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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r conditioning and extinction, which are adaptive processes to learn and avoid potential threats, have essential roles in the pathophysiology of anxiety disorders. Experimental fear conditioning and extinction have been used to identify the mechanism of fear and
anxiety in humans. However, the brain-based mechanisms of fear conditioning and extinction are yet to be established. In the current
review, we summarized the results of neuroimaging studies that examined the brain changes—functional activity and structures—regarding fear conditioning or extinction in healthy individuals. The functional activity of the amygdala, insula, anterior cingulate gyrus, 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and hippocampus changed dynamically with both fear conditioning and extinction. This review
may provide an up-to-date summary that may broaden our understanding of pathophysiological mechanisms of anxiety disorder. In
addition, the brain regions that are involved in the fear conditioning and extinction may be considered as potential treatment targets
in the future studies.
KeywordsZZFear conditioning; Fear extinction;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unctional activity; Amygdala.
Received: June 1, 2021 / Revised: June 24, 2021 / Accepted: July 5, 2021
Address for correspondence: Jungyoon Kim, MD, PhD
Ewha Brain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Korea
Tel: +82-2-3277-6555, Fax: +82-2-3277-6562, E-mail: jungyoon.kimm@ewha.ac.kr

서

론

안 장애(anxiety disorder),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등의 병태생리에 중요한 요소

공포 조건화(fear conditioning)는 위험한 상황과 관련하여

이다.3)

공포를 학습 및 기억함으로써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하게 하

공포 조건화는 고전적 조건화(Pavlovian classical condi-

는 과정으로,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이다.1)2) 또한, 위험한 상

tioning)의 일종으로 두 개의 독립적인 자극인 조건 자극, 무

황이 종료된 후에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여

조건 자극을 연관시키는 과정이다.4) 구체적으로, 연구 대상자

공포 학습 및 기억이 없어지는 공포 소거(fear extinction)가

에게 무해한 조건 자극(conditioned stimulus, CS)과 불쾌감

2)

일어난다. 공포 조건화 및 소거 과정에 이상이 있다면 위험하

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조건 자극(unconditioned

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포나 불안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불

stimulus, US)을 함께 반복적으로 제시하면 연구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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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극 사이의 연관성을 학습하여 조건화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만약 US 없이 CS만 제시되었을 때에도 연
구 대상자가 US에 대한 반응, 즉 불쾌감이나 공포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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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를 조건 반응(conditioned response)이라고 하며, 공
4)

포 조건화가 성공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본다.

전적 조건화를 사용한 연구만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고전적
조건화가 아닌 맥락 조건화(context conditioning)에서 일어

이러한 공포 조건화는 일반화(generalization)가 일어나기
도 한다. 공포 조건화의 일반화란, 공포 조건화된 해당 자극

나는 맥락에 대한 인지처리 과정보다 공포 조건화 및 소거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 아닌 새로운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기존의 경험에 기반하

대상 및 방법

여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공포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동물이 과거에 만난 포식자와 닮은 동물을 만났
을 때, 과거의 포식자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인

문헌 검색은 미국국립보건원 산하 미국국립의학도서관 문

지하고 도망치는 현상을 공포 조건화의 일반화로 볼 수 있다.

헌 정보 서비스 PubMed (https://pubmed.ncbi.nlm.nih.

사람에서도 공포 조건화의 일반화를 실험적 방법으로 확인할

gov/)를 이용하였다. 검색어는 “fear conditioning”, “extinc-

수 있다. 먼저 공포 조건화 후 CS를 단계별로 제시하여 공포

tion”, “neuroimaging”, “functional connectivity”, “func-

반응이 일어나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포를 느끼

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functional

는 사람의 표정을 단계별로 준비하고 중간 단계의 공포감을

neuroimaging”, “brain”, “human”을 조합하였고, 2011년부터

느끼는 표정을 CS+로, 무표정 혹은 1단계의 공포를 느끼는

2020년 12월까지의 최근 10년 내 발행된 영문 문헌으로 한

사진을 CS-로 공포 조건화한다. 그런 다음, 높은 단계의 공포

정하여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총 183건을 확인하였다. 이후

감을 느끼는 표정 사진을 새로운 자극으로 제시하였을 때 공

다음 선별 기준에 따라 문헌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으로는

포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공포 조건화의 일반

1) 원저 논문이며, 2)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

화가 일어났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적 공포 조건

로 하였고, 3) 자기공명뇌영상을 촬영하였고, 4) 공포 조건화

화는 불안이나 공포의 원인, 공포가 유지되는 현상 등을 개

혹은 소거를 적용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외 기준은 1)

념화할 수 있는 실험 모델로 확립되어, PTSD 및 불안 장애의

원문에 접근할 수 없거나, 2) 동물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3)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5)

환자군 혹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되었거나, 4) 약물 투여

공포 소거는 US와 CS의 연합이 생성된 조건화 상태에서

혹은 기타 방법으로 치료적 중재(intervention)를 한 연구이

US 없이 CS만 반복적으로 제시하였을 때, 조건 반응이 점진

거나, 5) 뇌영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6) 공포 조건화 및 소

6)

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공포 소거는 CS와 US의 연

거에 맥락 조건화(context conditioning)를 사용한 연구이거

합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 CS에 대해 새로운 조건화가 일어

나, 7) 공포 조건화가 아닌 다른 조건화 방법(appetitive con-

나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6) 그러므로 실험적 공포 소거가 일

ditioning 혹은 disgust conditioning)을 사용한 연구이거나,

어나는 신경생물학적 기전을 밝힘으로써 불안 장애 및 PTSD

8) 공포 조건화 및 소거와 관련이 없는 연구였다. 이후 상호

3)

등의 발병과 치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참조를 통해 systematic review 또는 meta-analysis에 포함

공포 조건화 및 소거에 관여하는 주요 뇌 영역으로는 편도

된 논문 중 본 연구의 선정/제외 기준에 부합하는 논문 14편

체(amygdala), 해마(hippocampus), 하부변연계피질(infralim-

을 추가하여 총 23편의 논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그림 1).

bic cortex), 전변연계피질(prelimbic cortex)이 동물 및 사람

해당 논문들 중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사용한 경우가 21편,

7-9)

대상 연구에서 밝혀졌다.

특히 사람에서의 기능적 자기공명

구조적 뇌영상을 사용한 경우가 2편이었으며, 기능적 자기공

영상 연구에서 공포 조건화 형성 및 위협 신호에 대한 반응에

명영상 연구 중 공포 조건화 관련 결과가 12편, 공포 소거 관

는 전대상회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ACC) 및 섬엽(in-

련 결과가 3편, 양쪽 모두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 논문이 6편

sular cortex)을 포함하는 내측전전두피질(medial prefrontal

이었다.

cortex)이, 공포 소거에는 복내측전전두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vmPFC)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결

과

10)

보였다.

본고에서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을 포함하여 공

공포 조건화(fear conditioning) 방법

포 조건화 및 소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뇌 변화를 알아보고자

공포 조건화를 사용한 23편의 연구 중 사진, 기하학적 도형

하였다. 정신과적 질환 또는 신경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 질환

등의 시각 자극을 CS로 사용한 경우가 대다수로 20편이었고,

의 영향으로 공포 조건화 및 소거 과정에서 차이를 보일 수

순음(pure tone)의 청각 자극을 CS로 사용한 경우가 3편이

있으므로 본고의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고는 고

었다(표 1). US로는 불쾌한 전기 자극을 사용한 연구가 15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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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identified from PubMed
(n=183)

Records excluded (n=61)

Records screened

- Systematic review or meta-analysis (n=56)

(n=183)

- Animal studies (n=4)

Screening

- Full-text unavailable (n=1)

Articles excluded (n=113)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 No classical fear conditioning (n=45)

(n=122)

: No conditioning (n=24)
: Contextual conditioning (n=15)
: Appetitive or disgust conditioning (n=6)
- Patient or adolescent subjects (n=35)
- Interventional studies (n=19)
- No brain imaging (n=14)
Articles identified by cross-referencing of systematic

Included

review or meta-analysis (n=14)
Articles included in review
(n=23)

Fig. 1. Framework of the literature review process (PRISMA flow diagram).

비명소리 등 청각 자극을 사용한 연구가 5편, 공포감을 주는
11-13)

사진 등 시각 자극을 사용한 연구가 3편이었다.

dala), 섬엽(insular cortex), 전대상회피질(ACC), 시상(thala-

공포 조

mus), 해마(hippocampus), 중심회색질(periaqueductal gray),

건화가 잘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활력징후 및 자율신

미상핵(caudate), 선조체(striatum), 측두엽(temporal lobe),

경계 반응인 피부전도도(skin conductance response, SCR),

모서리위이랑(supramarginal gyrus), 하두정소엽(inferior

동공(pupil) 크기, 심박수(heart rate), 호흡수(respiration rate)

parietal lobule) 등이었다. 반면 공포 조건화에서 안전 자극에

등을 측정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에게 CS에 대한 주관적인 공

대하여 기능적 활성도가 더 높아지는 영역, 즉 CS-에서 CS+

11)14-16)

포감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보다 활성도가 더 높았던(CS- ＞ CS+) 뇌 영역은 전대상회

공포 조건화 실험에서는 CS와 US를 연합하는 조건 자극인

피질(ACC), 복내측전전두피질(vmPFC), 후대상피질(posterior

CS+, US와 연합하지 않는 조건 자극인 CS-가 제시되었으며,

cingulate cortex), 해마(hippocampus) 등이었다. 본고에서

CS+가 제시될 때 US가 함께 제시되는 비율인 CS-US con-

요약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편도체, 섬엽, 복내측전전두

tingency는 25%-100%였다.

피질, 전대상회피질, 해마의 변화를 보고하였으므로, 각각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공포 조건화와 관련된 뇌 영역
공포 조건화에 관련된 뇌 영역은 CS+와 CS-에서의 뇌 활

공포 조건화에서 편도체의 변화

성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연구되었다. 구체적으로, CS+에서

특히 편도체는 공포의 표현에 관여하는 주요 영역으로 알

와 CS-에서 뇌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관심 영역(region of

려져 있으며,17) 공포 조건화에서 CS의 종류와 무관하게 편도

interest) 분석법 혹은 전체 뇌 영역 분석법(whole brain anal-

체의 활성도가 CS+에서 CS-에 비하여 높았다.11)12)14)18-22) 또한,

ysis)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공포 조건화에서 공포 자극에

이러한 편도체의 활성도 증가는 SCR 증가, 눈 깜박임 시의

대하여 기능적 활성도가 높아지는 뇌 영역, 즉 CS+에서 CS-

근전도 변화, 심박수 상승, 주관적인 공포감 평가 점수 증가

보다 더 활성도가 높은(CS+ ＞ CS-) 뇌 영역은 편도체(amyg-

등 공포 반응과 함께 일어났으므로12)18-21) 편도체의 활성도 증
journal.biolpsychiatry.or.kr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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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F)

Mean age

Subjects
CS

US

et al.19)

Klucken

et al.18)

Hermans

et al.38)

Harrison

et al.33)

Haritha

107 (58/49)

24 (12/12)

57 (20/37)

25 (9/16)

120 (53/67)

Goodman

et al.16)

29 (-/-)

Feng et al.13)

et al.15)

Dunsmoor

46 (17/29)

14 (7/7)

Dunsmoor

et al.32)

6 (4/2)

16 (8/8)

Bach et al.14)

et al.12)

Apergis-Schoute

et al.11)

24.3

22.8

21.6

20.0

20.15

-

24.43

22

-

27

figures

Geometrical

Photographs

figures

Geometrical

Tones

Tones

figures

Geometrical

Photographs

Photographs

figures

Geometrical

Tones

figures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Sound

White noise

White noise

Fear picture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Functional MRI studies on neural activity of specific brain regions
Andreatta
14 (-/-)
Geometrical Electric shock

Study

Table 1. Characteristics of neuroimaging studies on fear conditioning
CS-US

50%

50%

50%

100%

100%

62.5%

40%

62.5%

50%

42%

100%

contingency

SCR

respiration

SCR, heart rate,

rating

Arousal rating, valence

SCR, US expectancy

stress rating

heart rate, self-reported

SCR, US expectancy,

fear ratings

SCR, US expectancy,

SCR

SCR, US expectancy

SCR

SCR

valence rating

arousal rating,

CS-US contingency,

Other assessments

insula, occipital lobe, thalamus, vmPFC

operculum, postcental gyrus, ACC, amygdala,

Occipital cortex, L OFC, SMA, MTG, SMG, rolandic

[CS+ ＞ CS−]

temporoparietal junction

Amygdala, hippocampus, dACC, anterior insula,

[CS+ ＞ CS−]

hippocampus

vmPFC, PCC, IPC, lateral OFC, dPFC, posterior

[CS+ ＜ CS−]

dlPFC, dmPFC, R IPL, insula

[CS+ ＞ CS−]

dlPFC, dmPFC, insula, IPL

[CS+ ＞ CS−]

dACC, mPFC, insula, thalamus, temporal lobe

[CS+ ＞ CS−]

vmPFC, PCC, L angular gyrus

[CS+ ＜ CS−]

Insula, striatum, thalamus, dACC

[CS+ ＞ CS−]

rACC, subgenual ACC

[CS+ ＜ CS−]

Caudate, insula, thalamus, PAG

[CS+ ＞ CS−]

WP: BLA, centrocortical amygdala

LP: BLA, centrocortical amygdala

[CS+ ＞ CS−]

WP: vmPFC

[CS+ ＜ CS−]

WP: dACC, thalamus, PAC

EP: L amygdala

[CS+ ＞ CS−]

R amygdala, L insula

[CS+ ＞ CS−]

Main f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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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4/26)

38 (15/23)

van Well
et al.27)

Visser et al.35)

18 (9/9)

-

21.31

23.7

22.4

23.6

-

Geometrical
figures

Geometrical
figures

Photographs

Photographs

Photographs

Geometrical
figures

Photographs

Geometrical
figures

CS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White noise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US

22.8

Rem: 21.6
Non-rem: -

-

Photographs

Geometrical
figures

Geometrical
figures

Electric shock

Fear picture

Fear picture

50%

62.5%

62.5%

35%

50%

50%

75%

25%

38%

60%

50%

CS-US
contingency

SCR, heart rate,
respiration

Fear ratings

SCR, US expectancy,
fear ratings

SCR

SCR, CS-US contingency

Eye track, pupil dilation

SCR, eye blink, US
expectancy, CS-US
contingency

Valence rating, arousal
rating

SCR

SCR, US expectancy

SCR

Other assessments

[Functional connectivity]
↑ amygdala-hippocampus, vmPFC, FFA after FC

[Functional connectivity]
Rem ＞ non-rem: amygdala-vmPFC
[ALFF change in rem]
↑ dACC, vmPFC

[Functional connectivity]
↑ amyglala-dACC, hippocampus-insula after FC
↓ amygdala-mPFC after FC

[Corr +]
PI/temporal opercular thickness-CR in FC

[Corr +]
L amygdalar volume-CR in FC
Hippocampus volume-contingency ratings

[Neural pattern]
ACC, amygdala, hippocampus, SFG, vmPFC

[CS+ ＞ CS−]
dACC, rACC, R amygdala, R hippocampus, insula

[CS+ unpaired ＞ CS−]
LP: amygdala
WP: rACC, insula, thalamus, striatum

[CS+ ＞ CS−]
Amygdala
[CS+ ＜ CS−]
vmPFC

[CS+ ＞ CS−]
Insula, SMA, brain stem, caudate, cerebellum

[CS+ ＞ CS−]
Amygdala

Main finding

n, number; M, male; F, female; CS, conditioned stimulus; US, unconditioned stimulus;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CS+, conditioned stimulus followed by unconditioned
stimulus; CS-, conditioned stimulus not followed by unconditioned stimulus; R, right; L, left; SCR, skin conductance response; EP, early phase; WP, whole phase; dACC, 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 PAC, primary auditory cortex; vmPFC, 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LP, late phase; BLA, basolateral amygdala; PAG, periaqueductal gray; rACC, rostral
anterior cingulate cortex; ACC, anterior cingulate cortex; PCC, posterior cingulate cortex; mPFC, medial prefrontal cortex; dlPFC,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mPFC, dorsomedial prefrontal cortex; IPL, inferior parietal lobule; IPC, inferior parietal cortex; OFC, orbitofrontal cortex; dPFC, dorsal prefrontal cortex; SMA, supplementary motor area; MTG, middle temporal gyrus; SMG, supramarginal gyrus; CS+ unpaired, CS+ without US; SFG, superior frontal gyrus; Corr+, positive correlation; CR, conditioned responses; FC, fear conditioning; PI, posterior insula; rem, reminder group; non-rem, non-reminder group; ALFF, amplitude of low frequency fluctuations; FFA, fusiform face area

24 (12/12)

Rem: 20 (10/10)
Non-rem: 18 (-/-)

Feng et al.50)

Hermans
et al.18)

29 (-/-)

Feng et al.13)

Functional MRI studies on the functional connectivity between the brain regions

Hartley et al.36)

Cacciaglia
et al.28)

52 (34/18)

32 (12/20)

Sehlmeyer
et al.22)

Structural MRI studies

19 (9/10)

Schiller
et al.21)

25.3

23.93

Mean age

Subjects

49 (21/28)

70 (-/-)

n (M/F)

MacNamara
et al.34)

Klucken
et al.20)

Study

Table 1. Characteristics of neuroimaging studies on fear conditioning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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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직간접적으로 공포 반응에 관여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27)28)

편도체는 기저외측(basolateral)과 중심피질(centro-cortical)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어떤 영역이 공포 조

공포 조건화에서 섬엽의 변화

건화에 주로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다. 공포 조건

섬엽은 공포에 대한 의식적인 평가 및 공포로 인한 정서 반

화 시행 시간에 따라 CS+와 CS-에서의 편도체 활성도 비율

응을 조절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15)29-31) 본고에서 고찰한

(CS+/CS-)을 분석한 결과, 공포 조건화 후반부로 갈수록 전

논문들에서는 섬엽의 활성도가 공포 조건화 중 CS+가 제시

체 편도체 및 각 세부 영역에서 모두 CS+와 CS-에서의 활성

될 때 증가하였으며(CS+ ＞ CS-).11)13)15)16)18)22)27)32-35) 공포 조건

도 비율이 증가하였다.14) 또한 기저부와 중심피질부의 활성도

화가 일반화(generalization)될 때에도 활성화되었다.5)

비율의 차이는 없었기에 해당 논문에서는 편도체의 세부 영
14)

역 모두 공포 조건화에 관여한다고 제안하였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포 조건화의 일반화 실험에서는 표
정 사진을 CS로 사용하였다. 공포를 느끼는 표정 사진을 5단

공포 조건화에서 편도체의 활성화 정도에는 유전자 다형성

계로 준비하고(1단계-공포감이 없음, 5단계-극심한 공포감),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9) 한 예로, 세로토닌 수송 유전자의

3단계의 공포감을 느끼는 표정 사진을 CS+로, 1단계의 사진

프로모터 영역인 SLC6A4 (serotonergic transporter-linked

을 CS-로 공포 조건화한 후, 4, 5단계의 공포감을 느끼는 표

polymorphic region) (5-HTTLPR)의 유전자에 s-allele을

정 사진을 새로운 자극으로 제시하였을 때, SCR로 측정한

23)24)

가진 경우 정신장애 발병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공포 반응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포 조건화의 일반화가 일

러한 5-HTTLPR의 s-allele 보유자와 l/l-allele 보유자를 대

어났다고 볼 수 있다. 섬엽의 활성도도 SCR과 비례하여 높아

상으로 공포 조건화에서의 편도체의 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졌다.5)

s-allele 보유자의 편도체 활성도가 l/l-allele 보유자에 비하

또한 섬엽의 세부 영역 중에서도 특히 뒤쪽 섬엽(posterior

여 높았다. 또한 s-allele을 가진 경우 공포 조건화에서 편도

insula) 피질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공포 조건화에서의 SCR

19)

체와 섬엽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 또한 높았다. 편도체가 공

반응 크기가 커졌고, 이러한 결과는 섬엽이 공포 조건화 중

포 조건화에 중요한 뇌 영역임을 고려하면, 유전자형에 따른

불쾌한 자극을 표현하는 데 관여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편도체 활성화 차이 등 개인별 요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한다.36) 그러므로 섬엽은 공포 자극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 공

할 것이다.25)26)

포 자극이 올 것이라 예측되는 상황에서 활성화되어 공포에

편도체의 활성도가 어떤 자극에 의해 증가하는지도 공포

대한 정서적 표현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고 생각되며, 불안

조건화에 관여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27) 공포 조건화 초기와

장애 및 PTSD에서의 공포 반응을 조절하는 주요 뇌 영역으

후기의 눈 깜박임 시의 근전도 차이(정서 반응)가 있는 군은

로 간주되고 있다.36)

공포 조건화가 일어난 군으로, 근전도 차이가 없는 군은 공포
조건화가 일어나지 않은 군으로 판단하여 공포 조건화에서의

공포 조건화에서 복내측전전두피질의 변화

편도체의 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공포 조건화가 일어난 군은

복내측전전두피질(vmPFC)은 공포 자극과 안전 자극의 차

CS+가 제시될 때 CS-에서보다 편도체의 활성도가 높았던

이를 학습한다고 알려진 영역으로,37) 공포 조건화에서는 CS+

반면, 공포 조건화가 일어나지 않은 군은 CS+와 CS- 자극

보다 CS-에서 활성도가 높았다.12)13)15)16)18)21)33)38) 즉, vmPFC는

사이에 편도체 활성도 차이가 없었다. 또한 공포 조건화가 일

공포감 혹은 불쾌감을 느끼는 자극에서보다 안정감을 주는

어나지 않은 군에서는 공포 조건화 과정 중 US 및 안전 자극

자극에서 활성도가 높았다. 공포 조건화 중 vmPFC와 편도

CS-가 제시될 때 편도체 활성도가 높아져 있었다. 그러므로

체의 활성도를 함께 비교하였을 때, 공포 조건화 초기에는 편

해당 연구에서는 공포 자극이 아닌 CS- 및 US에 대한 편도

도체 활성도가 증가하는 반면 vmPFC의 활성도는 감소되었

체의 과활성화가 오히려 공포 조건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다.12) 그러므로 vmPFC가 공포 자극과 안전 자극에 대한 학

작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27)

습에 다르게 관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38)

편도체의 부피 역시 공포 조건화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반

안전 자극에 대한 학습을 할 때의 vmPFC의 역할을 보다

응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28) 편도체의 부피가 클수록 공포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공포 조건화 전 기저시점(baseline)

조건화의 초기에 SCR의 반응이 크게 나타났고, 이는 CS와

에서 US 없이 CS (CS+baseline 또는 CS-baseline)를 제시하였을

US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contingency awareness)과는 상관

때와 공포 조건화 중 CS (CS+conditioned 혹은 CS-conditioned)가 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편도체는 공포 조건화 과정

시되었을 때의 활성도를 비교하였다.38) 또한, 연구참여자에게

에서 공포 인지보다 자율신경계 변화에 더 관여한다고 유추

CS+, CS- 각 자극을 보았을 때의 불안함 또는 즐거움의 정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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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vmPFC의 활성도는 CS-baseline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해마의 부피가 클수록 공포 조

에 비하여 CS-conditioned에서 높았고(CS-conditioned ＞ CS-baseline),

건화에서의 CS-US의 연관성을 더 잘 의식하나, SCR로 측

이는 즐거움 평가 정도와도 비례하였다. 그러므로 vmPFC는

정한 공포 반응의 정도는 해마의 부피와 관련성을 보이지 않

안전 자극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처리에 관여한다고 볼 수

았다.36) 그러므로 해마는 공포 조건화 과정에서 정서 반응보

있다.38)

다 인지처리 및 의식적인 공포 조건화 학습에 관여하리라 생

반면 vmPFC의 활성도가 CS+에서 CS-보다 높다고(CS+

각된다.28)

＞ CS-)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 해당 연구의 저자들은 vmPFC
의 활성도가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vmPFC의

공포 조건화에서 시상의 변화

각 세부 영역별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이라 추정하였다. 그러

공포 조건화 과정에서 활성도의 변화를 보인 또 다른 영역

나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vmPFC 기능에 대한 추가

으로는 시상(thalamus)이 있다. 시상은 불쾌 자극을 학습하

19)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는 주요 영역으로, 감각 정보를 편도 및 대뇌 피질로 연계하
는 역할을 한다. 시상은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공포 조
건화 중 CS+에서 CS-보다 활성도가 높았다.12)13)15)22)32)35)

공포 조건화에서 전대상회피질의 변화
전대상회피질(ACC)은 뇌량(corpus callosum) 주변부에 위
치하며 전두엽 및 변연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감각, 운동, 인지,
39)

정서 반응과 관련된 정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공포 소거(fear extinction) 방법

ACC의

조건화된 공포를 소거하는 방법은 공포 조건화 연구에서

세부 영역은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데, 부리쪽 전대상회

CS와 US를 연합하여 제시하였던 조건 자극인 CS+와 US와

피질(rostral ACC)은 정서반응, 배측 전대상회피질(dorsal

연합하지 않았던 조건 자극인 CS-를 다시 반복적으로 제시

ACC)은 인지처리(cognitive processing) 조절에 관여한다고

하되, US 없이 CS+를 제시하여 CS+가 무해한 자극임을 새

39)

생각된다. 특히 배측 전대상회피질은 편도체의 활성화를 조
40)

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6)

절함으로써 공포 반응에 관여하며, 일반적으로 경계 상태에

공포 소거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포 조건화

서 일어나는 자율신경계 반응을 매개할 뿐만 아니라 공포 기

에서와 마찬가지로 SCR, 동공 크기, 심박수, 호흡수 등의 활

41)42)

력징후 및 자율신경계 반응을 관찰하였으며,18)44) 연구 대상

억의 강화에도 관여한다고 알려졌다.

본고에 포함된 연구에서는 ACC의 활성도가 CS+에서 CS12)13)19)27)

보다 높았으며(CS+ ＞ CS-),

공포 조건화 후 ACC 활

자가 CS가 제시되었을 때 느끼는 주관적인 공포감이나45) 감
정을22)44) 평가하기도 하였다.

성도의 증가는 개인의 정서 반응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공포
조건화 이후 눈 깜박임 시의 근전도로 측정한 공포 반응이

공포 소거와 관련된 뇌 영역

클수록 CS+와 CS-에서 배측 전대상회피질의 활성도 차이가

공포 소거 단계에서 CS-보다 CS+에 활성도가 높았던 뇌

커지는 반면, 부리쪽 전대상회피질에서는 활성도 차이를 보이

영역은 편도체, 섬엽, 아래이마이랑(inferior frontal gyrus),

지 않았다. 이는 배측 전대상회피질이 공포 조건화의 인지처

중심앞이랑(precentral gyrus),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리뿐만 아니라 공포 관련 정서 반응에도 관여할 수 있음을

cortex), 변연엽(limbic lobe), 측두이랑(middle temporal gy-

12)27)

시사한다.

반면, 공포 조건화의 일반화 과정에서는 ACC
33)

활성도가 CS-와 같은 안전 자극에서 더 높았다.

rus), 아래관자피질(inferior temporal gyrus), 모서리위이랑

이렇듯 공

(supramarginal gyrus), 후두피질(lateral occipital cortex),

포 조건화에서 ACC의 역할에 대하여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하두정소엽(inferior parietal lobule), 보조운동영역(supple-

않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mentary motor area)이다(표 2). 반면 CS+보다 CS-에서 활
성도가 높았던 뇌 영역은 복내측전전두피질(vmPFC), 후대

공포 조건화에서 해마의 변화

상피질(posterior cingulate cortex), 쐐기앞소엽(precuneus),

해마 역시 공포 조건화의 형성과 공포 기억의 유지에 주요

측두이랑이다(표 2). 특히, 공포 소거에는 편도체, 해마, 전전

한 역할을 하는 뇌 영역이다.43) 공포 조건화 동안 해마 전체

두엽 등 대뇌 피질 및 피질하 구조물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

의 활성도는 CS+에서 CS-보다 높았던 반면,18)27) 뒤쪽 해마

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22) 공포 소거 단계에서 뇌 각

(posterior hippocampus)의 활성도는 CS-에서 CS+보다 더

부위의 활성도는 공포 소거 단계를 전기(early phase)와 후기

38)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해마가 공포 조

(late phase)로 분석하며, 이러한 방법은 조건화된 공포가 소

건화의 형성에서 안정 조건화 및 공포 조건화 모두에 관여하

높다고 보고되었다.

거되고 CS+에 대한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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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F)

Mean age

Subjects
CS

figures

Geometrical

Photographs

figures

Geometrical

figures

Geometrical

figures

Geometrical

Photographs

Photographs

Tones

shock

Electric

noise

White

shock

Electric

Sound

shock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Electric

US

Feng et al.45)
Rem: Non-rem: 22.05

Rem: 18 (-/-)

Non-rem: 20 (8/12)

figures

Geometrical

picture

Fear

Functional MRI studies on the functional connectivity between the brain regions

Hartley et al.36)

Structural MRI studies

et al.

12 (6/6)

23.6

32 (12/20)

Sehlmeyer

22)

-

19 (9/10)

Schiller et al.21)

23.59

23.93

22.8

24.43

27

22 (10/12)

70 (-/-)

24 (12/12)

46 (17/29)

16 (8/8)

Morriss et al.44)

et al.

20)

Klucken

et al.

18)

Hermans

et al.

15)

Dunsmoor

et al.

12)

Apergis-Schoute

Functional MRI studies on neural activity of specific brain regions

Study

Table 2. Characteristics of neuroimaging studies on fear extinction

62.5%

35%

25%

38%

100%

50%

50%

40%

42%

contingency

CS-US

SCR, fear rating

SCR

arousal rating

Valence rating,

SCR

arousal rating

valence rating,

Main finding

WP: L occipital cortex, R insula

EP: R OFC, R limbic lobe, R MTG, L ITG, L SMG, L insula

[CS+ ＞ CS−]

vmPFC, L hippocampus, L amygdala, PCC

[CS+ ＜ CS−]

AI, dACC, SMA, R hippocampus

[CS+ ＞ CS−]

[CS+ ＜ CS−] PCC, precuneus, MTG

[CS+ ＞ CS−] IFG, precentral gyrus, insula

[CS+ ＜ CS−] WP: vmPFC

WP: dACC, thalamus, PAC

[CS+ ＞ CS−] EP: L amygdala

↑ amygdala-vmPFC

[Functional connectivity]

[Correlation] vmPFC thickness-fear expression in FE

[CS+ ＜ CS−] LP: L amygdala

[CS+ ＞ CS−] insula, SMA

[CS+ ＜ CS−] EP: vmPFC

[CS+ ＞ CS−] EP: amygdala

L lateral occipital cortex, inferior parietal lobule

SCR, pupil dilation, [CS+ ＞ CS−]

SCR

pupil dilation

respiration,

SCR, heart rate,

SCR

SCR

Other assess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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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5/9)

n (M/F)
23.8

Mean age

Subjects

figures

Geometrical

CS

shock

Electric

US

CS-US

CS2+: 70%-30%

CS1+: 30%-70%

contingency
SCR

Other assessments

R cingulate cortex

calcarine sulcus, SFG, R STG,

↑ L amyglala-temporal gyrus, midcingulate area,

- 7 days after fear extinction

L precentral gyrus

↑ L amyglala-R temporal gyrus, R cuneus,

- 24h after fear extinction

L SFG, L MFG, midcingulate area

R SMA, superior temporal pole

↑ L amyglala-precuneus, postcentral gyrus, MTG,

- Immediately after fear extinction

[Functional connectivity]

Main finding

n, number; M, male; F, female; CS, conditioned stimulus; US, unconditioned stimulus;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SCR, skin conductance response; CS+, conditioned stimulus followed by unconditioned stimulus; CS-, conditioned stimulus not followed by unconditioned stimulus; EP, early phase; L, left; WP, whole phase; dACC, 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 PAC, primary auditory cortex; vmPFC, 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IFG, Inferior frontal gyrus; PCC, posterior cingulate cortex; MTG, middle temporal gyrus; AI, anterior insula; SMA, supplementary motor area; R, right; OFC, orbitofrontal cortex; ITG, inferior temporal gyrus; SMG, supramarginal gyrus; LP, late phase; FE, fear extinction; rem,
reminder group; non-rem, non-reminder group; SFG, superior frontal gyrus; MFG, middle frontal gyrus; STG, superior temporal gyrus

et al.51)

Martynova

Study

Table 2. Characteristics of neuroimaging studies on fear extinction (continued)

Brain Imaging on Classical Fear Conditioning and Extinction █ Kang I, et al

역이 관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22) 공포 소거 전기는 공포

계인 반면, 공포 소거 후기는 공포 조건화의 영향보다는 공포

조건화로 인한 영향과 공포 소거 학습이 동시에 일어나는 단

소거 학습에 따른 뇌의 활성도 변화를 보다 잘 반영한다. 그

러므로 여러 연구에서 공포 소거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어 분

석하였다.
뇌 영역으로 편도체, 복내측전전두피질, 배측 전대상회피질,

본고에서 요약한 결과에서 공포 소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섬엽, 해마를 보고하였으므로,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

펴보았다.
공포 소거에서 편도체의 변화
공포 소거 전기에서는 공포 조건화에서와 마찬가지로 편도

체의 활성도가 CS+에서 CS-보다 높으나 공포 소거가 진행
될수록 CS+와 CS-에서의 활성도의 차이가 줄어들었으며,

공포 소거 후기에는 두 자극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21)

이러한 편도체의 활성도 변화는 SCR의 변화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공포 소거 전기에는 CS+에서 CS-보다 SCR이 높았
던 반면 공포 소거 후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21) 공포

용한 연구에서도 동일하였다.12)
소거에서의 편도체의 활성도 변화는 청각 자극을 CS로 사
이에 더하여 공포 소거 과정에서 공포 소거 후기에서 왼쪽

편도체의 활성도가 CS-에서 CS+보다 높아진 경우도 있었

다.22) 해당 연구에서는 공포 조건화 이후 소거에서의 편도체
의 활성도 차이가 줄어들다가, 활성도 차이가 오히려 역전되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진들은 개인의 불안 특성이

소거 과정에서 편도체 및 배측 전대상회피질의 활성도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상태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T)로 측정한 불안 특성과 편도체 및 배측
전대상회피질의 활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

자의 불안 특성이 높을수록 소거 후기의 CS+에서의 편도체

활성도가 CS-보다 높았으며, 배측 전대상회피질의 활성도는

CS+에서 CS-보다 낮았다.22) 또한 개인의 불안 특성이 높을

수록 소거 초기에 편도체의 활성도가 높게 유지되거나, 소거

과정에서 편도체의 활성도가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

상적인 공포 소거 과정에서 편도체는 활성이 억제되어 공포

정서의 표현을 줄이고 소거를 학습하지만, 불안 특성이 높은

경우에는 편도체의 활성도가 증가되어 있을 수 있으며 정서

조정에 관여하는 배측 전대상회피질의 활성도는 감소하여 공

포 소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공포 소거에서 복내측전전두피질의 변화

전두엽은 편도체를 억제하여 공포 표현을 조절하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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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내측전전두피질(vmPFC)은 공포 소거 효과를 장기적으로
40)

유지하는 영역으로,

공포 소거에 관여하는 주요 영역으로

보고되었다.12)18)21)44) 공포 소거 전기에는 공포 조건화에서의

촬영함으로써 뇌 영역들 사이의 연결성 변화를 측정한 결과,
편도체를 중심으로 한 연결성이 공포 조건화와 소거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공포감 등의 반응과도 관련되었다.13)18)50)51)

vmPFC 활성도와 마찬가지로 CS-에서의 활성도가 높고, 공

공포 조건화 전후 편도체와 ACC의 연결성, 해마와 섬엽의

포 소거 후기에는 CS-와 CS+에서의 vmPFC의 활성도 차이

연결성은 증가한 반면 편도체와 내측전전두피질의 연결성은

12)18)21)

가 없었다.

또한, 공포 소거 시행이 거듭될수록 CS+에

감소하였다.13) 특히 기억 공고화가 일어나는 동안 편도체와 내

서의 vmPFC 활성이 증가하여 공포 소거 후기에는 CS-와 차

측전전두피질의 연결성이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

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21) 공포 소거 과정에서 vmPFC-편

감은 낮게 나타났다.13) 또한 공포 소거 이후에 편도체와 vmP-

도체 연결성은 증가하였으며,45) 이러한 연결성은 공포 소거

FC 사이의 연결성 변화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45)50)51)

전 공포 조건화를 상기할 경우 더 강해졌으며 공포 소거 후

공포 소거 전 공포 자극에 대하여 상기할 경우 공포 소거 이

기로 갈수록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포 소거 전기의 연결

후의 편도체와 vmPFC 사이의 연결성이 증가하였고 공포 소

성이 강할수록 공포 소거가 더 성공적으로 일어났다.21)45)

거가 더 잘 일어났다.45)50)
반면 편도체와 해마의 연결성은 공포 조건화 및 소거 과정
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13) 편도체와 해마

공포 소거에서 배측 전대상회피질의 변화
배측 전대상회피질은 공포 조건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공포
12)

의 연결성이 강한 경우 공포 소거가 더욱 빠르게 일어났다.18)

소거에서도 CS+에서 CS-보다 활성도가 높았다. 해당 연구

종합하면 편도체, vmPFC, ACC, 해마, 섬엽의 공포 회로의

에서는 공포 소거 과정을 2회 반복하였는데, 배측 전대상회

주요 영역들의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의 변화가 공포 조건화

피질의 활성도가 공포 조건화에서부터 두 번째 공포 소거의

및 소거 이후 기억의 형성 및 유지에 관여하리라 생각되며,

전반부까지는 CS+에서 CS-에 비해 높았던 반면, 이후 CS+

특히 편도체를 중심으로 한 뇌 영역들 사이의 연결성 변화가

12)

와 CS-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배

공포 소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추정된다.

측 전대상회피질이 공포의 표현 및 유지 과정에 관여한다고

그러므로 불안 장애 및 PTSD의 치료법 개발에 편도체를 중

볼 수 있다.

심으로 하는 뇌 영역들의 연결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타깃으
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13)44)

공포 소거에서 섬엽의 변화
공포 소거에서 섬엽은 CS+에서 CS-보다 활성도가 증가하

결론 및 고찰

였으며,15)22) 공포 소거 전기에는 CS+에서 왼쪽 섬엽의 활성
도가 증가한 반면, 공포 소거 전체 단계에서는 CS+에 대해
20)

섬엽은 공포나 통증 등

뇌영상 연구를 살펴보고, 공포 조건화 및 소거에서 활성화되

공포 소거 단계에도 관여하리

는 뇌 영역을 확인하였다. 건강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포 조건

오른쪽 섬엽의 활성도가 높아졌다.
46)

이 예상될 때 활성화되므로

본고에서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공포 조건화 및 소거를 한

화 및 소거 연구에서는 시각 자극을 CS로 제시하는 연구가

라 추정된다.

다수를 차지하였고, 일부 연구에서 소리 자극을 CS로 제시하
공포 소거에서 해마의 변화

였다. US로 제시하는 자극은 전기 자극이 가장 흔하게 사용

해마는 서술 기억(declarative memory)과 삽화 기억(epi-

되었고, 소리나 시각적인 공포 자극을 사용한 연구도 일부 있

sodic memory)의 중추로,47) 공포 소거 과정에서 환경적 요인

었다. 공포 자극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SCR, 심박수, 동공

을 포함하는 맥락적 기억(contextual memory)을 저장하여

크기 등의 자율신경계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과 자극에 대한

48)49)

Hermans

주관적인 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러한 공포 반응

등 의 연구에서 공포 소거에서 오른쪽 해마는 CS+에서, 왼

에 대한 측정은 의식적인 공포 반응과 무의식적인 공포 반응

쪽 해마는 CS-에서 더욱 활성화되어 있었고, 이러한 해마의

에 대한 개인별 차이를 연구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공포 소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8)

활성도 차이는 공포 소거가 진행될수록 줄어들었다.

기존 이론에서 공포 조건화와 소거는 서로 별개의 뇌 회로
를 가지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편도체, 해마, 내측전두엽이 주

공포 조건화 및 소거에 따른 뇌 영역 간 연결성 변화

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되었다.2)9) 이는 주로 동물모델을 바

공포 조건화 및 소거 전후 휴지기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탕으로 한 것으로, 편도체는 공포의 획득, 저장, 표현에 관여

(resting state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을

하며, 사람의 ACC에 해당하는 설치류 동물모델의 전변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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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질(prelimbic cortex)은 공포 반응의 표현을 조절하고, 사

결과를 확인한 연구가 다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일부 연구

람의 vmFPC에 해당하는 하부변연계피질(infralimbic cor-

에서는 휴지기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공포 조건화

tex)은 편도체의 활성도를 억제함으로써 공포 반응을 억제한

전후의 연결성 변화 등을 알아본 경우도 있었으나, 각 뇌 영

2)9)

다고 알려졌다.

해마는 편도체와 직접 연결되었을 뿐만 아

역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구조적 연결성

니라 전변연계피질 및 하부변연계피질과의 간접적인 회로를

에 보다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통해서도 공포의 표현 및 억제에 관여하며, 특히 공포 소거에

고에서 고찰한 연구는 여러 공포 조건화 및 소거 방법 중 고

52)53)

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적 공포 조건화 및 소거를 사용한 것에 국한되었고 질병을

본고에서 요약한 건강인 대상 뇌영상 연구의 결과 또한 공

가진 환자 대상 연구를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맥락 조

포 조건화와 소거의 뇌 회로에 대한 기존 이론을 뒷받침한다.

건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며 뇌 질환이 있을 때의 공

편도체, 내측전두엽, vmPFC, ACC, 해마 등이 공포 조건화

포 조건화 및 소거에 대하여 통합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및 소거에 작용하며, 활성도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편도체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공포 조건화와 소거 연구는 개인의

공포 반응을 표현할 때 활성도가 증가하였으며, vmPFC는 공

특성에 따른 공포 조건화 및 소거의 특성을 이해하거나 공포

포 반응을 억제할 때와 안전 자극을 학습할 때 활성도가 높

기억의 형성 및 소거에 대한 기초적인 뇌 기전을 이해하기 위

아졌다. ACC는 공포에 따른 정서 반응이 증가할수록 활성도

해 필수적이다. 사람에서 공포 조건화 및 소거 과정에서 발생

가 증가하였고, 편도체와의 연결성 증가를 통해 공포 반응을

하는 뇌 영역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 및 여러 뇌 영역들 간의

조절하였다. 해마는 공포 조건화 과정에서 인지처리 및 의식

기능적 연결성 변화를 통해 불안 장애 및 PTSD의 뇌 기전

적인 공포 조건화 학습에 관여하였으며 편도체와 해마의 연

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치료법 개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결성이 강할수록 공포 소거가 더욱 빠르게 일어났다. 이는 편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 공포 조건화를

도체와 해마의 연결성이 공포 소거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억제하고 소거를 증진시키기 위한 약물 및 비침습적 뇌자극

기존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공포의 의식적인 인지 여부
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포 조건화 및 소거 과정에서의 인
지처리와 정서처리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편도체, ACC, vmPFC, 해마 등이 인지
처리에 관여하는지 혹은 자율신경계 반응을 매개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고,18)27)36)38) 그 결과 ACC는 공포에 대한
인지처리 및 정서처리 조절 모두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
었다. 해마는 공포 반응의 정서처리보다는 인지처리에 주된
역할을 하였으며,29) 공포 조건화 및 소거 전후 해마와 편도체
의 연결성이 높아지면 공포 조건화 및 소거가 더욱 잘 일어난
다는 점 또한 보고되었다.
또한 사람 대상 연구에서는 개인의 유전자형 및 기질적 특
성에 따른 공포 조건화 및 소거 회로 활성도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인별 차이는 PTSD를 포함하는 불안

중심 단어: 공포 조건화; 공포 소거;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기능적 활성도; 편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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