 본 탐구 분석에 있어 꼭지점 간의 다중 비교
교정은 FreeSurfer에서 제공하는 Z Monte-Carlo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였다
(Hayasaka and Nichols, 2003; Hagler et al, 2006). 꼭지점 분석의 초기 역치
(threshold)는 p < 0.05 (양측)로 설정하고, 각 분석 당 총 5,000회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클러스터 확률 (cluster-wise probability)을 계산하였다.
클러스터 확률은 영 가설 (null hypothesis)하에서 실제 통계 분석을 통해
37

결과로 도출된 영역의 클러스터 크기가 우연에 의해 이와 같거나 혹은 크게
나오는 확률을 가리키며 이것이 0.05미만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클러스터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두 번째 탐구 분석으로, 각 관심 영역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가
반구에 따라,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평균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를 종속 변인으로
간주하고, 반구를 독립 변인으로 포함하는 혼합모형회귀분석 (West, 2007)을
시행하였다. 이 모델에는 연령, 성별과 ICV가 교란 인자로 포함되었다. 성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뇌 관심 영역의 평균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를 종속 변인으로 간주하고, 피험자의 성별을 독립 변인으로 포함하는
다중선형회귀분석 (Pedhazur, 1997)을 시행하였다. 이 모델에는 연령과 ICV가
교란 인자로 포함되었다. 이 탐구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 수준을 p < 0.05
(양측) 미만으로 정하였으며, 통계 분석은 STATA 11.0 (StataCorp, College Station,
Texas)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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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3.1. 주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
3.1.1. 관심 영역 내에서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에 대한 연령의 영향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다중회귀분석 시행 결과, 변연계를 제외한
모든 뇌 관심 영역에서 강력한 연령의 영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성별과
ICV의 영향을 배제한 이후, 각 관심 영역 내에서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상측
전두엽, ß = -0.67, p < 0.001; 하측 전두엽, ß = -0.46, p < 0.001; 두정엽, ß = -0.58, p
< 0.001; 측두엽, ß = -0.44, p < 0.001; 후두엽, ß = -0.31, p < 0.001)(TABLE 4-1).
변연계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다중 비교 교정 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보기
어려웠다 (ß = -0.18, p = 0.020)(TABLE 4-1). 연령이 local gyrification index에
미치는 효과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이용한 ß 계수는 표준화된 효과 크기로,
모델 내에서 다른 독립 변수에 비한 상대적인 기여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하나의 관심 영역 내에서 성별과 ICV 수준이 고정되어 (constant)
있다는 가정하에서 연령이 local gyrification index의 변화에 미치는 표준화된
효과를 나타내며, ß 계수 이외의 회귀 계수, 신뢰 구간, 모델의 R2 값은 TABLE
4-1 에 추가하였다. 각 관심 영역에서의 연령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의
회귀 기울기는 FIGURE 5에 나타내었다.
또한, 반구에 따라 관심 영역 내의 local gyrification index와 연령과의
회귀 기울기의 양상이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구 별 관심 영역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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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yrification index에 대한 연령의 영향을 계산하였다. 변연계 관심 영역을
제외한, 양 반구의 상측 전두엽, 하측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관심
영역 모두에서, 연령에 따라 local gyrification index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TABLE 4-2). 좌반구, 우반구 변연계 관심 영역에서는 local gyrification index에
대한 연령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TABLE 4-2).
각 관심 영역을 구성하는 Desikan-Killiany 피질 분할 지도의 각 세부
영역에서 도출된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에 대한 연령의 영향도 추가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로, TABLE 4-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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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ssociations between aging and local gyrification index of each region-of-interest
Unadjusted *
ROI

Adjusted †

Regression coefficient
(95% CI)

Beta

Model R2

regression coefficient
(95% CI)

Beta

Model R2

p value

Superior frontal

-0.0067 (-0.0078 to -0.0057)

-0.75

0.55

< 0.001

-0.0060 (-0.0072 to -0.0049)

-0.67

0.59

< 0.001

Inferior frontal

-0.0074 (-0.0091 to -0.0057)

-0.61

0.37

< 0.001

-0.0056 (-0.0073 to -0.0038)

-0.46

0.46

< 0.001

Parietal

-0.0066 (-0.0077 to -0.0054)

-0.70

0.49

< 0.001

-0.0054 (-0.0067 to -0.0042)

-0.58

0.57

< 0.001

Temporal

-0.0065 (-0.0079 to -0.0051)

-0.62

0.38

< 0.001

-0.0046 (-0.0060 to -0.0032)

-0.44

0.54

< 0.001

Limbic

-0.0031 (-0.0043 to -0.0020)

-0.48

0.18

< 0.001

-0.0013 (-0.0024 to -0.0002)

-0.18

0.39

0.020

Occipital

-0.0035 (-0.0047 to -0.0024)

-0.48

0.23

< 0.001

-0.0022 (-0.0035 to -0.0011)

-0.31

0.32

< 0.001

p value

Abbreviations: ROI, region-of-interest; CI, confidence interval.
Values of gyrification index of each ROI were calculated by averaging mean gyrification indices of ROIs for each hemisphere.
*
Unadjusted values were derived by using a simple linear regression model analysis for aging effects on gyrification index of each ROI.
†
Adjusted values were derived by using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analysis for aging effects on gyrification index of each ROI including sex
composition and intracranial volume as covar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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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catter plots and regression slopes between age and local gyrification index
of each brain ROI

Abbreviations: ROI, region-of-interest.
Adjusted local gyrification index values for sex composition and intracranial volume are presented here. β
values, which represent relative strength of age contribution compared to other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graphs were calculated by using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analysis for aging effects on
gyrification index of each ROI including sex composition and intracranial volume as covariates.
*
p < 0.05;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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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ssociations between aging and local gyrification index of regions-of-interest by each
hemisphere
Unadjusted *
ROI

Adjusted †

Regression coefficient
(95% CI)

beta

Model R2

regression coefficient
(95% CI)

Beta

Model R2

p value

Superior frontal

-0.0066 (-0.0077 to -0.0054)

-0.71

0.50

< 0.001

-0.0058 (-0.0070 to -0.0045)

-0.62

0.55

< 0.001

Inferior frontal

-0.0071 (-0.0089 to -0.0052)

-0.56

0.31

< 0.001

-0.0054 (-0.0074 to -0.0035)

-0.43

0.41

< 0.001

Parietal

-0.0067 (-0.0079 to -0.0054)

-0.68

0.47

< 0.001

-0.0056 (-0.0069 to -0.0043)

-0.57

0.55

< 0.001

Temporal

-0.0063 (-0.0078 to -0.0048)

-0.59

0.35

< 0.001

-0.0045 (-0.0060 to -0.0030)

-0.42

0.51

< 0.001

Limbic

-0.0030 (-0.0042 to -0.0018)

-0.40

0.16

< 0.001

-0.0012 (-0.0024 to 0.0000)

-0.15

0.36

0.058

Occipital

-0.0035 (-0.0047 to -0.0022)

-0.45

0.20

< 0.001

-0.0025 (-0.0039 to -0.0012)

-0.33

0.25

< 0.001

Superior frontal

-0.0069 (-0.0080 to -0.0058)

-0.74

0.55

< 0.001

-0.0063 (-0.0074 to -0.0051)

-0.67

0.59

< 0.001

Inferior frontal

-0.0077 (-0.0096 to -0.0058)

-0.58

0.33

< 0.001

-0.0057 (-0.0077 to -0.0037)

-0.43

0.42

< 0.001

Parietal

-0.0065 (-0.0077 to -0.0053)

-0.68

0.46

< 0.001

-0.0053 (-0.0066 to -0.0040)

-0.55

0.54

< 0.001

p value

Left hemisphere

Right hemi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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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

-0.0067 (-0.0083 to -0.0051)

-0.59

0.35

< 0.001

-0.0048 (-0.0064 to -0.0031)

-0.42

0.48

< 0.001

Limbic

-0.0033 (-0.0046 to -0.0020)

-0.41

0.17

< 0.001

-0.0015 (-0.0028 to -0.0002)

-0.19

0.34

0.026

Occipital

-0.0036 (-0.0050 to -0.0022)

-0.41

0.17

< 0.001

-0.0020 (-0.0035 to -0.0005)

-0.23

0.28

0.009

Abbreviations: ROI, region-of-interest; CI, confidence interval.
* Unadjusted values were derived by using a simple linear regression model analysis for aging effects on gyrification index of each ROI.
† Adjusted values were derived by using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analysis for aging effects on gyrification index of each ROI including sex
composition and intracranial volume as covar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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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ssociations between aging and local gyrification index of each parcellated region by
the Desikan-Killiany atlas map
Unadjusted *
Parcellated regions

Adjusted †

Regression coefficient
(95% CI)

Beta

Model
R2

p value

regression coefficient
(95% CI)

Beta

Model
R2

p value

Superior frontal
cortex

-0.0041 (-0.0049 to -0.0033)

-0.65

0.42

< 0.001

-0.0035 (-0.0044 to -0.0025)

-0.55

0.46

< 0.001

Rostral middle
frontal cortex

-0.0083 (-0.0097 to -0.0068)

-0.70

0.49

< 0.001

-0.0068 (-0.0083 to -0.0052)

-0.58

0.57

< 0.001

Caudal middle
frontal cortex

-0.0094 (-0.0109 to -0.0078)

-0.73

0.53

< 0.001

-0.0091 (-0.0109 to -0.0073)

-0.71

0.54

< 0.001

-0.0091 (-0.0107 to -0.0075)

-0.71

0.51

< 0.001

-0.0077 (-0.0094 to -0.0061)

-0.60

0.58

< 0.001

-0.0128 (-0.0161 to -0.0094)

-0.56

0.31

< 0.001

-0.0094 (-0.0129 to -0.0060)

-0.41

0.43

< 0.001

-0.0042 (-0.0066 to -0.0018)

-0.30

0.09

0.001

-0.0036 (-0.0062 to -0.0009)

-0.25

0.11

0.009

-0.0107 (-0.0139 to -0.0076)

-0.51

0.26

< 0.001

-0.0085 (-0.0120 to -0.0050)

-0.40

0.31

< 0.001

-0.0044 (-0.0057 to -0.0030)

-0.49

0.24

< 0.001

-0.0033 (-0.0048 to -0.0018)

-0.37

0.32

< 0.001

Superior frontal ROI

Precentral cortex
Inferior frontal ROI
Pars opercularis,
IFC
Pars orbitalis,
IFC
Pars triangularis,
IFC
Lateral
orbitofrontal co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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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l
orbitofrontal cortex
Frontal pole

-0.0033 (-0.0042 to -0.0025)

-0.58

0.33

< 0.001

-0.0021 (-0.0030 to -0.0013)

-0.37

0.49

< 0.001

-0.0040 (-0.0049 to -0.0031)

-0.60

0.36

< 0.001

-0.0029 (-0.0039 to -0.0019)

-0.44

0.47

< 0.001

-0.0057 (-0.0070 to -0.0045)

-0.63

0.39

< 0.001

-0.0054 (-0.0069 to -0.0040)

-0.60

0.40

< 0.001

-0.0059 (-0.0074 to -0.0045)

-0.58

0.33

< 0.001

-0.0046 (-0.0062 to -0.0030)

-0.45

0.42

< 0.001

-0.0081 (-0.0098 to -0.0064)

-0.63

0.40

< 0.001

-0.0069 (-0.0087 to -0.0051)

-0.54

0.51

< 0.001

-0.0027 (-0.0040 to -0.0014)

-0.34

0.12

< 0.001

-0.0009 (-0.0023 to -0.0004)

-0.12

0.29

0.170

-0.0047 (-0.0065 to -0.0029)

-0.42

0.18

< 0.001

-0.0031 (-0.0050 to -0.0011)

-0.27

0.25

0.002

-0.0037 (-0.0048 to -0.0026)

-0.51

0.26

< 0.001

-0.0027 (-0.0039 to -0.0016)

-0.38

0.34

< 0.001

-0.0104 (-0.0132 to -0.0075)

-0.53

0.29

< 0.001

-0.0060 (-0.0087 to -0.0033)

-0.31

0.52

< 0.001

-0.0073 (-0.0091 to -0.0056)

-0.60

0.35

< 0.001

-0.0054 (-0.0072 to -0.0037)

-0.44

0.50

< 0.001

-0.0041 (-0.0051 to -0.0032)

-0.60

0.36

< 0.001

-0.0034 (-0.0044 to -0.0024)

-0.49

0.42

< 0.001

-0.0121 (-0.0157 to -0.0085)

-0.51

0.26

< 0.001

-0.0062 (-0.0096 to -0.0029)

-0.26

0.51

< 0.001

Parietal ROI
Superior parietal
cortex
Inferior parietal
cortex
Supramarginal
cortex
Postcentral
cortex
Precuneus cortex
Paracentral
lobule
Temporal ROI
Superior
temporal cortex
Middle temporal
cortex
Inferior temporal
cortex
Transverse
temporal co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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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iform cortex

-0.0032 (-0.0043 to -0.0020)

-0.44

0.19

< 0.001

-0.0015 (-0.0027 to -0.0004)

-0.21

0.37

0.009

Temporal pole

-0.0043 (-0.0054 to -0.0031)

-0.55

0.30

< 0.001

-0.0033 (-0.0046 to -0.0020)

-0.42

0.35

< 0.001

-0.0036 (-0.0045 to -0.0026)

-0.54

0.29

< 0.001

-0.0020 (-0.0029 to -0.0010)

-0.30

0.51

< 0.001

-0.0027 (-0.0037 to -0.0016)

-0.41

0.17

< 0.001

-0.0013 (-0.0024 to -0.0002)

-0.19

0.33

0.021

-0.0027 (-0.0040 to -0.0014)

-0.34

0.12

< 0.001

-0.0009 (-0.0023 to -0.0004)

-0.12

0.29

0.170

-0.0037 (-0.0058 to -0.0016)

-0.29

0.08

0.001

-0.0015 (-0.0038 to 0.0007)

-0.12

0.19

0.187

Entorhinal cortex

-0.0022 (-0.0036 to -0.0007)

-0.25

0.06

0.004

0.0000 (-0.0014 to 0.0015)

0.00

0.31

0.953

Parahippocampal
cortex

-0.0031 (-0.0049 to -0.0014)

-0.30

0.09

0.001

-0.0008 (-0.0026 to 0.0010)

-0.78

0.26

0.368

Lateral occipital
cortex

-0.0033 (-0.0044 to -0.0022)

-0.47

0.22

< 0.001

-0.0028 (-0.0040 to -0.0016)

-0.40

0.24

< 0.001

Lingual cortex

-0.0041 (-0.0057 to -0.0025)

-0.41

0.17

< 0.001

-0.0021 (-0.0038 to -0.0004)

-0.21

0.31

0.015

Cuneus

-0.0040 (-0.0059 to -0.0021)

-0.34

0.12

< 0.001

-0.0024 (-0.0045 to -0.0004)

-0.21

0.19

0.022

-0.0032 (-0.0049 to -0.0014)

-0.30

0.09

0.001

-0.0015 (-0.0035 to 0.0004)

-0.15

0.17

0.118

Limbic ROI
Rostral anterior
cingulate cortex
Caudal anterior
cingulate cortex
Posterior
cingulate cortex
Isthmus cingulate
cortex

Occipital ROI

Pericalcarine
co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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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reviations: ROI, region-of-interest; CI, confidence interval; IFC, inferior frontal cortex.
*
Unadjusted values were derived by using a simple linear regression model analysis for aging effects on gyrification index of each brain region.
†
Adjusted values were derived by using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analysis for aging effects on gyrification index of each brain region including
sex composition and intracranial volume as covar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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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후두엽 관심 영역에 비한 타 관심 영역 내에서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에 대한 연령의 영향의 차이
이번 연구에서는, 감각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후두엽에 비하여, 고위 피질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두정엽, 측두엽에서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에 대한 연령의 영향이 다른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혼합모형회귀분석 결과, 후두엽 관심 영역 비하여, 상측
전두엽 (z = -5.59, p for interaction < 0.001), 하측 전두엽 (z = -4.86, p for interaction
< 0.001), 두정엽 (z = -6.29, p for interaction < 0.001), 측두엽 (z = -4.44, p for
interaction < 0.001) 관심 영역에서 연령에 따라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
감소의 정도가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FIGURE 6). 그러나, 변연계 관심
영역에서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에 대한 연령의 영향은 후두엽 관심
영역에서의 영향과 비슷한 정도였다 (z = 0.98, p for interaction = 0.325)(FIGURE 6).
상기 분석을 각 반구의 관심 영역에서 반복 시행 하였다. 좌반구와
우반구의 관심 영역에서 일관되게, 상측 전두엽 (left, z = -4.50, p for interaction <
0.001; right, z = -4.62, p for interaction < 0.001), 하측 전두엽 (left, z = -3.66, p for
interaction < 0.001; right, z = -4.43, p for interaction < 0.001), 두정엽 (left, z = -5.76, p
for interaction < 0.001; right, z = -4.70, p for interaction < 0.001), 측두엽 (left, z = -3.60,
p for interaction < 0.001; right, z = -4.03, p for interaction < 0.001) 관심 영역에서의
local gyrification index에 대한 연령의 영향은 후두엽에서의 그것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변연계 관심 영역에서는
좌반구와 우반구 모두에서, 후두엽 관심 영역에서와 비슷한 정도의 local
gyrification index에 대한 연령의 영향이 관찰되었다 (left, z = 0.88, p for interaction
= 0.377; right, z = -0.60, p for interaction =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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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s of regression slopes for aging effects on local gyrification index
across brain R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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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reviations: ROI, region-of-interest; GI, gyrification index.
*
Slope differences were examined by using a mixed-model regression analysis between slope of the
occipital ROI (reference) and those of other brain R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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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45세 이전과 이후에서의 관심 영역 내에서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에 대한 연령의 영향의 차이
이번 연구에서는 40대 중반, 뇌의 퇴행성 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기존의 문헌을 바탕으로 (Sowell et al, 2003; Bartzokis et al, 2001, 2004), 전체
피험자를 45세를 기준으로 나누고, 45세 미만과 (n = 89) 45세 이상의 (n = 41)
피험자군에서 각 관심 영역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에 대한 연령의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상측 전두엽 (aged < 45 years, ß = -0.56, p < 0.001; aged ≥ 45 years, ß = -0.28, p
= 0.076), 하측 전두엽 (aged < 45 years, ß = -0.43, p < 0.001; aged ≥ 45 years, ß = 0.10, p = 0.477), 두정엽 (aged < 45 years, ß = -0.46, p < 0.001; aged ≥ 45 years, ß = 0.16, p = 0.301), 측두엽 (aged < 45 years, ß = -0.46, p < 0.001; aged ≥ 45 years, ß = 0.04, p = 0.760) 관심 영역에서, 45세 이전의 피험자군에서, 45세 이후의
피험자군에 비해,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에 대한 연령의 영향 (ß values)이
다소 큰 것처럼 보였다 (FIGURE 7). 그러나, 조각별회귀분석을 적용하였을 때,
각 관심 영역에서 45세 전후로 나뉜 피험자군에서 연령에 의한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의 회귀 기울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측 전두엽 (t = 0.69, p = 0.492), 하측 전두엽 (t = 0.70, p = 0.484), 두정엽 (t =
1.00, p = 0.318), 측두엽 (t = 1.53, p = 0.129).
변연계 (aged < 45 years, ß = -0.04, p = 0.701; aged ≥ 45 years, ß = -0.16, p =
0.301)와 후두엽 (aged < 45 years, ß = -0.14, p = 0.165; aged ≥ 45 years, ß = -0.27, p
= 0.082) 관심 영역에서는 45세 이전과 45세 이후의 피험자군내에서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에 대한 연령의 영향 (ß values)은 비슷한 정도였으며
(FIGURE 7), 조각별회귀분석을 통한 검증에서도 45세를 전후로 연령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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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yrification index 변화 양상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변연계
(t = -0.77, p = 0.441); 후두엽 (t = -1.04, p = 0.302).
본 가설을 반구 별로 나눈 관심 영역에서 반복하여 검증하였을 때,
좌반구와 우반구의 관심 영역에서 각각 비슷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좌반구 관심영역] 좌측 상측 전두엽 (aged < 45 years, ß = -0.47, p < 0.001; aged ≥
45 years, ß = -0.28, p = 0.070; piecewise regression analysis; t = 0.26, p = 0.793), 좌측
하측 전두엽 (aged < 45 years, ß = -0.33, p = 0.001; aged ≥ 45 years, ß = -0.17, p =
0.222; piecewise regression analysis; t = 0.03, p = 0.975), 좌측 두정엽 (aged < 45
years, ß = -0.44, p < 0.001; aged ≥ 45 years, ß = -0.23, p = 0.115; piecewise regression
analysis; t = 0.29, p = 0.770), 좌측 측두엽 (aged < 45 years, ß = -0.46, p < 0.001; aged
≥ 45 years, ß = -0.04, p = 0.777; piecewise regression analysis; t = 1.43, p = 0.154),
좌측 변연계 (aged < 45 years, ß = -0.03, p = 0.744; aged ≥ 45 years, ß = -0.29, p =
0.031; piecewise regression analysis; t = -2.14, p = 0.034), 좌측 후두엽 (aged < 45
years, ß = -0.12, p = 0.244; aged ≥ 45 years, ß = -0.43, p = 0.007; piecewise regression
analysis; t = -1.73, p = 0.087); [우반구 관심영역] 우측 상측 전두엽 (aged < 45
years, ß = -0.60, p < 0.001; aged ≥ 45 years, ß = -0.25, p = 0.123; piecewise regression
analysis; t = 1.05, p = 0.296), 우측 하측 전두엽 (aged < 45 years, ß = -0.45, p < 0.001;
aged ≥ 45 years, ß = -0.03, p = 0.854; piecewise regression analysis; t = 1.18, p = 0.240),
우측 두정엽 (aged < 45 years, ß = -0.45, p < 0.001; aged ≥ 45 years, ß = -0.07, p =
0.690; piecewise regression analysis; t = -0.77, p = 0.441), 우측 측두엽 (aged < 45
years, ß = -0.45, p < 0.001; aged ≥ 45 years, ß = 1.58, p = 0.116; piecewise regression
analysis; t = 1.30, p = 0.198); 우측 변연계 (aged < 45 years, ß = -0.09, p = 0.323; aged
≥ 45 years, ß = 0.01, p = 0.943; piecewise regression analysis; t = 0.61, p = 0.542),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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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엽 (aged < 45 years, ß = -0.12, p = 0.241; aged ≥ 45 years, ß = -0.08, p = 0.599;
piecewise regression analysis; t = -0.11, p =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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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mparisons of regression slopes for aging effects on local gyrification
index between those of subjects aged < 45 years and aged ≥ 45 years

Abbreviations: ROI, region-of-interest; GI, gyrification index; SFC, superior frontal; IFC, inferior frontal.
β values in the graphs were calculated by using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analysis for aging
effects on gyrification index of each ROI including sex composition and intracranial volume as covariates
within the subgroups of subjects aged < 45 years and aged ≥ 45 years.
*
p < 0.05;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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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탐구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
3.2.1. 전체 뇌 표면 꼭지점 기반 접근 방식에 의한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에 대한 연령의 영향
전체 뇌 꼭지점 기반 분석에서는 변연계의 일부를 제외한, 뇌 피질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local gyrification index가 의미 있게
감소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URE 8-1). 이 결과는 앞서 관심 영역 접근
방식으로 분석한 주 가설 1의 결과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표면 꼭지점 별로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에 대한 연령의 영향을 t 값으로 표현한 T statistic
map에서는 전전두엽, 두정엽, 상측 측두엽 부위에서 local gyrification index의
감소에 있어 연령의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8-1). 이러한
연령이 local gyrification index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다른 요인에 의해 바꿀 수
있는 지 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 뇌영상 연구를 통해 뇌 구조적인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 진 교육 수준, 우세 손, 체질량 지수 (body
mass index, 이하 BMI)와 같은 잠재적 교란 변수를 (Hellige et al, 1994; Ho et al,
2010) 분석 모델에 포함시켰을 때에도 연령이 local gyrification index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FIGURE 8-2).

3.2.2. 좌반구 및 우반구 관심 영역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의 차이
각 관심 영역에서 각 반구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상측 전두엽 (z = 1.67, p = 0.096), 하측 전두엽 (z = 5.07, p < 0.001), 두정엽
(z = 1.46, p = 0.143), 측두엽 (z = 8.60, p < 0.001) 관심 영역의 경우 좌반구가
우반구에 비하여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가 큰 소견을 보였다. 다만, 상측
전두엽과 두정엽의 경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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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1. Statistical maps showing aging effects on local gyrification index at a vertex level

Cluster maps (upper column) and T statistic maps (lower column) from whole brain vertex-wise analysis using a general linear model for aging effects on local gyrification
index adjusting for sex composition and intracranial volume are presented on the study-specific average surface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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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2. T statistic maps of aging effects on local gyrification index at a vertex level
with reduced or additional covariates

T statistic maps from whole brain vertex-wise analysis using a general linear model for aging effects on
local gyrification index adjusting for potential confounding variables are presented on the study-specific
average surface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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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변연계 (z = -2.26, p = 0.024) 및 후두엽 (z = -7.98, p < 0.001) 관심
영역의 경우 우반구가 좌반구에 비하여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가 큰
소견을 보였다.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각 관심 영역의 반구 간 편측화 지수
(interhemispheric asymmetry index)(Galaburda et al, 1990)인 ([LeftLGI - RightLGI] / 0.5
X [LeftLGI + RightLGI])를 구하고, 이를 FIGURE 9에 나타내었다.

3.2.3. 관심 영역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의 성별에 따른 차이
남성 피험자군 (n = 69)의 각 관심 영역에서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와
여성 피험자군 (n = 61)의 각 관심 영역에서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를
연령과 ICV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상측 전두엽 (ß
= 0.07, p = 0.276), 하측 전두엽 (ß = 0.02, p = 0.840), 두정엽 (ß = 0.06, p = 0.382),
측두엽 (ß = 0.07, p = 0.348), 후두엽 (ß = -0.15, p = 0.086) 관심 영역에서 남녀 간
local gyrification index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변연계 관심 영역에서는 남성 피험자군에서 여성 피험자군에
비하여 local gyrification index의 측정치가 큰 양상을 보였다 (ß = -0.26, p =
0.002).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각 관심 영역의 남녀 간 이형 지수 (sexual
dimorphic index)(Corl et al, 2010; sexual dimorphic index = 2 - [FemaleLGI / MaleLGI])를
구하여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58

FIGURE 9. Hemispheric asymmetry of local gyrification index for each brain ROI

Abbreviations: ROI, region-of-interest; SFC, superior frontal; IFC, inferior frontal.
Interhemispheric symmetry indices for each brain ROI were calculated ([LeftLGI - RightLGI] / 0.5 X
[LeftLGI + RightLGI]) and presented in the graph.
*
p < 0.05 and *** p < 0.001 for significant differences in local gyrification index between right and left
hemisphere ROIs using a mixed-model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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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exual differences in local gyrification index for each brain ROI

Abbreviations: ROI, region-of-interest; SFC, superior frontal; IFC, inferior frontal.
Sexual dimorphic indices for each brain ROI were calculated (2 - [FemaleLGI / MaleLGI]) and presented in
the graph.
**
p < 0.01 for significant differences in local gyrification index between male and female subjects using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analysis.

60

IV. 고 찰
이번 연구는 청소년기부터 이른 노년기에 이르는 비교적 광범위한 연령대를
포괄하는 다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최근 개발되어 그 신뢰도와
정확도가 확보된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 방식을 적용하여, 대뇌 모든
영역에서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 변화 양상을 측정한 최초의 연구이다.

4.1. 연령의 증가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 변화 양상
이번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서 노년기로 이어지는 시기 (15 - 67세)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치에 미치는 연령의 영향을 각각의 피질 영역에서
계산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뇌 피질을 6개의 관심 영역으로 나누고, 각 관심
영역 내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이 증가함 따라 대뇌 피질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local gyrification index가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그리고 후두엽에서, 다중 비교를 교정한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local gyrification index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 양상은 좌반구와 우반구를 나누어 평가했을 때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좌우 변연계 영역에서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 감소 패턴이 관찰되었지만 이 결과는 다중 비교 교정을
적용했을 때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기 어려웠다.
주로 50세 이후 피험자를 대상으로, 고랑외형측정법을 이용하여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 구조의 변화를 분석한 이전의 연구는, 성인기에서 연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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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따른 고랑 간격의 확장 및 고랑 높이의 감소를 보고한 바 있다
(Kochunov et al, 2005, 2008; Liu et al, 2010; Li et al, 2011). 또한 곡률 분석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이랑은 더 가파르게 변화
(sharpen)하고, 고랑은 상대적으로 편평 (flatten)하게 변화하는, 즉 피질 주름
복잡성이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Magnotta et al, 1999; Rettman et al, 2006;
Im et al, 2008; Li et al, 2011). 기존 연구들과 이번 연구는 피질 주름 측정 방식과
측정치가 나타내는 바가 서로 달라 결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번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대뇌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피질 주름은 구조적으로 더 단순해 지며, 양적으로 감소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Local gyrification index는 고랑 깊이와
피질 주름 복잡성이 반영된 지표로서 (Schaer et al, 2008), 기존 연구에서
관찰된 고랑 깊이 감소와 피질 주름 구조 복잡성 감소 양상은 local gyrification
index가 도출되는 cROI와 같은 일정한 공간 내에서의 피질 면적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연령의 증가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 감소
양상이 관찰되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피질 주름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기전은 뚜렷이
밝혀 진 바가 없으나, 연령의 증가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 감소 현상에
대해 이랑과 고랑의 생성 이론 및 발달과 노화에 따른 시스템 수준의 뇌 구조
변화 양상으로 그 기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현재까지 피질 주름
생성에 관한 이론 중 가장 유력한 이론으로 제안되고 있는 장력 기반 이론
(tension-based theory)은 연령의 변화에 따른 피질 주름 복잡성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이 이론은 초기 피질 발달 과정 중, 피질 영역을 잇는
신경섬유다발 (neural fiber)에서 발생한 섬유 장력 (fiber tension)이 신경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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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영역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 그 영역 사이에
이랑이 생성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연결이 약한 영역들은 서로 멀어 지게
만들어 그 영역 사이에 고랑이 생성된다고 설명한다 (Van Essen, 1997; White
and Hilgetag, 2011). 또한, 고랑에 존재하는 뉴런은 고랑을 잇는 섬유를 따라
수평으로 조직되어 있고, 이랑에 존재하는 뉴런은 피질 표면에 접선 방향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알려 져 있다 (Toro and Burnod, 2005). 연구자들은 발달
과정에서의 시냅스 가지치기와 노화에 따른 백질 퇴행성 변화 (Sullivan and
Pfefferbaum, 2006) 등의 기전들이 신경 섬유 다발의 장력을 감소시켜, 고랑
간격은 넓어지고, 이랑은 더 가파르게 될 수 있다고 설명 하였다 (White and
Hilgetag, 2011). 이러한 세포 수준의 변화에 따른 고랑 및 이랑의 구조적
변형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회백질 위축과 더불어 local gyrification index
감소에 기여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local gyrification index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 수준의 기전이 서로 다를 수는 있으나, 현상학적으로,
청소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쳐 피질 주름 복잡성의 감소가
이루어 질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인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피질 전반에 걸친 local gyrification index 감소 양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4.2. 연령의 증가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 감소 정도에
있어 피질 영역 별 차이
연령의 증가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 변화 양상 분석 결과 관심 영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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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질 주름 복잡성 감소 정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관찰 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뇌 여러 영역 중 이른 성장을 하며 (Sowell et al,
2003; Gogtay et al, 2004; Shaw et al, 2008), 연령에 따른 고랑 깊이 감소 정도가
다른 고랑에 비해 가장 적었던 후두엽 (Kochunov et al, 2005)을 피질 주름
복잡성 변화의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상측 전두엽, 하측 전두엽, 두정엽,
그리고 측두엽에서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 복잡성 감소의 정도가
후두엽에서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고랑 간격과 고랑 깊이의 변화를 측정한 기존
연구에서는 상전두고랑과 두정엽내고랑 (intraparietal sulcus), 실비우스열
(sylvian fissure)의 고랑 간격 증가와 고랑 깊이의 감소 정도가 다른 여러
고랑에 비해 큰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Kochunov et al, 2005; Liu et al, 2010),
다중연합영역 (multimodal association area)이 단일연합영역 (unimodal association
area)에 비해 고랑 간격 증가 정도가 더 크고, 깊이 감소 정도는 약 50% 가
더 크다는 결과를 보고 하기도 하였으나 (Kochunov et al, 2005), 현재까지,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 구조 변화 연구에서 영역 간 감소 정도 차이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반면, 기존 구조 뇌영상 연구에서는 상측 전두엽 및 배외측 전전두피질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연령에 따른
회백질의 용적 감소가 가장 크다는 것은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 (Jernigan et
al, 1991; Raz et al, 1997; Sowell et al, 1999; Good et al, 2001). 따라서 이번 연구의
결과는, 기존 구조 뇌영상 연구에서 보고한, 전전두엽 등 고위 피질 기능을
수행하는 부위가 그렇지 않은 부위에 비하여, 연령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가장 크다는 점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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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에 따른 뇌 구조적 변화의 원리를 제시하는 後入先出 (last-in, firstout) 가설에 따르면 (Grieve et al, 2005; Fjell et al, 2009),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발달이 지속된 영역일 수록 노화로 인한 구조적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전전두엽 및 측두엽 부위의 발달이 초기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면을 고려한다면, 이 부위의 노화가 가장 빠르게 시작할 수 있고,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 복잡성의 감소 정도가 발달이 일찍 마무리되는 후두엽 등의 부위에
비해 더 큰 양상으로 local gyrification index에 반영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전전두엽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관찰한 Kochunov 연구진의 보고에
따르면 (Kochunov et al, 2005), 안와전두고랑 및 하전두고랑과 같은 전두엽
영역의 경우 고랑 간격의 증가 정도는 다른 고랑들에 비해 큰 수준이었지만,
깊이 감소 정도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이번 연구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하측 전두엽의 local gyrification index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는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
연구는 고랑 내의 변화만을 측정한 반면, 이번 연구는 고랑과 이랑을
포함하는 영역의 변화를 측정한 것과 같은 방법론의 차이에서 기인하였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랑은 고랑에 비해 더 많은 수의 뉴런을 포함하기
때문에 (White and Hilgetag, 2011) 연령의 증가에 따른 피질 위축 효과가
고랑보다 이랑에 더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이번 연구의 방법론에 의해 더 예민하게 측정되었을 수 있겠다.
대상회 및 내비피질, 그리고 해마방회를 포함하는 변연계를 관심
영역으로 설정하여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 구조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번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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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좌우 변연계 영역의 연령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 감소 정도는
전전두엽, 두정엽, 및 측두엽 등 다른 영역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있었다. 이번
연구의 결과와 일관되게 피질 용적과 복셀기반형태 측정법 (voxel-based
morphometry, 이하 VBM) 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해마방회, 전대상회와
같은 변연계 영역에서 연령에 따른 피질 위축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음을
보고 하였다 (Raz et al, 1997; Grieve et al, 2005).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연구자들은
노화에 따른 변연계와 부변연계의 보존 (preservation)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Grieve et al, 2005).
이번 연구의 관심 영역인 변연계에 포함된, 해마방회 및 내비피질의
경우, 기존의 종적 추적 연구에 따르면 연령에 따른 감소 정도는 적은 편으로
알려 져 있다 (Rodrigue and Raz et al, 2004). 이 부위의 용적의 급격한 감소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Alzheimer's disease, 이하 AD) 등 병적인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AD와 정상 노화를 구분하는 생물학적 표지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Raji et al, 2009; Echavarri et al, 2011). 따라서 이 영역의 퇴행성
변화는 AD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65세 전후로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
(Ritchie and Lovestone, 2002). 이번 연구에서 피험자의 최고 연령은 67세이고,
60세 이후의 피험자도 소수였기 때문에 (n = 3), 이번 연구에서 해당
영역에서의 local gyrification index의 변화를 관찰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피험자
연령대의 특성에서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존의 VBM 방식의
분석 혹은 관심 영역 중심의 분석 등 연구간 측정 방식의 차이에 따라 연령에
따른 변연계 영역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다양한 결과들이 있었다는 점을
(Pruessner et al, 2001; Driscoll et al, 2003) 염두에 둔다면, 연구 방법론의 차이에
따른 결과의 상이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추후, 보다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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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측정 방법의 차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
디자인 설계를 적용하여, 연령에 따른 변연계 영역의 구조적인 변화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현재까지 피질 주름이 어떠한 원리로 생성되고, 또 시간에 따른 변화를
유도하는 세포 수준의 기전이 무엇인 지 정확히 밝혀 진 바가 없다. 하지만,
피질 주름 생성에 관련된 초기 연구부터 피질 주름의 생성과 변형에 있어,
피질 층을 주로 구성하는 뉴런의 변화뿐만 아니라, 피질 간 연결을 담당하는
백질의 연결성, 그리고 수초화 등의 사건이 관여되어 있다고 제안되었다
(Caviness et al, 1975; White et al, 2010). 현재까지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피질을 연결하는 신경 섬유에서 발생하는 탄성 (tension), 그리고 백질의
강직성 (rigidity) 정도는 피질 주름의 생성과 변형을 유도하는 생체역학적
(biomechanical) 기전이라는 것이다 (Van Essen, 1997; Geng et al, 2009). 피질을
잇는 백질의 많고 적음은 백질의 탄성을 변화시키고, 백질의 수초화 유무는
백질의 강직성 (rigidity) 정도를 변화시켜 피질 주름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Van Essen, 1997; Geng et al, 2009).
백질의 수초화는 회백질의 발달 양상과 마찬가지로 대뇌 영역 별로
시간에 따른 차이 (heterochronic)를 보인다 (Wozniak et al, 2006). 구체적으로
대뇌 뒤쪽에서 앞쪽 방향으로 발달이 이루어지고, 특히 전전두엽 및 측두엽,
두정엽에 위치한 연합 영역의 경우 50세에 이르기까지 발달이 지속된다
(Benes et al, 1994; Courchesne et al, 2000; Bartzokis et al, 2001). 이러한
지속적이면서, 영역 특수한 수초화 발달 양상은 해당 영역에서의 피질 주름
구조 변화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번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피질 주름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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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발달과 노화에 있어 수초화 외에도 자연세포사 (apoptosis),
시냅스 및 뉴런 가지치기 (synapse and neuronal pruning) 등의 세포 수준의
사건들이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현재까지 피질 주름 형성과 변형과
세포학적인 변화가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 지 규명된 바가 거의 없어
해석에 주의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White et al, 2010).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 결과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 감소 양상에 있어
영역 간 상이성 (heterogeneity)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발달과 노화 과정에
따른 피질 주름의 변화에 있어 이랑과 고랑과 같은 영역 별 세포구축학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4.3. 연령의 증가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 의 감소 정도에
있어 45 세 전후의 시기별 차이
이번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 감소의 정도 (regression
slope)가 회백질 및 백질의 퇴행성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알려
진 45 세를 기점으로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45 세를 전후로 나눈 두
피험자군에서, 연령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 감소 정도의 통계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상측 및 하측
전두엽, 두정엽, 그리고 측두엽에서 45 세 이전의 피험자군에서, 45 세 이후에
비해 연령의 증가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 감소 정도가 다소 큰 것처럼
보였다. 이는 간접적으로, 고위 피질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등의 뇌 영역에서, 시냅스 및 뉴런의 가지치기와 수초화를 반영하는
뇌 구조적 변화의 정도가 예상한 것보다 큼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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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와 같이 특정 시점 (예, 45 세)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의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 변화 정도가 다른 지 그 양상을 관찰한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Magnotta (1999) 연구진은 이번 연구 목적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뇌 발달이 마무리되고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 피질 주름 복잡성을 반영하는 곡률의 정도를 연령에 따라
4 그룹으로 (20 세 미만, 20 - 29 세, 30 - 39 세, 40 세 이상) 나누어 측정 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큰 그룹일 수록 고랑이 더 편평하고, 이랑이 더 가파른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20 세 미만 그룹과 20 대 그룹 간의 피질 주름의
곡률의 차이가 30 대 피험자 그룹과 40 대 이상 피험자 그룹간 차이에 비해 더
큰 양상이 관찰되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기에서 20 대 성인기로 연결되는
시기가 30 대와 40 대 이후에 비해 곡률 변화 정도가 컸다는 것이다. Local
gyrification index 가 피질 주름 복잡성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것을 고려할 때
(Schaer et al, 2008), Magnotta (1999) 연구진의 결과는 이번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두엽의 경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발달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Casey et al, 2000; Gogtay et al, 2004). 연령에 따른 피질 용적 및 두께
변화를 측정한 연구에서도 청소년기부터 이른 성인기에 이르는 기간의 피질
용적 및 두께 감소의 정도가 중년기 및 노년기의 그것에 비해 큰 양상이
관찰되었다 (Sowell et al, 2003; Ostby et al, 2009). 이 시기의 회백질의 감소
양상은 퇴행성 위축으로 인한 현상이라기 보다는 시냅스 및 뉴런의
가지치기와 수초화를 반영하는 발달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Paus et al,
1999; Sowell et al, 2003; Bartzokis et al, 2004).
Local gyrification index의 감소 정도가 45세 이후 45세 이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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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인 둔화를 보이는 이유는, 4-50대를 전후로 회백질 용적 및 두께,
그리고 백질 용적 및 연결성 (integrity)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닌 상대적으로 생애 주기 (lifespan)상 가장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과도
관련 있을 수 있겠다 (Sowell et al, 2003; Westlye et al, 2010b).
상술한 바와 같이, 연령대 별 local gyrification index감소의 신경생물학적
기전은 다를 수 있어, 이번 연령의 증가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의 감소
결과에 대해 생애 주기에 따른 피질 주름의 가소적 변화 정도가 연령대 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반면, 내측두엽 (medial temporal lobe)을 포함하는 변연계와 일차 감각
영역의 경우 45세를 기점으로 한 전후 연령대 모두에서 모두 연령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 감소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양 군간 (45세 미만
vs. 45세 이상) local gyrification index의 감소 정도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이들 뇌 영역이 상대적으로 학령기 이전의 이른 시기에 발달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Benes, 1989), 발달과 노화에 따른 피질 위축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면을 (Good et al, 2001; Grieve et al, 2005; McGinnis et al, 2011)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또 다른 연구에서, McGinnis (2011) 연구진은 일차 감각
및 운동 영역의 피질 두께 감소 정도가 중년 성인기가 아닌 80 대 이상의
노년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을 보고 했다. 따라서 시각 기능을 담당하는
후두엽의 경우 피질 주름의 구조적 변화가 유아기나 아동기, 혹은 80 세를
전후로 한 노년기에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역
특이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번 연구에 포함된 연령대의 피험자군에서는
연령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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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기존의 피질 주름의 연령에 따른 구조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연령대에 따른 감소 정도의 차이에 대해 새롭고,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고, 연구 결과는 local gyrification index 가 발달, 그리고 노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45세 전후의 local gyrification index 감소 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는 45세가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 구조적 변화의 정도가 바뀌는 최상의 기준 (knot)이 아닐 수 있고,
회백질의 노화가 백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일찍 시작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앞으로 개인 간 변이를 최소화한 종적 추적 연구, 그리고 70대
이후의 노년기 피험자를 추가한 연구 디자인을 통해 이번 연구 가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4.4. 탐구 분석
4.4.1. 전체 뇌 표면 꼭지점 기반 분석에서 연령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의
변화
전체 뇌 표면 꼭지점 기반 분석은, 앞서 기술한 관심 영역 분석과 더불어
대뇌 피질의 세부적인 영역에서 연령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 의 변화
양상과 영역 별 변화 크기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관심 영역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대뇌 피질
전반에 걸쳐 local gyrification index 가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좌우 반구
어느 영역에서도 연령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 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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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령의 증가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 감소 정도가 가장 컸던
상측 전두엽과 두정엽의 경우, 구체적으로 전전두엽, 좌우 중심전회 (precentral
gyrus), 중심후회 (postcentral gyrus) 그리고 상전두이랑 (superior frontal
gyrus)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또한 연령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 감소 정도가 가장 적었던 영역은
내비피질, 해마방회, 후대상회 그리고, 쐐기소엽, 그리고 새발톱주변고랑
부근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변연계 및 후두엽에서 연령에 따른 local
gyrification index 감소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4.4.2. 좌반구 및 우반구의 local gyrification index 의 차이
뇌 구조와 기능의 편측화 양상은 여러 구조 뇌영상 연구를 통해, 잘 알려 져
있다 (Hynd et al, 1990; Toga and Thompson, 2003; Thompson et al, 2005; Wada, 2009;
Morillon et al, 2010; Eyler et al, 2011). 특히, 인간의 뇌 발달 과정에서 언어 기능
우세와 관련된 좌반구 영역의 크기가 우반구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은 잘 알려
진 사실이다 (Cantalupo and Hopkins, 2001).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연구에서는 탐구 분석을 통하여 각 관심 영역에서 피질 주름 구조의 반구 간
편측화 양상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변연계와 후두엽에서 우반구 편측화 (rightward
asymmetry)양상을, 하측 전두엽과 측두엽에서는 좌반구 편측화 (leftward
asymmetry)양상이 관찰되었다. 반면 상측 전두엽, 두정엽에서는 좌우 편측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수치 상 좌반구 편측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좌반구 편측화를 보인 하측 전두엽은 언어 발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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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브로카 영역의 판개부와 삼각부를 포함한다 (Cantalupo
and Hopkins, 2001). 역시, 좌반구 편측화를 보인 측두엽은 언어 수용을
담당하는 베르니케 영역인 측두평면 (planum temporale)을 포함하는데, 이전
연구에서 좌반구 측두평면의 용적은 우반구에 비해 약 10배 정도 큰 것으로
보고했다 (Toga and Thompson, 2003). 반구 간 편측화 양상을 규명한 기존
연구에서도 언어 기능과 관련된 영역의 크기와 용적이 좌반구 우세를
보인다는 것은 비교적 일관되게 밝혀 진 결과이고, 인간이 피질 주름의
늘리는 방식으로 용적을 증대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연구는 기존
결과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피질 주름 복잡성 연구 (6 - 16세 정상인 대상)에서도 상측두고랑
주름 복잡성의 좌반구 편측화가 관찰되었다 (Blanton et al, 2001). 피질 주름의
초기 발달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비우스열의 좌반구 편측화 (Hill et al, 2010), 상측두고랑의 우반구 편측화를
보고하였다 (Hill et al, 2010; Habas et al, 2012),
이번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후두엽의 우반구 편측화 양상은 최근 피질
면적 (surface area)의 편측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다 (Lyttelton et
al, 2009). 연구자들은 이러한 반구 간 편측화 양상에 대해 시공간 자극 처리
시 관찰되는 후두엽의 기능적 편측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변연계 영역에서도 우반구 편측화 양상이 추가로 관찰되었다. 피질
주름 복잡성의 좌우 편측화를 관찰한 이전 연구 (15 - 69세 정상인 대상)에서는
전대상회 주름 복잡성의 좌반구 편측화 양상을 보고 하였다 (Yucel et al, 2001).
전대상회는 변연계에 속하는 영역으로, Yucel 연구진의 결과는 이번 연구와
결과의 방향성이 다르지만, 측정 범위와 방식에 있어 두 연구 간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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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를 통해 우세 손과 같은 유전적,
환경적인 요인도 뇌 구조적 편측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알려 져 있고
(Hellige et al, 1994; Jahanshad et al, 2010), 피질 주름 편측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그 기능적 중요성에 대한 연구도 현재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4.4.3. 남녀 간 local gyrification index 차이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체 뇌 용적이 작지만, 대신, 전체 뇌 크기에
비한 회백질의 용적은 남성에 비해 큰 양상을 보인다 (Good et al, 2002; Luders
et al, 2005). 또한 피질 주름의 남녀 간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등 비교적 넓은 대뇌 영역에 걸쳐
피질 주름 복잡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Luders et al, 2004, 2006).
이번 연구에서는, 탐구 분석을 통하여, 각 영역에 따른 피질 주름 구조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변연계를 제외한 모든 관심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간 local
gyrification index로 측정한 피질 주름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에,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변연계 영역의 local gyrification index가 큰
양상을 보였다. 이전 연구에서 대상회 피질 주름의 비대칭성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큰 양상이 관찰되었지만 (Yucel et al, 2001), 남성이 여성에 비해 피질
주름 구조 복잡성이 크다라는 결과는 없었기에, 이는 비교적 새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남녀 간 뇌 용적 차이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오히려 변연계 영역의 용적이 컸고, 이는 남녀간 감정 처리 방식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Goldstein et al, 2001; Gur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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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남녀 간 뇌 구조 차이에 대한 연구는 이번 연구와 비교했을 때 분석
방식 및 결과의 방향성은 다르지만, 변연계 영역은 남녀 간 뇌 구조적 차이에
관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술한 연구 외에도 피질 주름 구조의 남녀간 차이를 측정한 몇몇
연구가 있었지만, 남녀 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Nopoulos et al, 2000; Im et
al, 2008; Lee et al, 2004). 이는 100명 미만의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거나, 남녀 간의 피질 주름 구조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방식의 접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4.5. 연구의 장점
첫 번째,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n = 130),
청소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시기의 노화에 따른 피질 주름 구조 변화
양상을 규명하였다. 기존의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 변화 연구는 중년기
이후의 성인기 피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서부터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피질 주름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는 빈약한 편이었다. 이번 연구는 청소년기부터 이른 성인기 그리고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노년 성인기의 피질 주름 변화 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달과 노화와 연관된 뇌 구조 변화 이해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본다.
두 번째, 피질 주름 구조 측정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번 연구에서
피질 주름 정량화를 위해 구한 local gyrification index는 기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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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던 gyrification index (Raznahan et al, 2011; Shaw et al, 2012)에 비해
측정의 정확도를 높인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local gyrification index 측정을
위한 분석 과정에서 볼록 껍질이 아닌 실제 개인 별 고랑의 형태를 반영한
외표면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볼록 껍질을 이용한 gyrification index에
비해 실제 뇌 해부학적 구조를 잘 반영하면서 측정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local gyrification index의 측정 방식에 있어 다른 피질 주름 측정
방식과 비교했을 때 대뇌 특정 엽이나 고랑 영역에 한정 되지 않고 대뇌
피질의 전 영역에서 구해 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이번 연구는 관심 영역을 주 (main)로 하면서 전체 뇌 꼭지점 기반
분석을 탐구 분석 성격으로 동시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 구조 변화 양상의 영역 특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연령에 따른 대뇌 변화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대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구조 뇌영상을 활용하여
연령에 따른 피질 주름 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이후이고,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
생애 주기에 따른 피질 주름 구조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local gyrification index와 같은 방식의
접근을 통해 대뇌 전반의 변화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 시의 적절한 작업이라 판단된다.
세 번째, 분석 방식에 있어 계획된 관심 영역 (planned ROI)인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그리고 후두엽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관심 영역은 대뇌를
구조적·기능적으로 구분하는 데 적용되는 방식이고, 기존의 연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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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질 용적 및 두께의 변화 연구에 있어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유리할 수 있고 이해가 쉽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
이번 연구에서는 변연계 영역을 관심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정서, 기억
등에 중요한 구조물이지만, 연령의 증가에 따른 피질 주름 구조 변화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 지지 않아 그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변연계를 관심 영역으로 포함하여, 이 영역에서의 발달과
노화로 인한 피질 주름 변화 패턴이 다른 대뇌 영역과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6.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첫 번째, 이번 연구는 청소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발달 및 노화에 따른
피질 주름 구조의 변화를 탐구하였지만, 단편 연구 디자인이 갖고 있는 개인
간 변이 통제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 연구 역시 연령의 증가로 인한 뇌 구조
변화와, 개인 간 차이와 관련된 영향을 분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Kraemer et
al, 2000). 하지만 이번 연구는 단편 연구 디자인의 제한점인 개인 간 변이를
혼합모형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최소화 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우세 손, 교육 연한, BMI 등의 잠재적 교란 변수를 통제한 추가
분석을 진행 하였고, 분석 결과, 연령의 증가로 인한 피질 주름 정도의 변화가
다른 변수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가 굉장히 제한적임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 연구 디자인이 갖는 제한점은 종적 추적
연구를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종적 추적 연구는 개인 내의 변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코호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어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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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종적 추적 뇌 영상 연구 디자인을 적용하여 피질 주름
구조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면 현재 보다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번 연구는 청소년기와 젊은 성인기, 그리고 노년기를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도 회백질과
백질의 용적 변화로 관찰되는 뇌 내 성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Sowell et al, 2003).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관찰된 지속적인 local gyrification
index의 감소 양상은 발달, 그리고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를 모두 반영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발달의 종료와 노화의 시작을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없고, 발달과 노화에 있어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달과 노화의 과정이 local gyrification index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는 이번 연구에서 뚜렷이 구분하여 제시하기 어렵다.
세 번째, 이번 연구의 피험자 중 남성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
10.7살이 컸다 (여성 평균: 41.3, 표준 편차: 13.9; 남성 평균: 30.6, 표준 편차:
11.6). 이는 피험자 모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것이며, 이번 연구는
연령에 따른 뇌 구조 변화 양상을 탐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남녀의 연령대를 통제하면서 피험자를 모집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뇌 구조적, 기능적, 생화학적 차이가 있음이 밝혀
졌기 때문에 (Cahill, 2006; Cosgrove et al, 2007), 이번 연구의 분석은 모두
성별의 영향을 통제한 채로 진행이 되었다. 성별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지
않거나 성별을 따로 분리하여 연령의 증가가 local gyrification index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을 때도 연령의 효과는 유지 되었다. 다시 말해, 남녀 간 연령
차가 현재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주 효과인 연령 효과에 비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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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수준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보다 성별과 연령이 엄격하게 짝
맞춰 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피질 주름 구조를 탐구하는 여러 방법론이
소개되었지만,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체계적으로 분석된 바가 없다. 이는
노화에 따른 피질 주름 구조의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어렵게 하면서,
동시에 개별 연구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방법론을 단일 코호트에 동시에 적용하여, 도출된 값들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지 이해하는 작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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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번 연구는 연령의 변화에 따른 피질 주름 복잡성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피질 주름 복잡성의 지표로서 local gyrification index를 적용하고 비교적
광범위한 연령대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연구이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고위 피질 기능을 담당한다고 알려 진 뇌 영역들에서 연령의 변화에
따른 피질 주름 복잡성 감소의 정도가 비교적 일찍 발달 과정을 거치는
후두엽이나 변연계에 비해 큼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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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human cortical gyral complexity
pattern during normal aging
: Analysis of cortical gyrification index
Dajung Kim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Neuro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Cortical gyral complexity reflecting cortical surface morphology of sulcus and gyrus
could be quantified using the gyrification index. Development of cerebral gyrification
accompanying significant increases in cortical surface area is known to b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human brain. There is, however, a paucity of research exploring
changes in gyrification pattern during normal aging. In this study, we aimed to investigate
how gyrification patterns might change during normal aging process in a relatively large
sample size of healthy individuals. Furthermore, we also assessed whether changes in
gyrification pattern might differ across each brain region.

Methods
High-resolution T1-weighted images were obtained from a total of 130 healthy
individuals (males, n=69 and females, n=61; age range, 15 to 67 years old).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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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of cortical gyral complexity, local gyrification index was calculated at each
~150,000 vertex of the cortical surface. Local gyrification index, relative to other
measures of cortical gyrification complexity, has the advantage of being better able to
provide region-specific information of cortical gyrification pattern. In this study, the
superior frontal cortex, inferior cortex, parietal cortex, temporal cortex, limbic cortex, and
occipital cortex were chosen as a priori regions-of-interest (ROIs) on the bases of widely
accepted functional and anatomical classification of cerebral cortex. First,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age effects on local gyrification index of
each ROI. Second,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changes in local gyrification index
during normal aging differ across brain regions, comparisons of regression slopes
representing the rate of changes in local gyrification index as age increases were
performed between each ROI using a mixed-model regression analysis. Finally, we
examined whether slopes in of local gyrification index by age become stiff or ductile after
45 years old using a piecewise regression analysis. A knot point of 45-year-old was
selected based on prior knowledge indicating that brain degenerative changes might begin
after that age.

Results
Significant age effects on local gyrification index were observed in the superior frontal,
inferior frontal, parietal, temporal, and occipital ROIs. As compared with regression slope
of the occipital ROI, age effects on reduced local gyrification index were greater in the
superior frontal, inferior frontal, parietal, and temporal ROIs all of which are implicated
in higher cortical functions (greater regression slopes than that of occipital ROI; superior
frontal ROI, z = -5.59, p for interaction < 0.001; inferior frontal ROI, z = -4.86, p for
interaction < 0.001; parietal ROI, z = -6.29, p for interaction < 0.001; temporal ROI, z = 4.44, p for interaction < 0.001). In contrast, the extent of local gyrification index
reduction with aging in the limbic ROI seemed to be similar to that of the occipital ROI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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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8, p for interaction = 0.33). Although age effects on local gyrification index of the
superior frontal, inferior frontal, parietal, and temporal ROI were likely to be greater in
individuals aged < 45 years old (β values; -0.55, -0.43, -0.46, -0.46, respectively) than in
those aged ≥ 45 years old (β values; -0.28, -0.10, -0.16, -0.04, respectively), a piecewise
regression analysis did not find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slope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superior frontal ROI, t = 0.69, p = 0.49; inferior frontal ROI, t = 0.70, p = 0.48;
parietal ROI, t = 1.00, p = 0.32; temporal ROI, t = 1.53, p = 0.13). Within limbic and
occipital ROIs, a piecewis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similar patterns of age
effects on the local gyrification index irrespective of their age span (limbic ROI, t = -0.77,
p = 0.44; occipital ROI, t = -1.04, p = 0.30).

Conclusion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study that examined normal aging effects on
changes in cortical gyral complexity measured using local gyrification index. The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the magnitude of changes in cortical gyral complexity during normal
aging may be greater in brain regions involving in higher cognitive functions than in
regions subserving primary sensory functions.

Keywords: cortical gyrification, cortical complexity, structural neuroimaging, age,
maturation,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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