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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ltered functional connectivities of
the salience network during resting state among individual with alcohol use disorder
using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Background: Individuals with Alcohol Use Disorder (AUD) has shown significant
attention and attraction to alcohol-related stimuli. The previous studies demonstrated
the neuropsychological, physiological responses elicited by alcohol-related cue. These
researches suggested the altered functional connectivities between brain areas related
to incentive salience among AUD patients, but not yet fully explored the functional
connectivities in salience network during resting-state among AUD patients in the
literatures.
Method: In this study,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data were acquired
for 22 AUD patients and 22 healthy controls with simila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functional connectivities between the regions in salience network was chosen as
the region of interest (ROI), and the ROI to ROI analysis with time series signals was
conducted. After that two-sample t test was performed.
Results: In the results, AUD patients exhibited increased functional connectivities
in the right anterior insula - left supramarginal gyrus, the right supramarginal gyrus
- left rostral prefrontal cortex, right supramarginal gyrus - right rostral prefrontal
cortex, and right supramarginal gyrus - left supramarginal gyrus compared to healthy
controls. The strengths of functional connectivity in these areas were linked to the
severity of AUD measured by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abnormal incentive salience toward
alcohol-related stimuli might be associated with the aberrant functional connectivities
in salience network.
Application: The aberrant functional connectivities in salience network might apply
for discrimination of AUD, and determination the severity of AUD as neuroimaging
markers.
Keywords: Alcohol use disorder, Salience network, Incentive salience, Anterior insula,
Supramarginal gyrus, Rostral prefrontal co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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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알코올 사용장애란 강박적인 음주 행위와 음주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로인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
강과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 문제를 초래하는 만성적 질병이다(Kim, 2002). 또한 알코올 중독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임
상양상이 다양하고 치료율이 낮으며, 재발률이 높다(Kim et al., 2009; Sung et al., 2003). 알코올 사용장애의 재발률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의 3년 후 재발률이 45% (Bottlender and Soya, 2005), 1년 후 재발률이 약 60% (Evren et al., 2012; Moos and
Moos, 2006; Witkiewitz and Marlatt, 2004)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높은 재발률의 요인으로는 알코올 사용장애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
인 알코올에 대한 강렬한 욕망 즉 음주갈망이 관련되어 있다고 많은 임상의와 연구자들이 인식하고 있다(Kim et al., 2009; Sinha et al.,
2007; Witkiewitz and Marlatt, 2004).
음주갈망의 신경생물학적 기전은 유인-민감화 모형(incentive sensitization model)으로 설명될 수 있다. 초반의 알코올의 섭취는 중뇌변
연도파민회로(mesolimbic dopamine pathway)의 보상시스템을 자극하여 즐거움을 만들어내 알코올에 대한 '선호(liking)'를 느끼도록 할
뿐 아니라 특정행동 추구에 동기부여를 시키는 '원함(wanting)'을 만들어 낸다. 이를 유인적 현저성(incentive salience)이라고 하는데, 즉,
알코올 섭취로 생겨난 즐거움이나 '선호' 감정으로 인해 알코올 섭취를 '유인'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반복적인 알코올의 사용은 중뇌
변연도파민회로에 신경적응변화를 만들어 알코올에 대한 유인적 현저성이 민감화된다. 즉, 알코올 섭취로 인한 즐거움이나 '선호' 감
정을 줄어들게 만들고 '원함'이라는 감정만을 남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알코올을 선호하지 않으면서도 유인적 현저성의 민감화로 인해
음주갈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음주행동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알코올 사용장애자들의 알코올에 대한 높은 민감성이 뇌의 중뇌변연도파민 회로의 기능적 손상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Vollstädt-Klein et al. (2012)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연구를 이용하여 알코올 사용장애자군의 알코올 관련 자극에 대한 주의 편향을 관
찰하였고, 이러한 특징이 변연계 및 보상 관련 회로뿐 아니라 자극의 지각과 관련된 시각 피질의 기능적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
다. 또한 알코올 의존 단계 및 재발 주기와 알코올 관련 단서에 대한 주의 편향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Fryer et al., 2013).
통제집단과 장기 단주자의 경우 단기 단주자에 비해 알코올 관련 단서에 대한 주의 편향이 적어, 전측대상회 내측 전전두엽을 포함한
주의 및 인지 통제와 관련된 영역의 활성화가 증가한 반면 단기 단주자의 경우 알코올 단서에 대한 변화된 주의와 변연계의 활성화
가 감소되었다. 이 결과들은 알코올 사용장애자가 보이는 알코올에 대한 높은 민감성은 중뇌변연도파민회로 뿐 아니라 자극을 지각하
고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뇌 내 영역 손상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자극을 탐지하고 중요한 자극 여부를 판별하는 데 관여하는 뇌 내 네트워크가 발견되었다(Seeley et al., 2007). 즉 현출 네트
워크라고 불리우는 이 신경회로는 주로 전섬엽과 배측전대상피질의 연결을 주축으로 한 대규모의 내재적(intrinsically) 회로로써, 상호
연결된 뇌 영역들과 함께 감각, 감정, 인지정보의 통합을 통해 목표행동을 위한 추동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사회적 행동, 그리고 자각
등 다양한 기능에 기여한다(Craig, 2009; Gogolla et al., 2014). 현출 네트워크에서, 전섬엽은 강력한 현저성을 띠는 자극이나 사건의 중
요도를 판별하고 상향식 처리를 통해 네트워크 내 다른 영역들로 신호를 보낸다. 이 과정에서 특정 자극에 대한 과제전환 즉 주의를
전환시키거나 유지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전대상피질로 전달된 신호는 운동영역과의 상호 연결성을 통해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을 촉
진시킨다(Menon and Uddin, 2010).
현재까지 다양한 정신장애군을 대상으로 현출 네트워크 내 이상이 보고되었다. 자폐아의 경우 얼굴 표정, 눈의 초점 등과 같은 사회
적 자극의 탐지의 부족과 현출 네트워크의 기능 이상이 관련되어 있음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손상으로 인해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게
되었음이 밝혀졌다(Volkmar, 2005). 또한 조현병 환자의 경우, 현출 네트워크의 이상과 외부 및 내부 자극에 대한 현저성의 오귀인
(misattribution of salience)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망상과 환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Palaniyappan and Liddle, 2012).
이 연구들은 현출 네트워크의 기능 이상이 자극의 탐지 혹은 주의 편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정신증적 특
징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알코올 사용장애자에게서 보이는 알코올 특징적인 주의 편향 같은 정신증적 특징이 현출
네트워크의 손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Grodin et al. (2017)은 뇌의 부피 및 피질 두께를 이용하여 알코올 사
용장애자들의 현출 네트워크 내 주요영역들 즉, 전섬엽과 전대상피질의 구조적 차이를 관찰하였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자들은 정상군에 비해 전섬엽과 전대상피질의 부피가 감소하였으며, 전섬엽의 피질 두께가 얇아 졌음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들
의 연구는 현출 네트워크 내 구조적 차이를 밝혔을 뿐, 아직까지 알코올 사용장애자를 대상으로 하여 휴지기 상태의 현출 네트워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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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연결성 이상을 보고한 연구는 없다.
선행연구들은 휴지기 상태의 기능적 연결성의 차이가 대뇌의 손상 및 기능 이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Greicius, 2008). 대뇌는 정보처리를 수행하지 않는 휴지기에도 뇌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중 60~80%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뇌 영역간
연결성을 유지한다. 이 연결성은 시간에 따른 BOLD signal의 변화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러한 변화의 추이가 유사한 뇌 영역을
묶어 네트워크가 형성된다(Rogers et al., 2007). 최근 Cole et al. (2014)은 휴지기 상태의 네트워크가 과제 수행 시 나타나는 기능적 네
트워크와 유사한 특성을 갖으며, 휴지기 상태 시 네트워크의 연결성 이상은 과제 수행 시의 뇌의 기능적 활동의 손상과 관련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 이는 알코올 사용장애자의 알코올 관련 단서에 대한 비정상적 민감성이 단순히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써 나타나는 뇌
의 기능적 손상만이 아니라 자극의 유무와 상관없는 휴지기 상태 시 기능적 연결성에 손상과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직
까지 알코올 사용장애자의 휴지기 상태의 기능적 연결성의 결함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장애자를 대상으로 하여 휴지기 상태 시 현출 네트워크 내 뇌의 기능적 연결성의 결함을 규명하고
자 하였다. 즉, 자극 제시에 기반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알코올 사용장애자가 휴지기 상태 시 현출 네트워크의 기능적 연결성
에 손상이 관찰될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Method
2.1 Participants
22명의 알코올 사용장애자 집단(남성 20명, 여성, 2명)이 뇌 영상 실험에 참여하였다(나이범위: 37~60세).
대전과 청주지역의 병원과 알코올 중독센터에 모집 공고문을 보낸 후, 각 기관의 담당자와의 연계를 통해 알코올 사용장애로 치료를
받거나 단주 중인 사람을 모집하였다. 향정신성 약물에 기인한 뇌 연결성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입원 1개월 미만 환자와 현재 향
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실험에서 제외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환자군은 약 10만원 정도의 실험참여비를 받았다. 정상대조
군(남성 20명, 여성 2명)의 경우, 알코올 사용장애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나이, 성별, 학력 등)이 유사하고, 현재 또는 과거에 Axis I 또
는 II의 진단이력이 없는 사람을 구직 홈페이지 및 인근지역 관련 인터넷 카페에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하였다(나이범위: 31~57세). 모
든 참여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휴지기 상태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촬영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생명윤리위원회에 승인(KBSI-IRB-2017-01)을 받았다.

2.2 Assessments
모든 피험자에서 알코올 중독 증상의 심각도와 임상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 강박음주갈망척도(Obsessive Compulsive Drinking Scale, OCDS), Beck의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10, PSS-10)가 사용되었다.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위험 음주자의 조기 선별을 위해 개발된 검사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2점 이상을 문제 음주, 21점 이상을 알코올 사용장애, 26점 이상을 알코올 의존으로 선별하며, 검사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의 값은 .92 이었다(Lee et al., 2000). 강박음주갈망척도(OCDS)는 알코올 사용장애자의 음주갈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로,
음주에 대한 욕망의 강도, 강박적인 사고행동, 음주 억제, 음주의 양을 측정하는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신뢰도 계수
인 Cronbach's alpha의 값은 .89였다(Choi et al., 2002). Beck의 우울 척도(BDI)는 우울증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자기 보고형 척도로, 정서
적, 인지적, 동기적 및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평가하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alpha의 값은 .89였다(Hahn, 1982).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는 Cohen et al. (1983)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연구자들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자기 보고식 평가 척도
로 지난 한 달 동안 개인의 생활이 예측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지각 정도를 측정한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범위는 0에서 40점까지이다. 검사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는 .78이었다(Cohen et a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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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euroimaging parameter
뇌 영상 촬영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있는 MRI scanner (3.0T Philips MR scanner)를 사용하였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데이터는
T2*-weighted gradient echo-planar imaging (EPI) sequence를 사용하였으며, 촬영 변수 조건은 TR/TE=2000/14ms, flip angle = 80°; field
of view (FOV) = 24 × 24cm2; matrix = 64 × 64; slice thickness = 4mm without gap, 35 slices였다. 뇌 영상 촬영은 약 10분간 진행되었
으며, 영상은 dummy를 포함하여 303 volumes를 얻었다. 휴지기 상태 시 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피험자에게 뇌 영상을 찍는 동안
눈은 감은 상태에서 수면을 하거나 졸지 말고, 머리를 움직이지 말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생각에 몰두하는 대
신, 최대한 자연스레 떠오르는 생각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게 두라고 지시하였다.

2.4 Analyzing for resting-state neuroimaging data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자료는 기능적 뇌 연결성 분석 프로그램인 CONN (http://www.nitrc.org/proj ects/con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자기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의 처음 3개의 dummy 영상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영상획득 시 발생하는 slice간 시간차를 보
정하였다. 피험자의 머리 움직임을 3-D rigid body registration을 이용하여 보정한 후, 각 축에 대한 translation과 rotation의 정도를 구
하였다. 각 실험참여자의 뇌 영상의 해부학적 차이를 교정하기 위해 Montreal Neurologic Institute (MNI) 152T1 template를 이용하여
공간적 표준화 작업을 시행하였고, 모든 부피 단위는 2 × 2 × 2mm 크기로 resampling 되었다. 이후 8mm 반치폭(full-width at half
maximum, FWHM)을 사용하여 공간적 편평화를 시행하였다. 또한 뇌 전체 혈류 변화나 호흡, 머리 움직임으로 인한 잡음변수(nuisance
variable)를 회귀분석법으로 제거하였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의 전처리 과정(pre-processing)이 끝난 후, 시간적 Band-pass filtering을
이용하여 특정 주파수 영역의 신호(0.01Hz<f<0.08Hz)를 추출하였다. 또한 신경세포의 활동 신호와 관계없는 noise를 제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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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signal을 계산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능적 연결성 분석을 시행할 현출 네트워크의 관심 뇌 영역(Region of interest, ROI)을 Figure 1과 같이 정의하
였다(Menon and Uddin, 2010; Seeley et al., 2007). 현출 네트워크의 뇌 영역으로는 좌측 전측 전전두 피질, 우측 전측 전전두 피질, 좌
측 전섬엽, 우측 전섬엽, 대상회, 좌측 상변연회, 우측 상변연회가 포함되었다.
개인별로 각 관심 뇌 영역에서 time-series를 추출하고, 각 관심 뇌 영역 time series간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각 관심 뇌 영역에 대한 개
인별 기능적 연결성 지도를 구했다. 개인별 기능적 연결성 지도의 상관계수 값의 표준화를 위해 Fisher's r-to-z 공식을 이용하여 변환
하였다. 피험자 전체의 기능적 연결성 지도를 얻기 위해, one sample t-test로 분석을 시행하였고, 두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순
열검정(permutation test)을 실시하였다. 알코올 사용장애의 심각도와 현출 네트워크의 기능적 연결성 강도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
하여, 관심 뇌 영역의 Fisher's Z값의 평균값과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점수로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지도
에 대한 다중 비교(multiple comparison)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alse Discovery Rate 방법을 통해 corrected p < 0.05 수준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3. Results
3.1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 대한 인구학적, 임상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알코올 사용장애군과 정상군 사이에서 연령 및 지각된 스트
레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 >0.05), 알코올 사용장애 지수, 음주갈망, 우울 척도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관찰되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AUD group and healthy controls
Control group

AUD group

t value

p value

Age

49.82 (5.85)

47.86 (6.72)

1.02

AUDIT

35.59 (4.95)

9.81 (6.59)

14.67

> 0.001

OCDS

42.45 (11.00)

8.63 (5.96)

12.68

> 0.001

PSS

16.59 (7.77)

16.72 (7.69)

0.06

BDI

17.91 (8.65)

9.59 (6.40)

3.62

0.31

0.95
> 0.001

Mean (standard deviation) are presented
Abbreviation: AUD, Alcohol Use Disorder; AUDIT,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OCDS,
Obsessive Compulsive Drinking Scale; PSS, Perceived Stress Scale)

3.2 Functional connectivities of salience network in each group
알코올 사용장애군은 휴지기 상태 시 현출 네트워크 중 대상회 - 좌측 전섬엽, 대상회 - 우측 전섬엽, 대상회 - 좌측 전측 전전두 피질,
대상회 - 우측 전측 전전두 피질, 좌측 전섬엽 - 우측 전선엽, 좌측 전섬엽 - 좌측 전측 전전두 피질, 좌측 전섬엽 - 좌측 상변연회, 우
측 전섬엽 - 우측 전측 전전두 피질, 우측 전섬엽 - 좌측 상변연회, 우측 전섬엽 - 우측 상변연회, 좌측 전측 전전두 피질 - 우측 전측
전전두 피질, 우측 전측 전전두 피질 - 우측 상변연회, 좌측 상변연회 - 우측 상변연회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p < 0.05, FDR) (Table 2).
정상군은 휴지기 상태 시 현출 네트워크 중 대상회 - 좌측 전섬엽, 대상회 - 우측 전섬엽, 대상회 - 좌측 전측 전전두 피질, 대상회 우측 전측 전전두 피질, 좌측 전섬엽 - 우측 전선엽, 좌측 전섬엽 - 좌측 전측 전전두 피질, 좌측 전섬엽 - 좌측 상변연회, 좌측 전측
전전두 피질 - 우측 전측 전전두 피질, 좌측 상변연회 - 우측 상변연회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p < 0.05, FDR) (Table 2). 휴지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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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상군은 알코올 사용장애군과 달리 우측 전섬엽과 현출 네트워크의 다른 영역사이에 유의한 기능적 연결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2).
각 집단별 휴지기 상태 시 현출 네트워크 내 뇌 영역간 기능적 연결성 강도의 평균은 알코올 사용장애군의 경우 0.46 (SD=0.14), 정상
군의 경우 .37 (SD=0.10)였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wo regions of salience network in each group.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wo
regions of salience network in each group
ACC

L. AINS

AUD

CON

ACC

N.A.

N.A.

L. AINS

0.48*

R. AINS

0.48*

L. RPFC

*

R. AINS

AUD

CON

0.54**

N.A.

N.A.

0.52**

0.70***

0.52**

N.A.

N.A.

AUD

CON

AUD

CON

L. SMG
AUD

CON

0.49

0.44

0.44

0.44

0.38

0.25

N.A.

N.A.

R. RPFC

0.50*

0.48*

0.33

0.27

0.51*

0.40

0.73***

0.68***

N.A.

N.A.

L. SMG

0.25

0.26

0.47*

0.41*

0.42*

0.28

0.40

0.29

0.36

0.22

N.A.

N.A.

0.28

0.50*

0.20

0.48*

0.21

0.70***

0.51*

0.30

0.30

0.37

*

CON

R. RPFC

*

R. SMG

*

AUD

L. RPFC

0.38

0.38

Standardized coefficients are presented. *p <0.05, **p <0.01, ***p <0.001
Abbreviation: AUD, Alcohol Use Disorder; ACC, Anterior Cingulate Cortex; AINS, Anterior Insula; CON, Controls; L, Left; R, Right;
RPFC, Rostral Prefrontal Cortex; SMG, Supramarginal Gyrus

3.3 Differences of functional connectivities between AUD group healthy controls
알코올 사용장애군과 정상군간 현출 네트워크 내 기능적 연결성 강도의 차이를 규명한 결과, 알코올 사용장애군은 정상군에 비해 우
측 전섬엽 - 좌측 상변연회, 우측 상변연회 - 좌측 전측 전전두 피질, 우측 상변연회 - 우측 전측 전전두 피질, 우측 상변연회 - 좌측
상변연회의 기능적 연결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 0.05, FDR-corrected) (Table 3, Figure 2). 정상군이 알코올 사용장애군에 비해 현
출 네트워크 내 기능적 연결성이 증가한 영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Group differences of functional connectivity in salience network
Beta

t value

p value

0.28

2.79

0.02

0.38

0.20

2.74

0.01

R. SMG - R. RPFC

0.48

0.21

3.23

0.01

R. SMG - L. SMG

0.70

0.51

3.04

0.02

Functional connectivity

AUD

CON

R. AINS - L.SMG

0.42

R. SMG - L. RPFC

Abbreviation: AUD, Alcohol Use Disorder; AINS, Anterior Insula; CON, Controls; L, Left; R, Right; RPFC, Rostral Prefrontal
Cortex; SMG, Supramarginal Gy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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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orrelation between AUD severity and the strength of functional connectivity in salience network
현출 네트워크 내 뇌 영역간 기능적 연결성 사이의 강도와 알코올 사용장애 지수(AUDIT 점수)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결과, 알코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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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장애 지수가 높을수록 우측 전섬엽 - 좌측 상변연회(r = 0.43), 우측 상변연회 - 좌측 전측 전전두 피질(r = 0.48), 우측 상변연회 - 우
측 전측 전전두 피질(r = 0.46), 우측 상변연회 - 좌측 상변연회(r = 0.41)의 기능적 연결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FDR-corrected) (Figure 3).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현출 네트워크에서 알코올 사용장애군과 정상군이 다른 기능적 연결성을 보이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알
코올 사용장애군에서 우측 전섬엽 - 좌측 상변연회, 우측 상변연회 - 우측 전측 전전두피질, 좌측 상변연회 - 우측 전측 전전두 피질,
좌측 상변연회 - 우측 상변연회간 기능적 연결성 증가가 관찰되었다. 또한 이들의 기능적 연결성 증가는 알코올 사용장애 심각도와
연관되어 있었다. 집단 내 분석결과에서도, 휴지기 상태 동안 알코올 사용장애군은 정상군에 비해 현출 네트워크 내 각 뇌 영역별 유
의미한 연결성의 개수와 기능적 연결성 강도에서 정상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Jansen et al. (2015)은 이러한 기능적 연결성의 증가가 알코올과 같은 약물이 기능적 네트워크를 교란시키는 것에 대한 뇌 보상 메커
니즘과 관련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즉 알코올 섭취 전과 비슷한 수준의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인지처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의 추
가적인 인지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알코올의 장기적인 섭취가 회백질과 백질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알코올을 장기적으로 섭취하였을 때 전전두엽, 뇌섬엽, 전대상피질 등에서 부피감소가 관찰되었으며, 이 영역들에게서 과활
성화가 나타났음을 밝혔다(Pfefferbaum et al., 2006; Momenan et al., 2012; Durkee et al., 2013; Grodin et al., 2013). 즉, 휴지기 상태의
기능적 연결성의 증가는 뇌의 구조적 손상으로 기인한 뇌 기능의 저하를 만회하기 위한 보상 기전이라는 것이다. 이는 알츠하이머 환
자에서 구조적 손상을 보이는 뇌 영역의 신경연결성 강도의 증가가 보고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Wilcox et al., 2015).
현출 네트워크는 중독장애에서 인지적 억제와 의사결정과정 시 유인적 현저성(incentive salience)을 통합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전섬엽의 경우 현출 네크워크의 허브로써 정서처리와 인지처리를 연합하여 갈망 상태의 주관적 지각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
(Menon and Uddin, 2010; Zhu et al., 2017). 즉, 1) 청각과 시각을 포함한 다양한 감각 수용기로부터 입력을 받아들이고 수렴하여 다양한
감각 자극에 대해 동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2) 편도체 및 복측 선조체와도 상호 연결되어 있어 외부 자극에 대한 정서적 및 보상적
유인가를 처리하는 것, 3)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외에도 심장박동, 피부 전도, 호흡과 같은 자율신경계 반응과 관련된 내부 신호에도
민감하여 내적 갈망 상태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집단 내 분석결과, 정상군의 경우 우측 전
섬엽과 현출 네트워크 내 다른 영역들의 기능적 연결성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알코올 사용장애군의 경우, 우측 전섬엽과 다른 영역들
의 기능적 연결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집단간 분석결과에서 우측 전섬엽과 좌측 상변연회의 기능적 연결성이 정상군에 비해 알코올
사용장애군이 증가하였음이 발견되었다. 이 결과는 알코올 사용장애군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알코올 관련 단서에 대한 비정상적 민
감성이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음주갈망 수준이 전측 뇌 섬엽의 기능적 손상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집단분석 결과, 기능적 연결성의 차이는 상변연회를 중심으로 발견되었다. 상변연회는 브로드만 영역 40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체감각 연합 피질의 일부이다. 이 영역은 작업 기억의 활성동안 입력된 정보를 재조직화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Courtney et al., 2014). 특히 좌반구의 상변연회의 경우 시각, 청각, 체감각 피질 등 여러 감각 수용기에서 입력된 정보를 통합하고,
필터링함으로써 새로운 정보에 주의를 전환시키거나, 중요한 정보에만 주의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Cavanna and
Trimble, 2006). 최근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반구의 상변연회는 타인에 대한 공감을 조절하여, 사회인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
고하였다(Carter and Huettel, 2013). 또한 이 부분의 손상은 타인 및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하고, 조절하는데 결함을 보이는 감
정표현불능(alexithymia)과 관련이 있다(Bird and Cook, 2013).
특히 본 연구에서 상변연회와 전측 전전두 피질의 기능적 연결성의 일탈이 양반구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전측 전전두 피질의 경우 인
지적 분기망(cognitive branching)의 핵심 중추로, 진행 중인 작업을 실행하고 완료하기 위해 이전의 작업을 잠시 보류시키는 것과 관
련된 것으로, 여러 과제 수행 시 과제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의 배정, 그리고 이전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의 순차 연결과 관련이 되
어 있다(Koechlin and Hyafil, 2007).
상변연회-전측 전전두 피질 연결로는 현출 네트워크 이외에 전두-두정 네트워크에도 해당하는 연결로이며, 실행 기능과 관련이 되어

석지우·박미숙

대한인간공학회지

31 Dec, 2019; 38(6):

Salience Network in Alcohol use Disorder 479

있다고 알려져 있다(Menon and Uddin, 2010). 선행연구 결과들은 이 연결로의 이상이 작업 기억 및 순차 연결과 같은 기능에 손상을
주어 자극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제안하였다(Supekar and Menon, 2012). 상변연회와 전측 전전두 피질의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미루어 볼 때, 알코올 사용장애군이 알코올 관련 단서에 대한 비정상적 주의 초점화 및 음주 행위에 대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정서처리 능력의 손상 등이 상변연회와 전측 전전두 피질의 기능적 연결성 이상과 관련이 있음을 시
사한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알코올 사용장애군은 현출 네트워크의 영역에서 높은 기능적 연결성을 보였고, 이는 구
조적 결함의 보상 기전으로 인한 각 영역의 과활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알코올 관련 단서에 대한 높은 유인적 민감성과 주
의 초점화, 음주 행위에 대한 우선적 부여와 같은 특성들이 이러한 현출 네트워크 내 전섬엽, 상변연회, 전측 전전두 피질의 기능적 결
함과 관련이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남성참여자의 비율이 여성참여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이 여성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의 비율은 모집단의 비율
에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또한 이 연구에 따르면 음주 섭취의 원인에 있어 성차가 존재하며, 알코올 사용장애의 임상양상도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성차는 남성과 여성의 휴지기 상태 시 기능적 연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 여성 알코올 사용장애자의 자료를 수집하여 휴지기 상태 시 기능적 연결성에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
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횡단연구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에서 나온 기능적 연결성의 손상이 알코올에 효과로 기
인한 것인지, 아님 이러한 기능적 연결성의 특징이 알코올 사용장애로 발전시키는 것인지에 관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
이다.
몇몇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사용장애군을 대상으로 한 현출 네트워크 내 기능적 연결성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에서, 본 연구
는 알코올 사용장애군의 빈번한 재발과 관련한 특징과 관련된 요인을 찾는데 실증적인 증거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알코
올 사용장애군의 현출 네트워크 이상에 대한 결과는 알코올 사용장애의 진단분류, 중증도의 판별, 치료적 개입의 효과성 검증을 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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