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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구 배경: 강박 음주와 갈망은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에서 높은 재 

발률 및 나쁜 예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알콜리즘의 치료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상핵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병태생리에서 

문제성 음주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뇌구조물이지만, 미상핵의 구 

조적 이상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고, 이전 연구들도 부피 분석에 

한정되어 있거나 몇몇 정신 질환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본 연구에서는 미상핵과 같이 매우 복잡하고 굴곡이 많은 표면 

을 가진 뇌 구조물의 형태 분석에 최적화된 Spherical harmonic basis 

descriptions - Point distribution model (SPHARM-PDM)을 이용하여 알코 

올 의존증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간에 형태학적 차이와 함께 임상 

척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방법: 21명의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과 21명의 정상 대조군에 대해, 

1.5-Tesla whole-body imaging scanner를 사용하여 뇌자기공명영상을 획

득하였고, SPHARM-PDM 형태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두 군간 형태

학적 차이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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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두 군간 미상핵의 부피 차이는 나이, 성별, 두개강내 부피를 

보정하였을 때, 좌측과 우측 미상핵 모두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각각, F1,37 = 3.07, p = 0.028, F1,37 = 5.25, p = 0.002). 

SPHARM 분석에 의하면, non-parametric permutation test를 적용했을 

때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서 우측 미상핵의 

내측 체부와 복측 미부, 좌측 미상핵의 내측 체부에서 현저한 형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우측 미상핵의 복측 미부 (R2 = 0.837, F = 

5.116, p = 0.017)에서 형태 차이의 크기는 문제성 음주 척도 중에서 

유일하게 강박 음주 척도와 양의 상관관계 (r = 0.254, p = 0.035)를, 알

코올 강도와는 음의 상관관계 (r = - 0.017, p = 0.026)를 나타냈으나, 

그 외 영역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는 SPHARM 형태 분석을 통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미상핵의 구조적 이상성을 부피 측정과 연계하여 분석한 최초의 연

구이다. 이번 연구에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미상핵은 좌우측 모두

에서 전반적인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었고, 우측 미상핵의 미부는 알

코올 강도뿐 아니라 강박 음주 척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미상핵의 행태학적 결함에 따라 알코올 의존증의 치료 반응과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신경해부학적 표지자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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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알코올 의존증에서 미상핵의 역할과 관련 연구들 

1.1. 알코올 의존증의 병태 생리에서 선조체의 역할 

        알코올 음주는 중추신경계에서 도파민 활성화로 행복감과 

다행감을 유도할 뿐 아니라 공포와 불안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강화 

현상으로 인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서 만성적이고 과도한 음주 행 

동을 야기하게 된다 (Mendex, 2013).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의 강박적 음주 행동은 뇌간 (brain 

stem), 변연계 (limbic system), 선조체 (striatum), 그리고 대뇌 피질에 

이르는 일련의 뇌-보상 회로의 기능 이상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hlers et al., 2011; Sommer et al., 2008; Richardson, 2008; 

Helilig et al., 2007).  

       특히, 선조체는 운동과 관련된 신경 정보를 관장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전두엽과 두정엽의 구심성 정보를 받아 운동 조절에 관 

여하는 시상핵과 피질 영역에 다시 원심성 신호를 전달한다. 동물과 

인간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선조체가 습관성 행동 형성에 관여 

하는 인지, 감정 그리고 절차 기억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White et al., 2009; Grahn et al., 2008). 알코올은 이러한 선조체 

신경 회로의 기능을 변형시켜 궁극적으로 알코올 갈망, 알코올 의존 

및 금단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한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음주 (social drinking)의 경우 알코올과 연 

관된 자극을 보았을 때, 전전두엽 피질의 조절 작용이 활성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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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의존증으로의 진행을 억제하지만, 알코올 중 

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전전두엽 본연의 조절 기능을 상실하 

여 알코올 사용이 습관화됨과 동시에 초기의 쾌락 효과는 감소하고 

종국에는 강박적 음주 행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Vollstädt‐Klein et al., 

2010). 이러한 발달 과정에서, 뇌내 물질 사용에 대한 조절 중추가 

전전두엽 피질에서 선조체로 이행되고, 선조체내에서는 배측에서 등 

쪽 영역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능성 뇌자기공명영상 (fMRI)을 통해 

입증되었다 (Vollstädt‐Klein et al., 2010; Everitt and Robbins, 2005).  

       알코올 의존증에서 등쪽 선조체 (dorsal striatum)의 기능적 변 

화에 대한 연구들 (Chen et al., 2011; Schacht et al., 2011)에 따르면, 강 

박적 음주와 같이 특정 행동이나 작업을 반복하게 되면, 목적-지향 

적 행동이 줄어들고 자동적이고 습관적 행동 패턴으로 전이되는데, 

이는 등쪽 선조체 내의 기능적 변화로 인해 목적-지향적 행동을 관 

장하는 미상핵 (등쪽 선조체의 내측)과 습관적 행동을 주관하는 조 

가비핵 (등쪽 선조체의 외측)의 상호 조절 작용에 문제가 있음을 시 

사한다.  

 

1.2. 분자유전학적 관점에서 미상핵의 역할 

       분자유전학적 관점에서 도파민 수용체 연구를 통해 물질에 

대한 갈망 및 보상 행동에 관여하는 미상핵의 역할을 규명하는 시 

도들이 있어 왔다. 원숭이에게 도파민 D1 길항제를 미상핵에 주사 

하여 도파민 활성을 억제시키면, 새로운 쾌락 자극과 보상의 연계 

학습에서 결함을 보였다 (Nakamura et al., 2006). 또한 알코올을 선호 

하는 쥐를 대상으로 자발적 알코올 흡입을 1년 동안 유지한 뒤, 등 



3 

 

쪽 선조체 (미상핵과 조가비핵)를 추출하여 qRT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시행한 결과, 도파민 D3 수용체 (D3R)가 증가됨을 

확인하였고, 선택적 D3R 길항제를 투여한 후에는 알코올 추구 행동 

이 감소될 뿐 아니라 문제성 음주의 재발률이 투여 용량에 비례하 

여 감소하는 것을 통해, D3R가 알코올 갈망과 문제성 음주의 재발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Vengeliene et al., 2009). 

  

1.3. 알코올 의존증에서 미상핵에 대한 뇌영상 연구         

       일련의 갈망과 강박적 음주 행동에 관여하는 미상핵의 역할 

을 규명하기 위한 뇌영상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Table 1). 예를 들면, 위험 감수가 요구되는 (risk-taking task) 도박 

게임 (gambling)에서 알콜리즘의 가족력이 있는 대상자들은 가족력 

이 없거나 다른 물질사용장애 환자군에 비해 좌측 미상핵에서 더 

광범위한 활성을 나타냈다 (Tessner et al., 2010; Acheson et al., 2009). 또 

한, 부피에 대한 단면조사연구에 따르면, 발병 시기, 음주 기간, 

그리고 평생 알코올 소비량을 포함하는 알코올 사용력은 뇌부피 측 

정치들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Markis et al., 2008; Bjork et al., 

2003; Kril et al., 1999; Pfefferbaum et al., 1992). 태아알콜증후군 아동들 

에서 구조적 뇌자기공명촬영을 시행한 결과, 미상핵의 부피는 건강 

대조군에 비해 현저하게 작았다 (Archibald et al., 2001). 또한, 만성 알 

콜리즘에서 미상핵의 부피는 금주 (sobriety) 기간과 관계없이 정상 

대조군보다 작았다 (Sullivan et al., 2005). 

       이와 달리, 알코올성 뇌에 대한 일부 신경병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미상핵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뇌기저핵 구조물들의 부피 변 

화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Glen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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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0; Harper et al., 1998).  

       이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서 미상핵의 부피가 단적으로 증 

가하거나 감소하는 결과만으로는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단 

정지을 수 없음을 의미하며, 부피 변화뿐 아니라 보다 정밀하게 세 

부 뇌구조의 변화 양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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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the effect of alcohol on striatum 

Authors and year 
Modality & 

Study Design 
Subject numbers 
(mean age, year) 

Findings 

Functional study 

Clark et al., 2000 
PET 
FAS 

19(20.6) 
▼ Cerebral metabolic rates in the thalamus and the basal 
ganglia 

Fryer et al., 2007 
fMRI 

ALC/ CON 
13(14.5)/ 9(14.5) 

During a response-inhibition task, 
▲ Bold response in prefrontal cortical region 
▼ Right caudate activation 

Schacht et al., 2011 
fMRI 
AD 

9(34.7) 
▲ Striatal activation to alcohol cues 
(good reliability in the right striatum) 

Roussotte et al.,  
2011 

fMRI 
MAA/ ALC/ CON 

19(9.2)/ 13(2.4)/ 
18(2.6) 

During visuospatial "N-back" task, 
Right striatum activation: MAA > ALC 
Dorsal frontal activation: ALC > MAA,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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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study 

Mattson et al., 1996 
MRI 
FAS 

6(13.0) ▼ Volume of caudate and lenticular nuclei 

Sullivan et al., 2005 
MRI 

AD/ CON 
25(49.4)/51(45.2) 

▼ Volume of caudate and putamen in the alcoholics 
Striatal volum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verbal 
working memory 

Nonalcoholic moderate drinker 

Boileau et al., 2003 
PET 

Social drinker 
7(22.0) 

▼ [11C] raclopride binding bilaterally in the ventral 
striatum/ nucleus accumbens in the alcohol condition 

Gilman et al., 2012 
fMRI 

Social drinker 
12(26.1) 

During risk-taking game, 
Striatal activation: risky choice > safe choice 

Abbreviations: MAA, Concomitant Prenatal Alcohol Methamphetamine exposure; ALC, Prenatal alcohol but no MA exposure; FAS, Fetal 
alcohol syndrome; AD, Alcohol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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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상핵에 대한 형태 분석 연구 

       뇌내 세부 구조물에 대한 형태 분석기법의 발달에 따라, 정 

신 분열증, 주요 우울증, 강박 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그리 

고, 전측두엽 퇴행성 증후군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신과 질환에서 미 

상핵의 형태 이상이 보고되고 있다 (Tae et al., 2011; Looi et al., 2010; 

Qiu et al., 2009; Choi et al., 2007). 이들 연구 결과는 인지, 기분, 그리 

고 행동상의 증상들에 관여하는 피질-선조체 경로에서 미상핵의 역 

할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단서들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 

에서 문제성 음주 행태와 미상핵의 구조적 형태 이상 사이의 연관 

성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Cardenas 팀의 연구에 의하면, 

알콜리즘에서 뇌의 구조적 변이와 관련하여, Deformation-Based 

Morphometry (DBM) 기법으로 과도한 음주자 (heavy drinker)와 가벼운 

음주자 (light drinker)간에 뇌의 구조적 차이를 시각화하였다 

(Cardenas et al., 2007). 이 기법은 전두엽이나 측두엽과 같이 전반적인 

뇌구조를 시각화하여 형태학적 차이를 감지하는데 유용하지만, 선조 

체 내에서 작고 복잡한 뇌구조물을 주변에 인접해 있는 여러 구조 

물과 정교하게 구분지어 형상화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적용한 SPHARM-PDM 형태 분석 기 

법은 선조체와 같이 작은 구조물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뇌구조물들 

의 미세한 형태학적 차이를 감지해 낼 수 있는 뇌영상 분석 기법이 

다 (Styner et al., 2006). 특히, 해당 구조물의 표면이 복잡하고 굴곡이 

심한 경우, 더 민감하고 세밀하게 변화 정도를 형상화할 수 있고, 

SPHARM-PDM으로 추출된 삼차원상의 위상 좌표를 통해 대상군간 

평균 형태 차이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Styn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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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이미 최신 연구 결과들을 통해, 다양한 뇌신경계 질환에서 

SPHARM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뇌내 세부 구조물의 변화와 병태 생 

리 사이의 연관성들이 보고되고 있다 (Table 2).  

       따라서, 이번 연구는 SPHARM 분석 기법에 기반하여, 알코 

올 의존증 환자에서 미상핵의 부피 분석과 함께 형태학적 변이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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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shape analysis using SPHARM-PDM in the psychiatric disorders 

Authors and year Study design 
Subject numbers 

& mean age, year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compared with CON 

Hwang et al.,  

2006 
BPD 1/ BPD 2/ CON 

21(29.9)/ 28(34.2)/ 

37(34.4) 

Striatum: anterior & ventral surfaces, more prominent  

for the right side  

Levitt et al., 2009 
Female SPD/ CON 

Male SPD/ CON 

28(30.0)/ 25(32.0) 

15(38.5)/ 14(38.0) 

Caudate: mainly anterior head portion, more 

prominent for the right side 

Looi et al., 2010 AD/ FTD/ CON 
19(61.8)/ 34(62.7)/ 

27(61.1) 

Caudate: right > left (AD), bilateral (FTLD) 

Putamen: left > right (AD), right > left (FTLD) 

Sterling et al.,  

2013 
PD/ CON 40(61.3)/ 40(59.4) 

Caudate: head and dorsal body (p < 0.01) 

Putamen: caudal and ventrolateral area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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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g et al., 2013 BPD/ CON 27(38.4)/ 24(38.7) 

Caudate: left (p = 0.028) > right 

(Psychotic vs. Non-psychotic BPD; left (p = 0.096) >  

right) 

Abbreviations: FTD, Frontotemporal dementia; SD, Senile dementia; AD, Alzheimer's dementia; PD, Parkinson's disease; SPD,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BPD 1, Drug-Naive Bipolar disorder; BPD 2, Drug-Treated Bipolar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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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과 가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병태 생 

리에 관한 몇몇 뇌영상 연구에서 미상핵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확인되었으나, 연구의 수가 적고, 피험자 관련 변인이 완전히 통제 

되지 못하여 순수한 알코올의 신경독성효과를 평가하는데 제한점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미상핵에 구조적 결함을 야기 

할 수 있는 동반되는 정신과적 혹은 내과적 질환, 마약성 물질과 같 

은 약물 복용력, 성별 변인들을 연구 설계 과정에서 철저히 통제함 

으로써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서 미상핵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상핵과 같이 미세하고 복잡한 

구조물의 형태 분석에 최적화된 SPHARM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알 

코올 의존증 환자에서 미상핵의 부피 변화와 함께 미상핵내 특정 

영역의 구조적 이상성과 이에 영향을 주는 임상 척도와의 연관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 및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 

정하였다. 

 

2.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구조적 뇌영상을 통해 1) 알코올 의 

존증 환자와 정상 대조군 사이에서 미상핵의 부피 차이를 SPM5로 

분석한 후, 2) 문제성 음주 척도로써, 강박음주갈망 척도 (Obsessive 

compulsive drinking scale, 이하 OCDS), OCSD의 하부척도인 음주에 

대한 강박 사고 (Obsessive thoughts of drinking scale, 이하 OTDS)와 강 

박 음주 (Compulsive drinking scale, 이하 CDS) 그리고 Alcoho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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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 Identification Test (이하 AUDIT)와 양측 미상핵 부피 사이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SPHARM-PDM 형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1) 알코올 

의존증 환자와 정상 대조군 사이에서 형태학적 차이를 보이는 관심 

영역 (region of interest: ROI)을 찾아내고, 2) 이들 관심 영역에서 추출 

한 3차원상의 표면 좌표값을 활용하여, 두 군간 미상핵의 형태 차이 

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성 음주 척도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2.2. 연구의 가설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대상으로 SPHARM-PDM을 이용하여 

뇌기저핵의 세부 구조물에 대한 형태학적 분석 연구는 지금까지 보 

고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한 

뇌영상 분석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 

증하였다. 

 

2.2.1. 부피 분석 

       첫째, 과도한 음주에 장기간 노출된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은 

알코올의 직접적인 신경 독성 효과에 의해 미상핵의 평균 부피가 

정상 대조군보다 작을 것이다. 

 

       둘째,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에서 나타난 문제성 음주 행태는 

미상핵의 부피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일 것이다. 특히, 선조체 

와 OCDS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 결과에 따라 (Lubma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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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Vollstädt‐Klein et al., 2010; Beck et al., 2010), 나이, 성별, 두개강내 

부피와 알코올 사용력을 함께 보정하였을 때, OCDS를 구성하는 2개 

(OTDS; item 1 to 6, CDS; item 7 to 14)의 하부 척도에서도, 미상핵의 부 

피 변화에 미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2.2.2. 형태 분석 

       셋째,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에서 미상핵의 부피 변화와 더불 

어 형태학적 변화가 동반될 것이며, 미상핵의 세부 구조 (머리, 몸 

통, 꼬리)에 따라 형태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넷째, 탐구 분석으로,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의 미상핵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국소적 형태 차이를 나타낸 관심 영역들 중 

에서, 문제성 음주 척도 (OCDS, AUDIT)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나 

타내는 영역이 따로 존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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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1명의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의 피험자는 한림대학교 의료 

원 한강성심병원 알코올 치료 센터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모집되었다. 정신과적 진단은 구조화된 임상 면담 

(Structural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이하 SCID)를 통하여 DSM-IV 

의 알코올 의존증 진단 기준에 따라 진단하였다. 21명의 정상 대조 

군은 동일 센터에서 공고한 지역 신문 광고 및 병원 게시판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SCID를 통하여 특정 정신 질환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 

인하였다.  

 모든 연구 참가자에 대한 배제 기준은 1) 과거 혹은 현재 

제 1축 정신과 진단, 두부 외상 혹은 정신 지체가 있는 경우, 2) 어 

떤 의학적 혹은 신경학적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3) 과거 혹은 

현재 향정신성 약물 사용의 과거력, 그리고 4) 폐소 공포증 혹은 다 

른 사용 금지 사유 (예, 인공 심박기, 철심 등)가 있을 경우이다. 연 

구 기간 동안, 모든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은 간헐적인 수면제 사용 

외에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모든 피험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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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들었으며, 이에 대해 서면으로 참가 동의를 받았다. 이상의 

모든 내용은 한림대학교 의료원 한강성심병원의 의학연구 윤리심의 

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 

 

2. 인구사회학적 정보 조사 

 구조화된 면담을 시행하여, 정상군과 환자군의 모든 피험자 

들의 연령, 성별, 교육 연한과 같은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획득하였다. 

 

3. 임상적 평가 

3.1. Obsessive Compulsive Drinking Scale (OCDS) 

 Obsessive Compulsive Drinking Scale (OCDS)은 Anton (1995) 

등에 의해 알코올에 대한 갈망을 측정하기 위해 Yale-Brown 

Obsessive Compulsive Scale-heavy drinking (Y-BOCS-hd) (Modell et al., 

1992)을 수정하여 강박 관념에 대한 하위 척도 6개, 강박 행위에 대 

한 하위 척도 8개로 개발된 척도이다. 피험자는 각각의 문항에서 가 

장 적합한 정도에 따라 0에서 4까지의 번호를 선택한다. 0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나타내고, 1에서 4로 갈수록 강한 동의를 나타낸다. 

OCDS 점수는 Obsessive thought of drinking (items 1 to 6), Compul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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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nking (items 7 to 14), 그리고 OCDS 총점에 대한 평균값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강박음주갈망이 높을수록 총점이 높아진다. 

 

3.2.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는 알코올 사용 

장애의 원인으로서 문제성 음주를 선별하는 도구로서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989)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1992년도에 개정 

되었다. AUDIT 질문지는 총 10문항으로 되어 있고, 피험자는 각각의 

문항에서 가장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에서 4까지의 번호를 선택한 

다. 총 점수가 8점 이상일 경우 알코올 의존증과 함께 위험하고 해 

로운 알코올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각 대상군별 AUDIT 총점에 대 

한 평균값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성 음주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3.3.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AM-D)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AM-D) (Hamilton 1960)는 우 

울증 환자의 선별과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데 가장 널리 사 

용되는 척도로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 

다. 총 17개 문항에는 기분 상태, 죄책감, 자살 사고, 수면 상태, 정 



17 

 

신 운동성 초조 혹은 지체, 불안, 체중 변화 그리고 신체 증상 등의 

광범위한 정신 병리 현상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해 

증상의 정도에 따라 0에서 4까지의 번호를 선택한다. 점수가 높을수 

록 우울증의 심각도가 높아진다. 

 

4. 뇌자기공명영상 획득 및 분석 

4.1 뇌자기공명영상 획득 

 뇌자기공명영상은 1.5 Tesla whole-body imaging system 

(Magnetom Sonata, Siemens Medical Systems, Erlangen, Germany)을 사용 

하여 획득하였다. 구조적 T1-강조 (T1-weighted) 뇌자기공명영상은 3 

차원 자화준비고속경사에코 (Magnetization-prepared rapid gradient-echo, 

MP-RAGE) 기법으로 1.29 mm 두께의 연속된 144장의 영상을 얻었 

다. 다른 측정 변수는 아래와 같다. Echo time = 4.38 ms, repetition time 

= 2050 ms, inversion time = 1100 ms, 256 X 180 matrix; field of view = 18 

cm, flip angle = 15°, Voxel = 1.0 X 1.0 X 1.29 mm3. 뇌의 구조적 이상을 

감별하기 위해 T2-강조 (T2-weighted) 뇌자기공명영상을 함께 획득하 

였고, 측정 변수는 아래와 같다. Echo time = 11 ms, repetition time = 540 

ms, 192 X 144 matrix; flip angle 70°, slice thickness = 6 mm, skip = 6 mm.  

 모든 뇌자기공명영상들은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일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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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알지 못하는 영상 의학 전문의에 의해 구조적 이상 소견에 

대한 판독이 이루어졌다. 

 

4.2. 전처리 과정 

 T1-강조 뇌자기공명영상에서 획득한 144개의 다이콤 (dicom) 

파일들을 Analyze 5.0 [(Biomedical Imaging Resource, Mayo Clinic, 

Rochester, Minn. (http://www.mayo.edu/bir)]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Analyze 포맷 (img/hdr)의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재처리하고, 0.5 X 0.5 

X 0.5 mm3 복셀 크기로 재분할하였다.  

       모든 뇌영상 데이터는 T1 강조 영상과 함께 얻어지는 T2 강 

조 영상의 콘솔 (console)창 캡쳐 (capture) 이미지를 하나씩 육안으로 

점검하여 대뇌의 좌우 확인을 시행하였다. 

 

4.3 미상핵의 구획화 

 뇌기저핵의 세부 구조물인 미상핵의 구획화 (segmentation)를 

위해 자동 분할 (autosegmentation) 기법과 수동 윤곽화 (manual 

outlining) 기법을 함께 적용한 반자동 뇌구획화 (semi-automated 

segment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고도의 재현성과 더불어 관심 

영역을 보다 정확히 구획화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효과 크기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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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를 산출해 낼 수 있는 기법이다. 

 첫 단계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NIfTI 형식의 T1 강조 영상 

은 완전 자동화된 뇌구획화 프로그램인, FSL (v1.2) (http://www.fmrib. 

ox.au.uk/fsl)의 FIRST를 적용하여 미상핵의 3차원 입체 구조를 자동 

분할하였다. 다음 단계는, 앞서 자동 분할된 3차원 구조의 결과물에 

대해 lowa Mental Health Clinical Research Center (http://iowa-mhcrc. 

psychiatry.uiowa.edu/mhcrc/IPLpages/altTracing/htm)의 가이드라인에 따 

라 수기로 그려서 관심 영역을 구획화하였다. 수동 구획화는 영상의 

시각화와 처리를 위한 Analyze 5.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획득된 

영상들의 재처리 (수동 구획화)와 재배열 과정에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슬라이스 영상의 두께를 1.29 mm에서 0.5 mm으로 재분할 (re-

slice)하였다. FSL View (http://www.frmrib.ox.ac.uk/fsl/fslview)를 통해, 연 

구 대상군 각각의 T1 강조 영상을 바탕에 두고 반자동 구획화된 미 

상핵을 함께 로딩 (loading)하여 육안으로 결과물을 확인하였다. 

 

4.4. 수동 구획화 방법 

 미상핵의 수동 구획화는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 1) 관상면 

(coronal view)에서, 미상핵의 두부 경계는 외측 뇌실에서 시작되는데, 

이 때 외측 뇌실의 전각 (frontal horn)이 먼저 나타나고 시상과 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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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mammillary body)가 나타나는 면에서 끝난다. 여기서 미상핵은 

보이지 않는다. 2) 내측과 외측 경계는 각각 외측 뇌실과 속섬유막 

(internal capsule)이다. 3) 복측 경계는 중격핵 (nucleus accumbens)이며, 

이 곳에서 피각 (putamen)이 미상핵의 하위극 (inferior pole)과 만난 

다. 4) 미상핵 외형을 보다 정확히 판정하기 위해, 관상면에서 수기 

로 작업한 것을 축면 (axial plane)과 시상단면 (sagittal plane)에서 각 

각 경계 부위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였다. 5) 실제로는, 미상핵의 꼬 

리 부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으나, 주변 구조물 중에서 피각 

의 입쪽 (rostral) 부위가 공간 표지자로서 쉽게 인식 가능한 구조물 

이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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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anual outlining of the caudate nucl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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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 tracing of the caudate nucleus was as follows: 1) In the coronal view, demarcation of the caudate head started where the frontal horn 
of the lateral ventricles are first appeared and ended at a slice where the thalamus and mammillary bodies are appeared and the caudate 
nucleus are not visualized. 2) The landmarks of the medial and lateral boundaries were the lateral ventricle and the internal capsule, 
respectively. 3) The nucleus accumbens stood for the ventral boundary, which connects the putamen and the caudate at the inferior poles of 
the caudate nucleus. 4) To evaluate the accurate outlining of the caudate, tracing process of the caudate nucleus in the coronal plane were 
compared with the matching demarcated regions in each axial and sagittal plane. 5) Actually, although posterior portions of the caudate 
nucleus were not demarcated with surrounded structures (the dorsal and posterior tail region of the caudate) clearly, the rostral portion of the 
putamen proved to be an easily identifiable structure using as a reliable spatial land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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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평가자 내의 신뢰성 검사 

 숙련된 평가자에 의해 수동 뇌구획화 작업이 진행되었고, 연 

구 대상군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의학적 정보, 그리고 그룹 할당 정 

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1주일 간격으로 시행한 수동 뇌구획화 결과 

물 (15개 vs. 15개)에 대해 Analyze 5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각각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평가자 내의 신뢰성을 군내 상관 계수로 평가한 

결과, 우측 미상핵은 0.96, 좌측 미상핵은 0.97로 나왔다. 

 

4.6. SPHAMR-PDM을 이용한 형태 분석 

 미상핵의 형태학적 분석은 SPHARM-PDM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간략히 설명하면, SPHARM 형태 분석은 관심 영역에 대한, 이 

진 3차원상 분할 (binary 3-dimensional segmentation), 부피 측정, 그리 

고 형태학적 차이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번 

연구에서 채택한 미상핵의 형태 분석 과정은 Styner (2006) 등이 제 

시한 메뉴얼에 따라 진행되었다 (Figure 2). 분석 순서에 따라 기술하 

면, 1) 이진 분할로 획득한 영상 데이터의 복셀 크기를 등방성으로 

재배열한 뒤, 모서리와 내부 결손을 재처리하고, 2) 구면 매개 변수 

화 (spherical parameterization) 단계를 통해, 이진 분할된 관심 영역의 

뇌영상이 입방형 그물망 (cubic mesh)과 구면 구조물로 변환되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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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면 조화 함수 (spherical harmonic functions) 값으로 15 (Styner et al., 

2006)를 적용하면, 입방형 그물망 구조물이 구면 조화 계수 

(SPHARM coefficients)화로 재정렬된다. 구면 매개 변수값들을 1단계 

타원형에 맞추어 대상 구조물의 모든 표면에 대응하도록 정렬하게 

되면, 4002개의 점들이 균일하게 추출된다. 결론적으로 면체 세분화 

(icosahedron subdivision)를 통해 형성된 동일한 면적을 가지는 삼각 

그물망 (triangulated mesh)이 빈틈없이 형성되며, 이를 SPHARM-PDM 

이라 한다. 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고정된 일원화 필터링 (rigid 

procrustean filtering)을 적용하여 기준이 되는 평균 주형 (average 

template)에 정렬시키면, 앞서 획득한 삼각 그물망의 공간 좌표값들 

이 결정된다. 머리 크기에 대한 표준화 SPM5로 계산한 두개강내 

부피를 적용하여 수정하였고,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척도 인자 (scaling factor) fi = (Mean(ICV)/ICVi)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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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ramework for the Shape analysis of the Caudate Nucleus using 
SPHARM-PDM 

Binary 
segmentation

SPHARM-PDM SPHARM Coefficients 
+ Aligned Surface Meshes

Surface Mesh + Parameterization

Statistical 
Analysis

Significance Maps (Raw, 
Corrected)

Descriptive Statistics (Mean, 
Covariance)

 
 

Workflow of the shape analysis pipeline starting at the segmentation of the 
brain structures to the local final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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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 분석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징 및 임상적 평가 결과에 대한 두 군 

간의 비교는 연속 변수와 범주형 변수에 대해 각각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과 카이제곱검정 (chi-square test)을 시행하였다. 

 

 둘째, 두 군간 뇌기저핵의 세부 구조물인 미상핵의 부피를 

비교하기 위해 공분산분석법 (ANCOVA)이 사용되었고, 이 때, 나이, 

성별, 그리고 두개강내 부피를 함께 보정하였다.  

 

 셋째,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에서 미상핵의 좌우 부피와 문 

제성 음주 행태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이, 성별, 두개강내 

부피, 그리고 알코올 강도를 함께 보정한 뒤에, 다중선형회귀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이 때, 문제성 음주 행태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 도구로 OCDS (전체 점수와 2개의 하위 척도 점 

수)와 AUDIT가 설명 변수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에서 미상핵의 부피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 변수들 

의 설명력을 평가하였다.  

 

 넷째,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사이에 미상핵의 



27 

 

형태학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SPHARM 기법을 통해 미상핵 표면 

에 뿌려진 4002개 점들의 표면 좌표 (surface coordinate)를 구하였다. 

각 그룹간 서로 대응하는 점끼리 비교하되, 각 점은 x, y, z의 세 값 

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순 t-test가 아닌 Hotelling T2 test를 시행하 

였다. 미상핵 표면에 위치한 4002개 점에 대한 가설 검증 과정에서 

multiple testing problem으로 분석 결과가 과도하게 낙관적 (optimistic) 

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aw p value를 보정하기 위해 

permutation test를 적용한 corrected p value를 산출하였다 (Levitt et al., 

2009; Styner et al., 2006). 통계 분석 결과는 그룹간 local effect size 의 

평균 차이 크기를 국지적 변위 지도 (local displacement map)를 통해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영역을 KWMeshVisu로 시각화하였다 

(Oguz et al., 2006).  

 

 끝으로, 탐구 분석에서는 local statistical shape analysis 결과, 

non-parametric permutation tests를 통해 두 군간에 유의한 형태학적 차 

이를 보인 3개 영역 (우측 미상핵의 내측 체부와 복측 미부, 그리고, 

좌측 미상핵의 내측 체부)에서 p < 0.01의 조건을 만족하는 3차원상 

의 점 좌표 (x, y, z)를 추출하였고, 이 중 무리를 이룬 꼭지점 

(vertex)이 15개 이상 (Hwang et al., 2006)인 경우에만 분석에 포함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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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측 미상핵의 내측 체부에서 85개, 우측 미상핵의 복측 미부에 

서 27개, 그리고 좌측 미상핵의 내측 체부에서는 60개의 표면 좌표 

가 추출되었고, 유클리드 거리 (Euclidean distance) 공식으로 각 좌표 

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였다. 3개 영역별로 이들 값들의 평균 

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변량 다중회귀분석 (multivariate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문제성 음주 척도들 (OCDS, AUDIT), 알코올 강도 

[Alcohol intensity = (quantity of alcohol drinking numbers of alcohol 

drinking for one months) X duration (year)], 그리고 우울증의 심각도 

(HAM-D)가 형태학적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 때 나 

이, 성별, 두개강내 크기를 함께 보정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p < 0.05로 설정하였고, 형태 분석을 

제외한 모든 통계학적 분석은 Stata 12.1 (Stata Corp, College Station, 

Texas)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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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징 및 임상적 평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 (n = 21명)과 정상 대조군 (n = 21명)은 

각각 평균 나이와 성비에서 잘 짝지어져 있으며, 모든 연구 대상군 

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임상적 평가는 Table 3에 기술하였다 (단,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 중에서 4명의 임상적 평가에 대한 정보는 표 

본의 크기를 계산하는데 포함되지 않음).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에서 생애 첫 음주 후 기간은 평균 

32.1년 (표준편차 11.5)이고, 한 달 동안 평균 음주 횟수는 19.4회 

(표준편차 11.5)였으며, 한 번에 마시는 술의 양은 소주잔으로 평균 

13.7잔 (표준편차 7.2)이었다. 평균 음주 횟수와 한 번에 마시는 평균 

음주량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평생 동안 평균 음주 기간은 두 군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p = 0.35).  

 알코올 강도 (t = - 7.43, p < 0.001), OCDS 총점 (t = - 11.17, p < 

0.001), OCDS의 하위 척도인 OTDS (t = - 6.33, p < 0.001)와 CDS (t = - 

12.67, p < 0.001), AUDIT (t = - 8.99, p < 0.001), 그리고 HAM-D (t = - 

6.71, p < 0.001) 모두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이 정상 대조군보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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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높았다. 

 알코올 의존증의 객관적 표지자인 CDT, GGT, 그리고 MCV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평균 CDT는 3.5% (표준편차 1.9; 정상치는 1.5 

% 이하), 평균 GGT는 266.1 IU/L (표준편차 279.2; 정상치는 40 IU/I 

이하), 그리고 평균 MCV는 93.5 fl (표준편차 9.9; 정상치는 98 fL 이 

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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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lcohol Dependent Patients and Healthy Comparison Subjects 

 Alcohol Dependent Patients (N=21) Healthy Comparison Subjects (N=21) 

Demographics   
 Age, mean (SD), y           50.6 (8.2)            49.3 (7.3) 
 Female, n (%)             3 (14.3)             3 (14.3) 

Clinical Characteristics         
Time since first alcohol drinking, 
 mean (SD), y 

          32.1 (11.5)           29.1 (7.9) 

Frequency of drinks, mean (SD),  
 numbers/month 

          19.4 (8.0)           2.2 (2.2) 

Alcohol consumption, mean (SD),  
 numbers of soju glass per day 

          13.7 (7.2)           4.2 (3.7) 

†Alcohol intensity, mean (SD)           169.6 (15.3)           42.0 (9.0) 

OCDS-Total, mean (SD)           34.9 (6.3)           17.3 (3.1) 

 OTDS (items 1 to 6), mean (SD)            11.9 (4.0)           6.3 (0.6) 

 CDS (items 7 to 14), mean (SD)           23.0 (21.6)           1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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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 mean (SD)           22.1 (7.4)           4.5 (4.6) 

HAM-D, mean(SD)           12.41 (1.6)           1.71 (0.6) 

CDT, mean (SD), %           3.4 (1.9)           NA 

GGT, mean(SD), IU/L           279.2 (248.7)           NA 
MCV, mean(SD), fL           93.9 (9.9)           NA 
 

Abbreviations: OCDS, Obsessive Compulsive Drinking Scale; OTDS, Obsessive thoughts of drinking; CDS, Compulsive drinking 
scale; AUDIT,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HAM-D,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CDT, Carbohydrate-
Deficient Transferrin; GGT, Gamma Glutamyltransferase; MCV, Mean corpuscular volume. 
†Alcohol intensity: log(quantity of alcohol drinking X numbers of alcohol drinking for one months) X duration (year), Soju glass 
containing 10g of ethanol 
Sample sizes for calculating numbers for the table were not completed in the alcohol dependen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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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집단간 미상핵 부피의 차이 

       두개강내 부피, 우측과 좌측 미상핵의 원 (raw) 부피값들에 

대해 독립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군간 두개강내 부피, 좌우측 미 

상핵의 부피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공분산분석 (ANCOVA)을 통해 나이, 성별, 그리고 두개강내 

부피를 보정한 결과,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서 

우측과 좌측 미상핵 모두에서 부피의 감소를 나타냈다 (각각, F1,37 = 

3.07, p = 0.028, F1,37 = 5.25, p = 0.002)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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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olumes of the Whole Brain and the Caudate Nucleus in Alcohol Dependent Patients and Healthy Comparison 
Subjects 

Measure Healthy comparison subjects (N=21) Alcohol dependent patients (N=21) 

 Mean (SD) Mean (SD) 
Intracranial volume (cm3) 1605.80 (35.30) 1681.08 (41.02) 

Right caudate (cm3) 3.50 (0.37) 3.42 (0.61) 
Left caudate (cm3) 3.57 (0.36) 3.25 (0.77) 

Intracranial volume (ICV); gray matter (GM) + white matter (WM) + cerebrospinal fluid (C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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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상핵의 부피와 문제성 음주 척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문제성 알코올 사용이 미상핵의 구조적 및 기능적 차이에 

미치는 최근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Table 1),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 

과 정상 대조군 각각에 대해 다중회귀분석모델을 사용하여 좌우 미 

상핵의 부피와 문제성 음주 척도들과의 연관성을 평가하였다. 이 

때, 나이, 성별, 두개강내 크기, 그리고 알코올 강도를 함께 보정하 

였다 (Table 5).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에서 OCDS 총점은 우측 미상핵의 부 

피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β = - 0.70, p = 0.025), 좌측 미 

상핵의 부피와는 연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β = - 0.44, p = 0.141). 

       OTDS 점수는 좌우측 미상핵의 부피 모두와 유의한 연관성 

을 보이지 않았다 (우측, β = - 0.57, p = 0.056; 좌측, β = - 0.34, p = 

0.232). 

       CDS 점수는 우측 미상핵의 부피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으 

나 (β = - 0.67, p = 0.040), 좌측 미상핵의 부피와는 연관성을 나타내 

지 않았다 (β = - 0.45, p = 0.134). 

       AUDIT 점수는 미상핵의 좌우 부피 모두에서 유의한 연관성 

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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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mmary statistics for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s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cales for problem drinking and volumes 
of the caudate nuclei 

 

           Healthy comparison subjects (N=21)         Alcohol dependent patients (N=21) 

OCDS-Total R2 β p value R2 β p value 

  Right caudate 0.15 - 0.40 0.403 0.53 - 0.70 0.025 

 Left caudate 0.26 - 0.58 0.199 0.50 - 0.44 0.141 

OTDS       

  Right caudate 0.20 - 0.33 0.229 0.46 - 0.57 0.056 

 Left caudate 0.31 - 0.42 0.110 0.47 - 0.34 0.232 

CDS        

  Right caudate 0.12 - 0.03 0.627 0.49 - 0.67 0.040 

 Left caudate 0.21 - 0.40 0.409 0.51 - 0.45 0.134 

AUDIT       

  Right caudate 0.11 - 0.12 0.770 0.41 - 0.64 0.096 

 Left caudate 0.18 - 0.15 0.702 0.40 - 0.13 0.716 

Adjusting for age, gender, intracranial volume, and alcohol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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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상핵의 형태학적 차이와 강박성 음주 척도와의 

관련성 분석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모두에서 뇌자기공명 

영상 자료를 통해 획득된 3차원상에 분절화된 미상핵을 바탕으로 

SPHARM-PDM 형태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결과물들은 전체 평균 

두개강내 부피로 조정 (scaling)하였고, 이를 통해 전체 두개강내 크 

기를 보정하고 정상 발달로 유발된 변이를 제거할 수 있었다 (Hasan 

et al., 2009; Jouvent et al., 2008; Zivadinov et al., 2003).  

 두 군간 미상핵의 형태학적 차이를 시각화하기 위해 

Hotelling T2 test를 시행한 결과, 첫 번째 비교 분석으로 raw p value 

map이 생성되었고, 이어서 다중 검정에 의한 위양성 문제를 보정하 

기 위해 permutation test를 시행하여 corrected p value map을 추출하였 

다 (Figure 3 A, B). 또한, p value map에 대응하는 국소적 변위 지도 

(local displacement map)을 통해 mean difference magnitude를 측정하였 

다 (Figure 5). 

 두 군간 미상핵의 형태학적 차이는 permutation test에 의한 

corrected p value map (Figure 3 B)에 의하면, 우측 미상핵에서는 내측 

체부와 복측 미부 영역에, 좌측 미상핵의 경우 내측 체부에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05)를 보이는 좌표들의 무리가 집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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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포하였다. 또한, 이들 3개의 관심 영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형태 차이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corrected p value 

color map에 mean difference vector map을 중첩시켜서 mean group 

displacement difference의 방향성과 크기를 시각화하였다 (Figure 4). 

우측 미상핵의 관심 영역 1 (ROI_1: 내측 체부)은 변위 방향이 내측, 

관심 영역 2 (ROI_2: 복측 미부)는 외측으로 향하고 있고, 변위 크기 

는 0 mm에서 3.05 mm 이었으며, 좌측 미상핵의 관심 영역 3 (ROI_3: 

내측 체부)의 변위 방향은 내측으로 향하였으나, 변위 크기는 최대 

2.37 mm으로서 좌우 미상핵의 전반적인 형태학적 차이는 우측 미상 

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Figure 5에서 국지적 변위 지도에 나타난 두 군 사이의 

형태학적 차이는 permutation test를 적용한 corrected p value color map 

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고,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 우측 미상핵은 0.21 mm에서 2.53 mm, 좌측 미상핵은 0.04 mm 

에서 2.24 mm까지 평균 변위 (scalar)의 차이를 보였다. 

       관심 영역들에서 확대 보기를 통해 벡터의 방향성을 살펴 

보면, 변위의 방향성에 따라 미상핵 표면의 수축 (deflation) 혹은 팽 

창 (inflation)을 의미하는데, 관심 영역 1과 관심 영역 3의 벡터 방향 

은 내측을 향하고 있어서 미상핵 표면의 수축을, 관심 영역 2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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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을 향하고 있으므로 표면의 팽창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지적 표면 좌표 (local surface 

points)에서 추출한 반경 (Radius: 관심 영역의 vertex와 vertex의 중심 

까지의 거리)의 평균값과 문제성 음주를 반영하는 각 임상 척도 점 

수와의 상관관계를 다변량분석 (multivariate analysis)를 시행하여 

Table 6에 정리하였다. 3개의 관심 영역 각각에 대해 관찰 대상자수, 

Radius 평균값과 표준편차, R2, F 값, 그리고 p 값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유일하게 우측 미상핵의 복측 미부 (관심 영역 2)에서의 

Radius 평균값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평균 15.52 

(표준편차 1.11), R2 = 0.837, F = 5.116, p = 0.017).  

       관심 영역 2에서 Radius 평균값은 강박 음주 척도와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 (r = 0.254, p = 0.035)를 보였으나, 관 

심 영역 1 (p = 0.705)과 관심 영역 3 (p = 0.550) 에서는 유의미한 연 

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6 A). 이에 대응하여, 알코올 강도는 

관심 영역 2의 Radius 평균값과 음의 상관관계 (r = - 0.017, p = - 

0.026)를 나타냈고, 관심 영역 1 (p = 0.414)과 관심 영역 3 (p = 0.336) 

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6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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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gional Shape Differences of the Caudate Nuclei in Alcohol 
Dependent Patients (N=21) Compared with Healthy Comparison Subjects 
(N=21) 

Right

Medial view

Left

Medial view

Left

Lateral view

Right

Lateral view

B) Corrected p value mapA) Raw p value map
p value

0.05            0.01

 
 

Statistically significance maps showing shape difference between alcohol 
dependent patients and healthy comparison subjects. Upper two lines are right 
caudate and lower two lines are left caudate. For each view, raw p value, and 
corrected p value using permutation test maps are shown from left to right 
column. Colored regions on the right and left caudate surface indicate p values 
< 0.05, according to the presented p value color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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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gional Shape Differences of the Caudate Nuclei by 
Superimposed Vector Maps in Alcohol Dependent Patients (N=21) Compared 
with Healthy Comparison Subjects (N=21) 

 

A color map of the right and left medial caudate ranging with a superimposed 
mean difference vector map in length (Right: 0 mm to 3.05 mm; Left: 0 mm to 
2.37 mm). In the visualization of medial and ventral area of both caudate, 
mean difference with a superimposed vector map indicating surface deflation 
on the both medial body region and inflation on the right ventrocaudal region 
for alcohol dependent patients compared to normal comparison subjects by the 
zoomed views of vector map (p < 0.05, clustered vertex points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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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ean difference displacement maps of the Caudate Nuclei in 
Alcohol Dependent Patients (N=21) Compared with Healthy Comparison 
Subjects (N=21) 

Mean 
difference 

(Right)

Right

Right

Left

Left

Medial view

Lateral view

Superior view Inferior view

2.53

0.21

2.24

0.04

LeftRightRightLeft

Mean 
difference 

(Right)
 

 

Regional displacement color maps represent mean shape difference in 
millimeters (mm) between alcohol dependent patients and normal comparison 
subjects depicted on the average caudate surface: Distance color maps show 
regional displacement maps on both right and left anteromedial and 
posteroventral caudate nuclei. Colored areas indicate displacement in mm, 
with darker red indicating more shape differences on the caudate surface (Up 
to 2.53 mm in the right caudate and 2.24 mm in the left caudate) for alcohol 
dependent patients compared to normal comparison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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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mmary Statistics for the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 Assessing the Clinical Correlation with Regions of Interest Within 
Alcohol Dependent Patients Group 

 

Radius of ROIs (mm) obs Mean SD R2 F p value 
ROI_1 17 6.57 0.57 0.481 0.927 0.541 
ROI_2 17 15.52 1.11 0.837 5.116 0.017 
ROI_3 17 6.97 0.96 0.483 0.934 0.537 

ROI_2  

ROI_3  

ROI_1  

*P = 0.026

P = 0.414

P = 0.336

*P = 0.035 ROI_2  

ROI_3  

ROI_1  P = 0.705

P = 0.55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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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lsive drinking subscale score and alcohol intensity were plotted against each of all the 3 ROIs (ROI_1: Right medial body 
area, ROI_2: Right ventrocaudal area, and ROI_3: Left medial body area). Compulsive drinking subscale score has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radius of ROI_2 within alcohol dependent patients. Alcohol intensity has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radius of 
ROI_2 within alcohol dependent patients. All the radius of ROIs was adjusted for age, gender, and intracranial volume. The radius 
reflects the distance from the center of vertices to the vertex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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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이번 연구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와 정상 대조군 사이에서 

미상핵의 형태학적 차이를 SPHARAM-PDM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다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세부 영역에 대해 임상 

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규명한 최초의 뇌영상 연구이다. 알코올 의존 

증 환자군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 양쪽 미상핵의 부피가 모두 감소 

되었고 우측 미상핵의 부피에 한해서 OCDS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게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형태 분석 결과, 과도한 음주와 관련 

된 형태학적 차이는 양측 미상핵의 내측 체부와 복측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고, 우측 미상핵의 복측 미부에 한하여 OCDS의 하부척도인 

CDS와 양의 상관관계를, 알코올 강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두 군간 부피 분석을 통해 좌우측 미상핵 모두에서 유의하 

게 감소된 소견을 보였고, 이는 앞선 뇌영상연구 결과들과 일치되는 

면이 있으나, 결과 해석에 있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뇌자기공명영상 연구에 의하면 (Sullivan et al., 2000), 

단주를 유지한 수 주에서 수 개월 동안 뇌부피가 증가하였고, 전산 

화단층촬영 연구 (Trabert et al., 1995)에서는 알코올 섭취를 중단한 직 

후부터 뇌조직 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뇌조직 

의 복구는 일반적으로 신경원세포의 축삭과 수상돌기의 재생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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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합성으로 설명되며, Purkinje neuron 및 hippocampal pyramidal 

neuron에 대한 동물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현상이다 

(Gazdzinski et al., 2005). 따라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서 부피 연구를 

통한 양적인 분석은 뇌영상 촬영 시점, 표본 크기, 그리고 연구 대 

상군의 임상적 특징에 따라 일치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 

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환자군의 뇌자기공명영상은 술을 끊 

은 지 2주 뒤에 시행하였고, 이는 뇌조직이 회복되는 과정에 해당하 

기 때문에 알코올의 독성에 내성을 보이는 (즉, 알코올의 신경 독성 

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영향을 받더라도 원상태로 회복 가능 

한) 조직의 변화뿐 아니라 만성적 알코올 섭취에 의한 영구적인 뇌 

위축이 분석 결과에 함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과도한 음주에 의해 대뇌피질, 뇌기저핵과 같은 회 

백질 (gray matter)이 섬유다발과 같은 백질 (white matter)에 비해서 뇌 

조직의 위축이 현저하며 (Fein et al., 2002), 금주 기간 동안 뇌위축이 

복원될 때에도 회백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Cardenas et al., 2007). 

본 연구는 회백질로 구성된 뇌기저핵의 중심에 위치한 미상핵을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Hornykiewicz 1973), 알코올 강도에 의한 전반 

적 (gross)이고 예측 가능한 변화뿐 아니라 문제성 음주 행태와 연관 

성을 나타내는 미상핵내 세부 영역의 변화 양상을 형태 분석을 통 

해 함께 평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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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조체 내에서 과도한 음주 여부에 따른 세부 영역별 반응 

성 차이에 관한 기능성 뇌자기공명영상 연구에 의하면, 과도한 음주 

자 (heavy drinker)에게 알코올 관련 자극을 주었을 때, 등쪽 선조체 

의 활성이 가벼운 음주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OCDS의 

심각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가벼운 음주자는 알코올 관 

련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배측 선조체의 활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OCDS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Vollstädt‐Klein et al., 2010). 본 연구 

에서도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OCDS 점수는 등쪽 선조체에 해당하 

는 우측 미상핵의 부피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형태분석 결과 

OCDS내 2개의 하부 척도별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우측 미상핵과 유 

의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Table 5).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 선조체의 형태학적 차이에 대한 이전 

연구 (Hwang et al., 2006)를 통해, 부피 변화 없이도 미상핵의 형태학 

적 결함이 유발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다수의 형태 분석 연 

구에 근거하여 (Sterling et al., 2013; Solowij et al., 2013; Levitt et al., 

2009), 이번 연구에서는 부피 분석이 가지는 제한된 민감도와 신뢰 

도를 극복하고,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임상적 특성들이 미상핵의 형 

태학적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형태학적 차이를 측정한 결과,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은 정상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미상핵의 전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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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표면의 국지적 차이 (local mean difference)가 양측 모두에서 유 

의하게 나타났고, 우측 미상핵이 좌측에 비해 국지적 변위의 크기 

(mm)가 더 크게 나타났다 (Figure 5). 이러한 국지적 형태 차이는 알 

코올에 의한 신경독성효과로 미상핵 표면에 전반적인 위축이 유발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전 연구에서도, 미상핵을 포함하여 전 

두엽과 두정엽은 알코올의 신경세포 소멸 효과 (neuroapoptic effect)에 

가장 취약한 영역임이 증명된 바 있다 (Alfonso-Loeches et al., 2011; 

Young et al., 2006). 또한, 메탄올 독성은 일반적으로 미상핵, 조가비 

핵, 뇌교, 시신경, 피질하부 백질, 그리고 뇌실내에서 양측성으로 출 

혈성 괴사 (hemorrhagic necrosis)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Arora et al., 

2008). 

 동물 실험을 통한 분자유전학적 연구에 의하면, 물질 사용이 

강박적인 단계에 이르면, 조건화된 자극이 등쪽 선조체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게 된다. 한 예로, 쥐 실험에서 코카인-추구 행동은 

등쪽 선조체의 도파민 수용체 차단으로 억제되었지만, 배쪽 선조체 

와는 연관성이 없었다 (Vollstädt‐Klein., 2010). 이와 같은 맥락에서 

Arora (2008) 등의 연구에서도, 알코올 의존증을 포함하여 중증 물질 

의존에서 강박적 물질 사용과 연관된 부위는 복측 선조체보다는 미 

상핵을 중심으로 등쪽 선조체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번 

연구는 음주에 대한 갈망에서 강박적 음주 행동으로 이행하는 과정 



49 

 

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주목받는 미상핵의 형태학적 차 

이를 탐색함으로써, 미상핵이 선조체내에서 물질 중독의 병태 생리 

에 기여하는 바를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전반적인 형태 차이가 미상핵내 세부 영역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바탕으로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사 

이의 significance map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두 군간 차이는 1) 

좌우측 미상핵 모두에서 내측 체부에서 뚜렷이 드러났고, 2) 좌측과 

우측 미상핵의 차이는 우측 미상핵의 미부 복측 부위에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영역이 확인되었으며, 3) 두 군간 차이는 

p < 0.01 조건에서도 명백히 확인되었다. 미상핵의 내측 체부와 인접 

한 내측 두부 영역은 안와전두엽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안와전두 

엽은 뇌 보상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 일뿐 아니라 중격의지핵 

(nucleus accumbens)과 함께 목표-지향적 행동을 조정하는데 관여한다 

(Everitt et al., 2005). 결과적으로,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서 미상핵의 

앞내측 부위의 형태학적 차이는 보상-지향성 의사 결정 과정의 손상 

과 함께 알코올 갈망에 대한 조절 능력의 결여와도 연관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Park et al., 2010).  

       기능적 연결성의 측면에서, 선조체는 3개 영역, 즉 감각 운 

동성 등쪽외측 선조체 (조가비핵), 연합성 등쪽내측 선조체 (미상핵), 

그리고 변연계 복측 선조체 (중격핵) (Chen et al., 2011; Yin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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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진다. 피질선조체 회로 (cortico-striatal circuit)의 연속성 관 

점에서, 중독 (addiction)의 핵심 증상은 선조체와 전전두엽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이 차단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Heuvel et al., 

2010), 이 연결 고리는 선조체내에서 도파민성과 세로토닌성 시스템 

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Boulougouris et al., 2008), 특히, 뇌내 세로토닌 

시스템은 충동 조절 기전을 조율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Ciccocippo 1998), 세로토닌 수용체 (5-HT)의 결핍은 약물 사 

용에 대한 조절 능력 상실을 유발하고 중독 행위 유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사후 연구에 따르면, 정상 

대조군, 타입 1과 타입 2 알코올 의존증 모두에서 세로토닌성 말단 

부가 미상핵의 두부에서 가장 높게 발현되었고, 그 다음은 등쪽 영 

역이었다 (Storvik et al., 2006). 이러한 생물학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opioid-dopamine cascade에 작용하는 opioid 길항제인 날트렉손 

(naltrexone)과, 세로토닌 시스템에서 5-HT3 길항제인 온단세트론 

(Ondansetron)이 실제 임상에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알코올 의존의 초기 단계에 한정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eilig et 

al., 2011; Storvik et al., 2006). 

       이번 미상핵의 형태 분석 연구와 연장선상에서, Choi (2007) 

등의 보고에 의하면, 강박 장애 환자 미상핵의 좌우측 모두에서 두 

부 등쪽을 중심으로 형태학적 결함 (outward deformities)이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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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에 비해 우측에서 더욱 현저하였다. 최신 PET 연구에 의하면, 

강박 장애의 증상을 매개하는 곳으로 안와두정엽과 미상핵의 두부 

영역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Apostolova et al., 2010).  

 본 연구에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 

OCDS 척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OCDS의 하부 척도인 

CDS 점수는 미상핵의 배측 미부에서 형태학적 차이 정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R2=0.837, F=5.116, p = 0.017). 그러나 알코올 강 

도, HAM-D, OCDS의 하부 척도인 OTDS, AUDIT와는 유의한 상관관 

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우측 미상핵의 미부가 알코올 의존증 환 

자에서 문제성 음주를 유발하거나, 지속시키는 병태 생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목적-지향적 행동에서 skill (숙련된 행동)로 이행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신경 메커니즘을 규명한 동물 연구 (원숭이)에 의하면 

(Yamamoto et al., 2013), 시각적으로 인지한 대상을 선택하는 행동에 

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시각 정보에 대한 숙련 

된 선택 기전 (skillful choice mechanism), 둘째는 대상 개체에 대한 공 

간적 위치를 부호화 (encoding), 셋째는 선택을 실행에 옮기는 뇌내 

회로가 활성화되면, 이후로는 일회성 움직임 (body movement)이 스킬 

메커니즘으로 안정화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상핵의 미부가 

측두엽과 연계해서 시각적 선택 학습 (visual habit: 시각적 습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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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함이 증명되었고, 역으로 미상핵 꼬리 부위에 병변이 있을 때 

동시변별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문제성 음주 행동의 임상 척도가 우측 미상핵의 

세부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SPHARM-PDM 기법을 이용하여 

형태 분석했을 때, 정상 대조군에 비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에서 

좌우측 미상핵 모두 형태학적 차이가 나타났으나, 알콜리즘의 만성 

화와 문제성 음주의 재발에 기여하는 강박 음주 행동에 관여하는 

뇌영역은 우측 미상핵의 배측 미부에 한정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미상핵의 미부는 조가비핵과 연관해서 다양한 운동 조절에 

관여함으로써 문제성 음주 행동을 유발하고 습관성을 강화시키는 

병적 악성 순환의 유력한 뇌영역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전체 연구 대 

상수가 충분치 않아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여성 참가자의 수가 적어서 성별 효과를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으 

므로, 좀 더 많은 수의 대상군을 통해 분석 결과를 재현해 보는 것 

이 필요하다. 셋째, 일반적으로 알코올 의존증과 함께 니코틴 의존 

이 동반되기 때문에 흡연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미상핵의 형태학 

적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알코올 의존증의 병태 생리에서 미상핵의 국소 영역에서의 형태학 

적 결함이 의미하는 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치료 환경 



53 

 

하에 만성적으로 호전과 재발이 반복되는 경과를 포함하는 종단적 

분석 (longitudinal analysis)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증상의 진행 

과정에 치료적 개입이 미치는 영향을 뇌내 세부 구조물의 변화로 

확인함과 동시에, 알코올 의존증 병태 생리의 표지자로서 활용 가능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사이에서 미상핵의 형태학적 차이를 입증하 

고 더 나아가 강박적 음주 행동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미상핵내 

세부 영역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피질선조체 신경회로 

에서 물질에 대한 갈망과 중독성 행위를 유발하는 선조체의 중심 

구조물인 미상핵은 향후 알코올 사용 장애의 치료 타겟을 쾌락 추 

구와 강박적 음주 행동으로 세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뿐 아니라 

치료 반응과 재발 가능성을 예측하는 신경해부학적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SPHARM-PDM 형태 분석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 

군과 정상 대조군간 미상핵의 형태학적 차이를 3차원적으로 시각화 

하고 문제성 음주 행동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는 미상핵내의 국지 

적 영역을 규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법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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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ape analysis of the caudate nucleus related with 

compulsive drinking in the alcohol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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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Although compulsive drinking and craving are both involved 

in the higher relapse rates and a poor prognosis in patients with alcohol use 

disorder, the association between these two phenomena has been mostly 

overlooked in the clinical practice. The caudate nucleus showing a high 

relevance with problematic drinking in the pathophysiology of the alcohol 

dependence, but the study about structural abnormalities of the caudate 

nucleus are very few and the previous researches also are limited to the 

volume analysis or some mental disorders. In this study, morphological 

variation patterns and related clinical measures were evaluated between 

alcohol dependent patients and normal comparison subjects by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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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ARM-PDM that is optimized for the shape analysis of the brain structures 

having the highly complicated and convoluted surface. 

  

Methods: Twenty one alcohol dependent and 21 healthy comparison subjects 

have been recruited and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es were acquired using 

1.5-Tesla whole-body imaging scanner. SPHARM-PDM description was used 

to measure morphological alteration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volume reduction in the both left and right 

caudate nucleus between alcohol dependent and healthy comparison subject 

after adjusting for age, gender and intracranial volume (Right caudate: F1,37 = 

3.07, p = 0.028, Left caudate: F1,37 = 5.25, p = 0.002). And using SPHARM 

shape analysis, significant shape alterations have been found at the medial 

body and ventrocaudal area of the right caudate and the medial body area of 

the left caudate in alcohol dependent patients compared with healthy 

comparison subjects using non-parametric permutation test (p < 0.05). 

Additional exploratory analyses demonstrated that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core of the compulsive drinking scale (r = 0.254, p = 

0.035)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alcohol intensity (r = - 0.017, p = 

0.026) only in the ventrocaudal region (R2 = 0.837, F = 5.116, p = 0.017)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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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caudate within alcohol dependent patients after covariate adjustment 

for age, gender and intracranial volume.   

 

Conclusions: Our study first report that identify morphological alteration of 

caudate nucleus in conjunction with volume measurement in the alcohol 

dependent patients using SPHARM-PDM shape analysis. In this study, 

alcohol dependent patients have prominent shape abnormalities in both right 

and left caudate and specif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ompulsive 

drinking behavior were proven on the ventrocaudal area of right caudate. 

These novel findings strongly suggested that the close association between 

compulsive drinking and shape abnormalities of caudate nucleus, which play 

a pivotal role in predicting response to treatment and prognosis of alcoholism. 

 

Keywords: Alcohol dependence, Shape analysis, Caudate nucleus, 

SPHARM-PDM, Compulsive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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