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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자살에 대한 뇌영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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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Brain Imaging Studies of Suicide in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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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cide is a leading cause of death worldwide, especially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Considering this fact, it is imperative
that we understand the neural mechanisms underlying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in youth from a neurodevelopmental perspective. In this review, we focused on the magnetic resonance imaging studies that examined the neural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s
(SI) or attempts (SA) in youth. We reviewed twenty-three cross-sectional studies reporting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alterations in
association with SI or SA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with various mental disorders. The previous literature suggests that the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anterior cingulate cortex, and ventral frontolimbic circuit,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athophysiology of suicidal behavior in youth through altered top-down control over emotion and impulsivity. Future studies with a longitudinal design and using multimodal imaging techniques may be of help to identify novel therapeutic targets specific for youth with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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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진행되며, 자살생각의 발생은 외부 스트레스로 인한 인지부
조화와 충동성의 증가 및 기저 정신신경계 질환 등의 다양한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사망원인 중 하나이다. 매년

요인들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3) 특히, 청소년 및 젊은 성

70만 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하는데, 특히 만 15세에서 29세

인의 뇌는 전전두피질계(prefrontal cortical system)가 발달

사이 인구에서는 자살이 두 번째 사망원인으로 기록될 만큼

단계를 겪고 있어 외부 스트레스 요인의 효율적인 처리에 대

청소년 및 젊은 성인들의 자살문제는 전 세계적인 보건문제로

한 취약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청소년 및 젊은 성인들은 위험

급부상하고 있다.1) 국내에서도 10대와 20대 자살률은 2017년

감수행동(risk-taking behavior)과 충동적인 행동(impulsive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의 경우 자살이 9세에

behavior)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3) 이러한 뇌 발달 과정의 특

서 24세 사이 인구의 가장 큰 사망원인으로 집계되었다.2) 자

성으로 인해 청소년 및 젊은 성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살

살생각과 행동(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의 과정은

에 더 취약한 특성을 가진다.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SI)-자살계획(suicidal planning)-

또한, 청소년 및 젊은 성인에서 자살생각 발생 비율은 성인

자살시도(suicidal attempt, SA)-자살(suicide completion)로

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을 뿐 아니라2) 자살생각-자살계획-자
살시도-자살로 진행되는 통상의 자살생각과 행동 과정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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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자살생각을 가지는 청소년의 3분의 1은 자살계획을
거쳐 자살시도까지 이르는 데 1년 미만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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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4) 이러한 특성들은 청소년기 자살에 대해 다른 연령대와
구분되는 접근과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사후 뇌조직(postmortem brain) 연구에서 자살로 사

Identification

로 청소년기의 자살은 역동적이고 충동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Records identified

Records removed before

from PubMed

screening
- Duplicates removal (n=18)

(n=81)

망한 주요우울장애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배측 전전두피
Abstract screened

질(ventral prefrontal cortex, ventral PFC)과 해마(hippo-

(n=63)

5)6)

campus)의 신경밀도가 감소되어 있는 등

자살행동과 관련

된 뇌 영역의 이상소견이 보고되면서,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
살시도 등 일련의 자살 과정에 대하여, 뇌자기공명영상(brain

Screening

질(dorsal prefrontal cortex, dorsal PFC) 및 복측 전전두피

Records excluded
- Review articles (n=9)

Records excluded

Full-text articles

- Articles not reporting suicide-

assessed for eligibility

magnetic resonance image, brain MRI) 방법론을 적용한

related outcomes (n=20)

(n=54)

- No brain imaging (n=2)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7) 이렇게 축적된 뇌자기공

- Participants under age 12 or
over age 26 (n=9)

명할 수 있는 뇌기전에 대한 여러 가설들이 도출되었으나,7-9)
아직 청소년 및 젊은 성인의 자살의 신경생물학적 병리기전
및 원인적 인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Included

명영상 연구 결과들을 통해 의미 있는 자살의 병리기전을 설
Studies included
in review
(n=23)

Fig. 1. Flow diagram depicting database and the steps performed
for this review.

본고에서는 청소년 및 젊은 성인의 자살에서 뇌자기공명영

결

상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청소년기 자살의

과

특성 및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신경생물학적 병리기전에 관여
하는 뇌 영역(neural correlates)을 정리하고 기존의 연구가
가진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문헌 고찰 결과
최종적으로 2004년에서 2021년 사이에 출판된 23편의 영
문논문이 고찰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이 중 최근 5년 내에

방

법

발표된 연구는 15편으로 전체 연구 중 절반 이상의 연구가 최
근 5년 사이에 수행되었다. 총 23편의 연구 중 구조적 뇌자기

문헌 검색은 미국국립보건원 산하 미국국립의학도서관에

공명영상(structural MRI) 연구가 10편, 과제기반 기능적 뇌

서 운영하는 문헌 데이터베이스 PubMed (https://pubmed.

자기공명영상(task-based fMRI) 연구가 6편, 휴지기 기능적

ncbi.nlm.nih.gov/)를 이용하였다. 검색어는 “suicide”, “sui-

뇌자기공명영상(rest-state fMRI) 연구가 5편, 다중모드 뇌자

cidal”, “suicidal attempt”, “suicidal ideation”, “suicidal be-

기공명영상 연구는 2편이었으며, 모두 단면연구(cross-sec-

havior”,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suicidality”와

tional study)로 진행되었다. 대상자 연령은 만 12세에서 25세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brain”, “adoles-

사이 범위 안에 속하였으며, 본고에서는 대상자를 만 12세에

cent”, “young adult”를 조합하였고, 영문 문헌으로 한정하여

서 19세 사이의 대상자를 청소년으로 지칭하고, 만 20세에서

검색하였다. 상기 검색어에 대하여 중복되는 논문을 제외하

25세 사이의 대상자를 젊은 성인으로 지칭하였다. 또한, 청소

고 총 63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 중 1) 원저논문이 아니거

년 및 젊은 성인을 청소년기로 지칭하여 향후 내용을 기술하

나, 2) 뇌자기공명영상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3) 청소

였다.

년(만 12세에서 19세 사이) 혹은 젊은 성인(만 20세에서 25세

본고에서 고찰한 연구의 대부분은 연구대상자가 주요우울

사이)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거나, 4) 자살생각과 행동과 관련

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양극성장애(bipolar disor-

한 평가지표를 제시하지 않은 논문 등은 제외하였으며, 최종

der), 우울장애(depressive disorder), 기분부전장애(dysthy-

23편이 본고에 포함되었다. 각 단계별 제외 사유와 제외된 논

mia) 등에 이환되어 있었으며, 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서

문의 편수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장애가 청소년기 자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10) 이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뇌전증(epilepsy)을 동반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Cao 등,11)
journal.biolpsychiatry.or.kr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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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등,12) Miller 등13)의 연구에서는 정신신경계 질환을 진단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자동구획방법(automatic segmenta-

받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각 연구에서 대상

tion)을 활용하였는데, 표면기반정합(surface-based registra-

으로 한 질환은 표 1-4에 정리하였다.

tion)을 바탕으로 하는 분석도구인 FreeSurfer (http://surfer.

자살시도는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예측인자(pre14)

nmr.mgh.harvard.edu/)를 통해 피질두께(cortical thickness),

dictor)인 만큼,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살생각 혹은 자살시도

표면적(surface area), 회백질 부피(gray matter volume)를 정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살생각 혹은 자살시

량화하거나, FreeSurfer의 부피기반스트림(volume-based

도 경험이 없는 대조군과의 차이를 통해 청소년기 자살과 연

stream)을 활용하여 피질하구조물의 부피(subcortical vol-

관된 뇌 영역을 분석하였다. 이외 Just 등12)과 Hong 등15)은 기

ume)를 정량화하였다. 또한, 복셀기반형태분석(voxel-based

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적용한 연구를 통해 뇌 영역의

morphometry) 바탕의 분석도구인 SPM (https://www.fil.ion.

구조 및 기능 차이를 기반으로 자살생각 혹은 자살시도 경험

ucl.ac.uk/spm/)을 사용하여 회백질 부피, 백질 부피(white

이 있는 대상군을 예측하는 모델을 보고하였다.

matter volume)를 정량화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수

본고에서는 각 연구의 대상군을 자살생각 혹은 자살시도

동구획법(manual segmentation)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관심

경험이 있는 특정 질환군(SI 혹은 SA)과 자살생각 혹은 자

뇌 영역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확산텐서영상을 활용한 연구

살시도 경험이 없는 특정 질환대조군(diagnostic control) 및

에서는 백질 내 물분자가 특정한 방향으로 확산되는 특성을

특정 질환을 진단받지 않고 자살생각 혹은 자살시도 경험이

활용한 지표인 분할비등방도(fractional anisotropy, FA)로

없는 정상대조군(health control)으로 분류하여 각 군의 뇌

백질의 구조적 이상을 평가하였다. 청소년기 구조적 뇌자기공

영역의 특성을 고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명영상 연구에서는 자살생각과 관련된 연구 4편, 자살시도와
관련된 연구 6편이 수행되었다.

청소년기 자살의 뇌자기공명영상 연구

먼저 자살생각과 관련된 연구로, Ho 등16)이 수행한 연구는

청소년 및 젊은 성인이 속하는 청소년기의 자살에 관한 뇌

자살생각이 있는 주요우울장애 혹은 기타 정서장애 환자군

자기공명영상 연구는 비록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살생각 혹

을 대상으로 자가보고형 자살생각 횟수와 죽음-암묵적 연합

은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특정 질환군의 표본이 40명 이하로

검사(death-version of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D-IAT)

표본의 수가 크지 않고 대상군의 정신신경계 질환 등의 임상

를 평가하고, 각 점수와 선조체(striatum) 부피 간의 상관관계

적 특징이나 뇌자기공명영상 획득과 분석방법에 차이가 있지

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D-IAT 점수가 증가할수록, 즉 자살

만, 자살생각 혹은 자살시도와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뇌 영

생각이 심할수록 각각 조가비핵(putamen)과 좌측 미상핵

역 및 신경회로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뇌 영역 및 신경회로 중

(caudate)의 부피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고하였고, 반면 자가

일부는 정서처리(self-referencing processing) 및 조절(emo-

보고형 자살생각 횟수와 선조체 부피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

tional processing and regulation)과 충동조절(impulse reg-

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Ho 등17)이 수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

ulation)에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으로, 여기에는 복측 전전두

는, 자살생각이 있는 주요우울장애 혹은 기분부전장애 환자

피질(ventral PFC)의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

군을 대상으로 D-IAT 점수와 선조체 부피 간의 상관관계를

OFC), 입외측 전전두피질(rostrolateral PFC, RLPFC), 입내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Ho 등16)의 연구와 비슷하게, D-

측 전전두피질(rostromedial PFC, RMPFC)과 배측 전전두

IAT 점수가 증가할수록 우측 측좌핵(nucleus accumbens)과

피질(dorsal PFC)에 속하는 배외측 전전두피질(dorsal lateral

양측 미상핵(caudate)의 부피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고하였

PFC, DLPFC)과 전측 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다. 비록 두 연구에서는 대조군과의 비교 결과를 제시하고 있

ACC) 및 해마(hippocampus), 편도체(amygdala), 시상(thal-

지 않지만, 선조체 부피가 자살생각의 횟수와 같은 명시적인

amus), 선조체(striatum)가 속한다. 본고에서는 청소년기 자

측정방법보다는 D-IAT와 같은 자살생각의 심각성을 암묵

살에서 구조적, 기능적, 다중모드 뇌자기공명영상 방법론을

적으로 측정하는 척도와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다. Thomas

적용한 각각의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와 De Bellis18)는 자살생각이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청
소년 환자군에서 자살생각이 없는 환자군에 비해 뇌하수체

구조적 뇌자기공명영상 연구
청소년기 자살에서 구조적 뇌자기공명영상(structural MRI)

(pituitary gland) 부피가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Thomas와 De Bellis18)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뇌하수체 부피 증가

연구들은 T1-강조영상(T1-weighted image)과 확산텐서영상

가 변연계-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limbic-hypothalam-

(diffusion tensor image)이 활용되었다. T1-강조영상을 분석

ic-pituitary-adrenal axis)의 조절이상(dysregulation)과 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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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et al.20)

Zhang

et al.15)

Hong

et al.25)

Gifuni

China

China

Canada

MDD

MDD

DD

MDD

USA

Fradkin

et al.23)

MDD

BPD

40 SA/-

41 SA/25 SI

28 SA/-

29 SA/-

28 SA/-

13 SA/-

SI group

USA

USA

SA group/

Mental

disorder

Pan et al.22)

et al.24)

Goodman

Suicidal attempt studies

Study

Table 1. Findings from structural MRI studies
Groups w/o

27 DC, 37 HC

-

34 DC, 30 HC

29 HC

31 DC, 41 HC

13 HC

SA and/or SI

69 (66)

46 (70)

73 (79)

46 (79)

ND

20 (77)

Female*

HC: 20.03 ± 2.08

SA: 19.60 ± 2.87,
DC: 18.52 ± 3.11,

SA: 19.54 ± 2.86,
SI: 18.38 ± 3.94

HC: 15.4 ± 1.3

SA: 16.2 ± 1.0,
DC: 16.1 ± 1.5,

SA: 17.6 ± 1.82,
HC: 16.9 ± 1.72

HC: 14.48 ± 1.84

SA: 16.0 ± 1.27,
DC: 16.06 ± 1.47,

SA: 15.8 ± 1.1,
HC: 16.2 ± 0.8

Age

Hippocampal subfield
volume (FreeSurfer)

cortical thickness,
volume (FreeSurfer)

WB surface area,

Machine learning,

thickness, volume
(FreeSurfer)

WB surface area, cortical

surface area
(FreeSurfer)

WB cortical thickness,

WB GMV, WMV, cortical
thickness (FreeSurfer)

DLPFC volumes
(manual segmentation)

OFC, ACC, DMPFC,

analysis

Neuroimaging

volume

SA vs. DC: ↑ bilateral hippocampal fissure

thickness, left medial OFC thickness

right pars orbitalis thickness, right PCC

lateral OFC thickness, left PCC thickness,

volume, right rostral ACC volume, left

left fusiform thickness, left temporal pole

OFC thickness, left caudal ACC thickness,

10 top-ranked classifiers for SA: right lateral

79%, sensitivity of 73%, specificity of 84%

SA differentiated from SI with accuracy of

cortical thickness

nucleus accumbens; no significant in

of left amygdala, right thalamus, right

precuneus, right supramarginal; ↓ volume

superior temporal, right fusiform, bilateral

insula, bilateral middle temporal, bilateral

right superior frontal, right precentral, left

rostral middle frontal, left pars triangularis,

medial OFC, right lateral OFC, bilateral

SA vs. HC: ↓ surface area in bilateral

SA vs. DC: no significant differences

correlated with RMPFC/RLPFC thickness

In HC: motor impulsivity was positively

thickness

correlated with paracentral lobule

non-planning impulsiv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MPFC/RLPFC thickness;

In SA: motor impulsivity was negatively

SA vs. HC: ↓ GMV of right superior temporal
gyrus (BA22)

GMV), and positively with PCC WMV

Number of SA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C volume (combined WMV and

Main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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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MDD, PTSD, GAD,
OCD, Conduct,
ODD, ANX, Phobia
MDD, Dysthymia

USA

USA

USA

PTSD + childhood
maltreatment
Epilepsy

USA

Mental
disorder

53 SI/-

152 SI/-

11 SI/-

17 SA/47 SI

SA group/
SI group

40 DC

-

-

14 DC, 121 HC

Groups w/o
SA and/or SI

-

-

28 (55)

89 (49)

Female*

16.25 ± 1.32

11.41 ± 1.01

SI + DC: 11.74 ± 2.6,
HC: 11.74 ± 2.5
SI: 11.04 ± 2.06,
DC: 9.43 ± 2.07

Age

Caudate, putamen,
nucleus accumbens
GMVs (FreeSurfer)

SI vs. DC: ↓ WMV of right orbital frontal
gyrus; ↑ GMV of left temporal lobe

Inferior frontal gyrus,
OFC, DLPFC, temporal
lobe volumes (manual
segmentation)
Caudate, putamen, and
nucleus accumbens
GMVs (FreeSurfer)

In SI: D-IAT score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left caudate and bilateral
putamen GMVs
In SI: D-IAT score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left bilateral caudate and
right nucleus accumbens GMVs

SI (with SA) vs DC: ↑ pituitary volume

Main findings†

Pituitary volume
(manual segmentation)

Neuroimaging
analysis

Data are presented as n, n (%), or mean ±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s are rounded to the nearest whole number; †results are reported for SA or SI in comparison with diagnostic controls or healthy controls or combined with diagnostic and healthy controls.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SA, suicidal attempt; SI, suicidal ideation; w/o, without;
BP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HC, healthy controls; OFC, orbitofrontal cortex; ACC, anterior cingulate cortex; DMPFC, dorsomedial prefrontal cortex; DLPFC,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WMV, white matter volume; GMV, gray matter volume; PCC, posterior cingulate cortex; MDD, major depressive disorder; DC, diagnostic controls; ND, not detailed; WB, whole brain; BA, Broadman’s Area; RMPFC, rostromedial prefrontal cortex; RLPFC, rostrolateral prefrontal cortex; DD, depressive disorder;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GA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OCD,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ODD,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ANX, anxiety disorder; D-IAT, death-version of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Ho et al.17)

Ho et al.16)

Thomas
et al.18)
Caplan
et al.19)

Suicidal ideation studies

Study

Table 1. Findings from structural MRI studie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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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솔(cortisol) 분비 이상을 야기하여 청소년 대상군에서 자살
생각을 증가하게 하였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Caplan 등19)

은 자살생각이 있는 뇌전증 청소년 환자군에서 자살생각이

없는 환자군에 비해 안와전두피질(OFC)의 백질 부피가 감소

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자살시도와 관련된 연구로, Zhang 등20)은 해마(hippocam-

장애 청소년 및 젊은 성인 환자군에서 자살시도 경험이 없는

pus) 세부영역 분석을 통하여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주요우울

환자군에 비해 해마 세부영역의 한 부위인 양쪽 해마구(bi-

lateral hippocampal fissure)의 부피가 증가되어 있음을 보고

하였다. 이는 Johnston 등21)이 진행한 뇌자기공명영상 연구에

서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 및 젊은 성인 양극성장애 환
자군이 자살시도 경험이 없는 환자군에 비해 전체 해마(whole

hippocampus)의 부피가 감소된 것을 보고하였던 결과와 상
반된다. 이는 향후 청소년기 자살에 있어 해마의 역할을 확인
세부 영역별 이상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Pan

하기 위해서는 전체 해마의 구조적 이상뿐 아니라 해마의 각

등22)은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주요우울장애 청소년 환자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측두엽(temporal lobe)에 해당하는 상측

확인하였다. Fradkin 등23)은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주요우울
두이랑(superior temporal gyrus)의 감소된 회백질 부피를

장애 청소년 환자에서 바렛충동성검사(Barratt impulsivity
scale)를 활용하여 충동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주요우울장애 청소년 환자군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높은 정도의 운동충동성(motor impulsivity)을 보였으며

또한 운동충동성 정도가 높을수록 입외측 전전두피질(RLP-

FC)과 입내측 전전두피질(RMPFC)의 피질 두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시도 경험이 없는 주요우

을 고려하여 향후 자살시도 경험이 없는 질환군을 포함한 연
울장애 청소년 환자와의 비교가 아닌 정상 청소년과의 비교임

구를 통해 추가적인 결과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Goodman

등24)은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경계성 인격장애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복측 전전두피질(ventral PFC), 배측 전전두피질

(dorsal PFC), 전측 대상피질(ACC)의 부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자살시도 횟수가 많을수록 전측 대상피질(ACC)의 회백

질과 백질 부피가 감소되어 있는 반면에, 자살시도 횟수가 많

을수록 후측 대상피질(posterior cingulate cortex, PCC) 영역

의 백질 부피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Hong 등15)은 기계학

습을 적용하여 자살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고한 주요우울장

애 청소년 환자 중 최근 6개월 이내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환

자군과 자살시도 경험이 없는 환자군을 구분하는 뇌 영역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우측 외측 안와피질(lateral OFC)의 두께

가 자살시도와 가장 관련이 높은 영역으로 보고하였다(표 1).

Country

DD

USA

USA

Pan et al.27)

Quevedo

USA

USA

No DX

No DX

14 SI/-

17 SI
(9 past SA)

43 HS/-

14 SA/-

15 SA/-

Groups w/o

32 HC

17 HC

39 LS, 37 HC

15 DC, 15 HC

14 DC, 13 HC

15 DC, 14 HC

SA and/or SI

29 (63)

26 (76)

72 (61)

25 (57)

23 (55)

25 (57)

Female*

concepts,

16.95 ± 1.54

parietal cortex, and left IFG

suicide-related

WB activity

regulation task,

Emotion

negative stimuli

↑ activity in DLPFC (BA9) during effortful regulation toward

pole (BA38) during passive viewing of negative pictures;

SI vs. HC: ↓ activity in DLPFC (BA9), temporoparietal junction
( BA39), cerebellum, thalamus and ↑ activity in temporal

gyrus

DMPFC extending to dorsal ACC, right middle temporal

94% accuracy, using the following regions: left VMPFC, left

SI + SA vs. SI - SA: SI + SA differentiated from SI - SA with

dorsal ACC, right middle temporal gyrus, left inferior

30 death-,

WB activity

the following regions: left VMPFC, left DMPFC extending to

Viewing of

SI vs. HC: SI differentiated from HC with 91% accuracy, using

other faces

precuneus, medial PFC activity during self faces versus

controlling for depression severity, ↓ rostral ACC, PCC,

during happy self faces versus happy other faces; When

SI: 22.88 ± 3.57

WB activity

HC: 22.06 ± 2.84

HC: 14.48 ± 1.54

angry faces
HS vs. LS: ↓ activity in hippocampus, medial PFC, amygdala

seed-based FC
ESOM-Q,

temporal gyrus (BA21); ↓ activity in right insula (BA13);
↓ FC between ACC and bilateral insula in response to

ity and right ACC

SA vs. DC: ↑ activity in right ACC (BA32), bilateral primary
sensory cortex (BA4), left DLPFC (BA9), right middle

SA vs. HC: ↑ activity in left caudate during low-risk decisions
(no evidences for abnormal circuitry during decisions in SA)

decisions

SA vs. DC: ↓ activity in right thalamus during high-risk

response inhibition in SA)

faces, WB activ-

HC: 15.27 ± 1.39

Viewing of angry,

Test, WB activity

Iowa Gambling

WB activity

motor control task,

happy and neutral

HS: 14.97 ± 1.59
LS: 14.88 ± 1.77

Main findings†

Go/No-go response SA vs. DC: ↓ activity in right ACC (BA32) to Go/No-go
inhibition and
response inhibition blocks (no evidence for abnormal

analysis

Neuroimaging

SA: 16.21 ± 0.80
DC: 15.87 ± 1.55

HC: 15.15 ± 1.46

SA: 16.20 ± 0.78
DC: 15.79 ± 1.58

HC: 15.21 ± 1.42

SA: 16.20 ± 0.78
DC: 15.87 ± 1.55

Age

Data are presented as n, n (%), or mean ±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s are rounded to the nearest whole number; †results are reported for SA or SI in comparison with diagnostic controls or healthy controls or combined with diagnostic and healthy controls.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SA, suicidal attempt; SI, suicidal ideation; w/o, without;
MDD, major depressive disorder; DC, diagnostic controls; HC, healthy controls; WB, whole brain; ACC, anterior cingulate cortex; BA, Broadman’s Area; FC, functional connectivity;
DLPFC,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D, depressive disorder; HS, high suicidality; LS, low suicidality; ESOM-Q, Emotional Self-Other Morph-Query; PFC, prefrontal cortex; PCC, posterior cingulate cortex; DX, diagnosis; VMPFC, 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DMPFC, dorsomedial prefrontal cortex; IFG, inferior frontal gyrus

Miller et al.13)

Just et al.12)

Suicidal ideation studies

et al.28)

MDD

USA

Pan et al.30)

MDD

USA

15 SA/-

SI group

MDD

SA group/

Mental

disorder

Pan et al.29)

Suicidal attempt studies

Study

Table 2. Findings from task-based functional MRI studies

Brain Imaging Studies of Suicide in Youth █ Lee S, et al

journal.biolpsychiatry.or.kr 41

42

Country

China

China

USA

USA

USA

BD

MDD +

MDD

MDD

DD

(13 past SA)

73 SI

(13 past SA)

40 SI

ND

35 SA/-

19 SA/-

SI group

disorder

No DX

SA group/

Mental

-

-

41 DC, 29 HC

18 DC, 47 HC

20 HC

SA and/or SI

Groups w/o

53 (73)

30 (75)

54 (77)

66 (66)

22 (56)

Female*

19.6 ± 4.01

16.15 ± 1.12

HC: 16.0 ± 2

DC: 15.7 ± 2

network with hippocampus, DMN, dorsal

pairs

attention network, and ECN

correlated with connectivity of limbic

†

of DMN with striatum; SI was negatively
ROI resulting in 7260 FC

SI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nnectivity

with a medium effect size

associated with past SA at a trend-level

ECN, anterior DMN and SN; left ECN

correlated with network coherence of left

Lifetime severity of SI was negatively

cortical and subcortical

Seed-based FC, 121

ICA of DMN, ECN, SN

amygdala FC and SI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BA18)

HC: 20.48 ± 1.86

SA vs DC: ↓ FC in right precuneus (BA23),

OFC (BA11)

(BA40), left precuneus (BA7), right medial

(BA46), ↑ ReHo in right inferior parietal lobe

gyri (BA30/37), bilateral middle frontal gyri

cerebellum, bilateral parahippocampal

(BA47), right angular gyrus (BA7), bilateral

left hippocampus (BA35), left inferior OFC

SA vs HC: ↓ ReHo in left fusiform gyrus (BA30),

Main findings†

↑ FC in left lingual gyrus and left cerebellum

Amygdala seed-based FC

ICA of DMN

WB ReHo

Neuroimaging analysis

DC: 21.26 ± 3.02

SA: 20.63 ± 3.65

HC: 20.30 ± 1.72

SA: 19.84 ± 1.61

Age

Data are presented as n, n (%), or mean ±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s are rounded to the nearest whole number; results are reported for SA or SI in comparison with diagnostic controls or healthy controls or combined with diagnostic and healthy controls.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SA, suicidal attempt; SI, suicidal ideation; w/o, without;
DX, diagnosis; HC, healthy controls; WB, whole brain; ReHo, regional homogeneity; BA, Broadman’s Area; OFC, orbitofrontal cortex; DD, depressive disorder; DC, diagnostic controls; ICA,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DMN, default mode network; FC, functional connectivity; MDD, major depressive disorder; ND, not detailed; ECN, executive control
network; SN, salience network; BD, bipolar disorder; ROI, region of interest

et al.

34)

Chin Fatt

et al.33)

Ordaz

et al.35)

Cullen

Suicidal ideation studies

et al.36)

Zhang

et al.11)

Cao

Suicidal attempt studies

Study

Table 3. Findings from resting-state functional MRI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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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BD

USA

Johnston

26 SA/-

35 SA/-

42 DC, 45 HC

18 DC, 47 HC

SA and/or SI

Groups w/o

69 (61)

66 (66)

Female*

amygdala and right rostral PFC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 FC between

between amygdala and left ventral PFC; SI

In SA: attempt lethality associated with ↓ FC

in response to neutral face

fearful face and right rostral PFC (BA10)

(BA11/47, 10) in response to happy, neutral,

amygdala seed-based FC

fasciculus, ventral frontal and right cerebellum;
↓ FC between amygdala and left ventral PFC

Viewing of happy, neutral

HC: 20.8 ± 3.3

hippocampus, cerebellum; ↓ FA in uncinate

SA vs. DC: ↓ GMV in right OFC (BA11/47), right

middle frontal gyrus

and zALFF in left superior frontal gyrus, left

In S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impulsivity

gyrus

left superior frontal gyrus, left middle frontal

SA vs. DC: ↑ zALFF in left angular gyrus; ↓ zALFF in

occipital gyrus

gyrus, left middle temporal gyrus, left middle

SA vs. DC + HC: ↑ zALFF in right superior temporal

Main findings†

and fearful faces,

WB, FA maps (SPM)

WB, VBM, GMV (SPM)

WB fractional zALFF

(SPM)

WB, VBM, GMV, and WMV

Neuroimaging analysis

DC: 20.6 ± 3.2

SA: 20.5 ± 3.0

HC: 20.53 ± 1.84

DC: 21.39 ± 3.05

SA: 20.63 ± 3.65

Age

Data are presented as n, n (%), or mean ±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s are rounded to the nearest whole number; †results are reported for SA or SI in comparison with diagnostic controls or healthy controls or combined with diagnostic and healthy controls.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SA, suicidal attempt; SI, suicidal ideation; w/o, without;
DD, depressive disorder; DC, diagnostic controls; HC, healthy controls; WB, whole brain; VBM, voxel-based morphometry; GMV, gray matter volume; WMV, white matter volume;
SPM,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 zALFF, z score amplitude of low frequency fluctuations; BD, bipolar disorder; FA, fractional anisotropy; FC, functional connectivity; OFC, orbitofrontal cortex; BA, Broadman’s Area; PFC, prefrontal cortex

et al.21)

DD

SI group

disorder

China

SA group/

Mental

Cao et al.39)

Suicidal attempt studies

Study

Table 4. Findings from multimodal MRI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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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된 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자살시도에 특이적인 뇌

계 질환을 진단받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이 있

영역은 청소년기 자살시도를 객관적인 지표로써 예측하고 또

는 군과 자살생각이 없는 정상대조군으로 나눠 정서조절과

한 치료적 접근이 가능한 타깃 영역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며 뇌 내 기능적 활성의 변화를 측정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살시도와 관련

였다. 정서조절과 관련된 과제는 대상자에게 중립적(neutral),

25)

된 특정 뇌 영역의 구조적 이상을 보고했으나, Gifuni 등 이

부정적(negative), 긍정적인(positive) 감정을 유발하는 사진을

진행한 연구에서는 자살시도 경험이 있고 동반된 우울증상

제시하고,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사진(이하 부정적

을 보이는 청소년과 자살시도 경험이 없지만 우울증상을 보

사진)을 제시할 때는 단순히 보거나(look) 혹은 감정을 억제

이는 청소년의 뇌 영역 간의 유의미한 구조적 차이가 없음을

(decrease)하면서 보도록 하는 두 가지의 단서와 함께 제시하

보고하였다.

여 단서에 맞게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자살생

확산텐서영상 결과는 다중모드 뇌자기공명영상 연구의 일
21)

각이 있는 군에서는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부정적 사진에 대

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 및 젊은

한 감정 억제 과제 수행 시 배외측 전전두피질(DLPFC) 활성

성인 양극성장애 환자군에서 자살시도 경험이 없는 환자군에

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Just 등12)의 연구에서

비해 구상속(uncinate fasciculus)의 백질 분할비등방도(FA)

는 자살생각이 있는 청소년이 정서처리와 관련된 과제 수행

가 감소됨을 보고하였다. 앞서 제시된 결과에 대한 고찰은 다

시 보인 뇌 활성 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기계학습을 수행해

른 기능적 뇌자기공명영상에서 관찰된 변화와 함께 “다중모

91%의 정확도로 정상군에 대비하여 자살생각이 있는 군을

드 뇌자기공명영상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상기 언급한

식별해냈으며, 이 예측모델에서 복내측 전전두피질(VMPFC)

구조적 뇌자기공명영상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방법과 결과는

과 배외측 전전두피질(DLPFC)과 배전측 대상피질(dorsal

표 1에 정리하였다.

ACC)의 활성도가 중요한 예측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구조적 뇌자기공명영상의 T1-강조영상 결과를 요약하면,

Just 등12)이 수행한 정서처리와 관련된 과제는 자살과 관련된

자살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경우 안와전두피질(OFC)의

단어,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단어,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

부피 감소가 일관되게 보고되었다. 또한 자살시도를 경험한

하는 단어를 보여주고 대상자들이 제시된 단어의 개념에 대

청소년기는 전측 대상피질(ACC), 해마(hippocampus), 복측

해 생각(actively thinking)하도록 수행되었다. 상기 언급한

전전두피질(ventral PFC), 측두이랑의 구조적 이상소견을 보

두 연구결과는 배외측 전전두피질(DLPFC) 활성의 변화가 청

이고, 특히 선조체(striatum)의 감소된 부피는 청소년기의 자

소년기 자살생각과 관련된 정서처리 및 조절에서 중요한 역

살생각의 심각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자

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살시도를 경험한 청소년군에서 유의미한 뇌 내 구조적 이상

자살시도와 관련된 연구들로, Pan 등27)은 자살시도 경험이

을 보고하지 않는 연구결과도 있어 향후 보다 다양한 임상적

있는 주요우울장애 청소년 환자군이 자살시도 경험이 없는 환

양상을 가진 청소년들 대상의 후속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

자군에 비해 분노를 표현하는 얼굴(angry face)을 보는 동안

할 것이다.

우측 전측 대상피질(ACC), 좌측 배외측 전전두피질(DLPFC),
일차감각피질(primary sensory cortex), 우측 중간측두이랑

과제기반 기능적 뇌자기공명영상 연구

(right middle temporal gyrus)의 기능적 활성이 높아지는

과제기반 기능적 뇌자기공명영상(task-based fMRI)은 특

것을 관찰하였다. 한편, Quevedo 등28)의 연구에서는 우울증

정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의 뇌 내 기능적 활성을 측정하는

상이 있는 청소년 환자군을 대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뇌자기공명영상 기법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따라 다양한 해

각각 중립적, 부정적,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을

26)

당 뇌 기능에 관여하는 영역의 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다.

보여주며 사진이 자신인지 혹은 타인인지를 맞추게 하는 과

본고에서는 자살생각이 있는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정서처리

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자살경향성이 높은 환자군에서 자

및 조절(emotional processing and regulation) 과제기반 기

살경향성이 낮은 환자군에 비하여, 자신과 관련된 감정유발

능적 뇌자기공명영상 연구 2편,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사진을 처리하는 과정에 입전측 대상피질(rostral ACC), 내측

기 대상으로는 정서처리 및 조절 관련 2편, 인지통제(cogni-

전전두피질(medial PFC), 후측 대상피질(PCC), 설전부(pre-

tive control) 관련 1편, 의사결정 및 보상처리(decision mak-

cuneus) 영역의 활성이 감소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는 자

ing and reward processing) 관련 1편의 과제기반 기능적 뇌

신과 관련된 정서처리(self-referencing processing)의 이상이

자기공명영상 연구들에 대해 다루었다.

청소년기 자살의 또 다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자살생각과 관련된 연구들로, Miller 등13)은 정신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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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과제인 Go/No-go Test를 수행하며 뇌 내 기능적 활

휴지기 기능적 뇌자기공명영상 연구

성을 평가하였다. Go/No-go Test는 미리 Go/No-go의 규칙

휴지기 기능적 뇌자기공명영상(resting-state fMRI)은 과

이 정해진 특정 글자에 대해 Go 혹은 No-go의 선택을 수행

제를 수행하지 않은 휴지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뇌

하며, 인지적 억제의 지표인 반응억제(response inhibition) 정

내 기능적 활성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해당 뇌

도를 평가하는 과제이다. 그 결과 Go/No-go 선택의 정확성

영역의 기능적 활성도와 여러 뇌 영역 간의 휴지기 기능적 연

과 수행시간에서 각각 군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선택

결성(resting-state function connectivity)을 확인할 수 있

을 하지 않아야 하는 No-go 과제를 수행할 때 자살시도 경

다.32) 자살생각과 관련해서는 3편의 연구가 수행되었고, 자살

험이 있는 주요우울장애 청소년 환자군에게서 자살시도 경

시도와 관련해서는 2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험이 없는 환자군에 비해 전측 대상피질(ACC)의 기능적 활

먼저 자살생각과 관련된 연구들로, Ordaz 등33)은 자살생

성이 감소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또한, Pan 등30)은 주요우

각이 있는 주요우울장애 청소년 환자에서 독립성분분석(in-

울장애 청소년 환자에게서 의사결정 및 보상처리와 관련된

dependent component analysis)을 활용하여 세 가지 네트워

과제인 아이오와 도박과제(Iowa Gambling Test)를 수행하였

크인 집행-통제 네트워크(executive control network, ECN),

다. 아이오와 도박과제는 이득과 손실의 규칙이 다른 네 개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 DMN), 현출

카드 더미를 제시하고 규칙을 모르는 대상자가 하나를 선택

성 네트워크(salience network)의 네트워크 내 연결성(with-

하면 그에 따른 이득과 손실의 결과를 제시하며 대상자는 이

in-network coherence)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임상면담을

를 통해 이득과 손실의 결과를 학습하게 된다. 네 개의 카드

통해 평가한 자살생각의 심각도 점수가 높을수록 좌측 집

는 즉각적으로 주는 이득은 크지만 반복 선택할수록 손실이

행-통제 네트워크의 내 연결성 정도(intrinsic neural coher-

이득보다 더 커지는 고위험 선택(high-risk decision)과 즉각

ence)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고하였다. Chin Fatt 등34)은 121

적인 이득은 적으나 반복 선택할수록 이득이 손실보다 더 커

개의 피질과 피질하구조물(subcortex)을 대상으로, 각 영역

31)

지는 저위험 선택(low-risk decision)으로 구성된다.

과제

간의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주요우울

수행 결과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환자군이 자살시도 경험이

장애와 양극성장애 청소년 및 젊은 성인에서 자가보고를 통

없는 환자군에 비해 고위험 선택을 할 때 우측 시상(thala-

해 평가한 자살생각의 심각도 점수가 높을수록 변연계(lim-

mus)의 활성이 감소되고, 저위험 선택을 할 때는 좌측 미상

bic network)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간의 연결성이 낮아짐

핵의 활성이 증가됨이 관찰되었다. 상기에 언급한 두 개의 연

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Cullen 등35)은 주요우울장애 청소년

구는 청소년기 자살행동이 인지적 억제능력과 합리적인 의사

환자에서 자살생각의 심각도와 편도체(amygdala) 중심 기능

결정과 관련될 수 있는 뇌 영역의 기능 이상과 연관성이 있을

적 연결성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기 언급한 과제기반 기능적 뇌자기공명

자살시도와 관련한 연구로, Cao 등11)은 자살시도 경험이

영상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방법과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있는 청소년 및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국소적인 기능적 유사

자살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제기반 기능적

성을 반영하는 지표인 국소 동질성(regional homogeneity,

뇌자기공명영상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정서처리 및 조절

ReHo)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전전두피질과 변연계 및 소뇌

과정에서 배외측 전전두피질(VLPFC)과 전측 대상피질(ACC)

영역에서의 ReHo가 감소되는 패턴을 보고하였다. 이는 상기

의 기능적 활성의 변화가 청소년기 자살과 연관되어 있었다.

뇌 영역에서 국소적인 기능적 연결성이 감소되어 있음을 의

특히 자살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자신과 관련된 정서처

미한다. Zhang 등36)에서는 독립성분분석을 활용하여 디폴트

리 과정에서 입전측 대상피질(rostral ACC), 내측 전전두피질

모드 네트워크 내 기능적 연결성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자살

(medial PFC), 후측 대상피질(PCC), 설전부(precuneus)의 기

시도 경험이 있는 우울증상을 가진 청소년 및 젊은 성인에서

능적 활성 이상을 보였으며, 이는 타인의 감정뿐 아니라 자신

자살시도 경험이 없는 청소년 및 젊은 성인에 비해 우측 설전

의 감정에 대한 인식의 이상이 청소년기 자살의 병리기전의

부(precuneus)의 기능적 연결성이 감소되어 있음을 보고하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 연구결과에서는,

다. 상기 언급한 휴지기 기능적 뇌자기공명영상 연구에서 수

자살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인지적 억제능력에 필요한

행된 연구방법론은 표 3에 정리하였다.

전측 대상피질(ACC)의 기능적 활성이 감소되었음을 보고하

휴지기 기능적 뇌자기공명영상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자

였으며 의사결정 시 시상(thalamus)의 기능적 활성 감소를

살행동을 보이는 청소년군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관

보고하였다.

련된 기능적 연결성이 감소되는 소견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특히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변연계 간의 연결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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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살생각의 심각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는 청소년 및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백질 및 회백질의 부피와

청소년기 자살에서 편도체(amygdala) 중심의 기능적 연결성

휴지상태의 뇌에서 자발적인 신경활성의 강도를 측정하는 z

의 유의미한 이상소견을 보고하지 않는 연구결과도 있어 향

score amplitude of low frequency fluctuations (zALFF)40)

후 후속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회백질과 백질 부피의 군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측두엽(temporal lobe)에서 zALFF 증가

다중모드 뇌자기공명영상 연구

와 좌측 입외측 전전두피질(RLPFC)에 해당하는 영역의

다중모드 뇌자기공명영상 연구 방법은 다양한 뇌자기공명

zALFF 감소를 보고하였다. 상기 언급한 다중모드 뇌자기공명

영상 방법론을 적용하여 뇌 구조적, 기능적, 분자적 변화를

영상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방법 및 결과는 표 4에 요약하였다.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으로, 단일 방법론을 적용하였을

상기 기술한 다중모드 뇌자기공명영상 연구의 결과들을 요

때보다 다양한 측면의 뇌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면에서

약하면, 자살행동을 보이는 청소년군에서 정서조절을 담당하

37)

특히, 이러한 접근은 자살과 같은 복합적인 행동

는 복측 전두엽-변연계회로(ventral frontolimbic pathway)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38) 본고에서는

구조적, 기능적 이상소견을 보였으며, 측두엽과 좌측 입외측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진 자살행동과 관련된 뇌

전전두피질(RLPFC)의 기능적 활성도의 이상을 보였다. 현재

영역을 분석한 2편의 다중모드 뇌자기공명영상 연구를 다루

까지 수행된 청소년기 자살의 다중모드 뇌자기공명영상 연구

었다.

의 수가 특히 적은 만큼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한 결과의 검증

유리하다.

21)

Johnston 등 의 연구에서는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이 이뤄져 할 것이다.

및 젊은 성인 양극성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회백질과 백질의
부피를 측정하였을 뿐 아니라, 확산텐서영상을 활용하여 백

고

찰

질의 분할비등방도(FA)를 측정하였다. 또한 같은 대상군에서
과제기반 기능적 뇌자기공명영상을 통해 행복, 중립, 공포의

청소년기 자살의 뇌자기공명영상 연구의 현재와 의의

감정을 표현하는 얼굴표정을 보는 과제를 수행하며 편도체

현재까지 진행된 청소년기 자살에 대한 뇌자기공명영상 연

(amygdala)를 중심으로 한 기능적 활성 및 연결성 변화를 측

구는 다양한 정신신경계 질환을 가진 청소년 및 젊은 성인군

정하였다. 그 결과, 자살시도 경험이 없는 청소년 및 젊은 성

을 대상으로 자살생각 혹은 자살시도와 관련하여 질환대조

인 환자군에 비해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환자군에서 우측 안

군 혹은 정상군에 비해 구조적 기능적 뇌 영역과 뇌 영역 간

와전두피질(OFC), 우측 해마(hippocampus), 소뇌의 회백질

연결성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 자살은

부피가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복측 전전두피질, 우

안와전두피질(OFC), 전측 대상피질(ACC), 해마(hippocam-

측 소뇌 및 변연계로 연결되는 연합섬유(association fiber)인

pus)의 부피 감소와 관련 있으며, 정서처리 및 조절에서 배외

구상속(uncinate fasciculus)에서의 백질 분할비등방도(FA)가

측 전전두피질(DLPFC)과 전측 대상피질(ACC) 기능적 활성

감소되었다. 기능적 연결성 측면에서는 행복, 중립, 공포의 얼

의 변화와 관련되며,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 측면에서는 디폴

굴표정을 볼 때, 자살시도 경험이 없는 환자군에 비해 자살시

트 모드 네트워크의 내외 기능적 연결성의 감소와 관련된다.

도 경험이 있는 환자군에서 편도체와 좌측 복측 전전두피질

종합해보면, 배외측 전전두피질(DLPFC)과 전측 대상피질

(ventral PFC) 간의 기능적 연결성이 감소되고, 또한 중립의

(ACC)로 이어지는 하향식조절(top-down control)의 이상과

얼굴표정을 볼 때에는 편도체와 우측 입쪽 전전두피질(ros-

안와전두피질(OFC)을 포함한 복측 전전두피질(ventral PFC)

tral PFC) 간의 기능적 연결성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과 해마(hippocampus), 편도체(amygdala)로 이어지는 복측

특히 편도체와 좌측 복측 전전두피질(ventral PFC) 간의 기능

전두엽-변연계회로(ventral frontolimbic pathway)의 구조적

적 연결성이 감소할수록 자살시도의 치명도(attempt lethal-

기능적 변화가 청소년기 자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ity)가 높아지는 양상이 세 가지 감정의 얼굴표정 모두에서

로 보인다. 앞서 제시된 영역은 정서처리 및 조절과 충동조절

관찰되었다. 상기 결과는 청소년기 자살에서, 정서조절을 담

에 관여하는 영역들로,41)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특

당하는 복측 전두엽-변연계회로(ventral frontolimbic path-

성이 심해지는 청소년기의 특성이 청소년기를 자살에 더 취약

way)에 해당하는 뇌 영역의 회백질 및 백질의 구조적인 감소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앞서 제시된 영역

와, 기능적 연결성 감소를 동시에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은 성인 대상의 자살 뇌자기공명영상 연구를 고찰한 종설연

가 있다.

구7)에서 제시하고 있는 뇌 병리기전에도 포함되는 영역이다.
39)

Cao 등 은 자살시도 경험이 있고 동반된 우울증상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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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되는 주기가 성인에 비해 짧고, 갑작스러운 자살충동이

현재까지 청소년기 자살의 뇌자기공명영상 연구는 모두 단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등 역동적이고 충동적인 임상적 특성을

면연구로 진행되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기의

갖는다. 이러한 청소년기 자살에서는 기존의 약물 및 인지행

뇌에서 자살에 특이적인 뇌 영역과 관련 구조적 기능적 연결

42)43)

동 치료 등의 중재는 임상적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적추적 뇌자기공명영상 연구

자살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보다 빠른 치료 효과

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 종적추적 뇌자기공명영상 연구

를 볼 수 있는 급성기 중재방법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는 자살생각-자살계획-자살시도-자살의 각 단계에서 관여

배외측 전전두피질(DLFPC)은 청소년기 자살의 신경생물학

하는 뇌 기질과 뇌 영역 간 연결성의 변화를 세분화하여 평

적 병리기전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배외측 전전두피질

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상기와 같은 일련의 과정 없이

(DLFPC)은 경두개 자기자극(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충동적인 자살시도를 하는 청소년기의 병리도 함께 파악할

stimulation, rTMS)과 경두개 직류전기자극(transcranial di-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rect current stimulation)과 같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선택

비교적 적은 표본임을 공통적인 한계점으로 기술하고 있어,

적인 신경활성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영역

추후 확장된 표본에서의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주요우울장애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본고에서 논의한 선행연구에서 확산텐서영상을 활용한 연

한 이중맹검, 무작위배정, sham-controlled 연구에서 배외측

구는 Johnston 등21)의 연구가 있었으나, 활발히 활용되어 오

전전두피질(DLPFC)에 연속 7일 동안 rTMS 적용 시 자살시

지는 않았다. 그동안 확산텐서영상은 청소년기의 뇌 발달의

도의 심각도가 3일째 되는 시점에 감소하는 단기적인 효과를

양상을 확인하는 연구에 많이 활용된 만큼 청소년기 자살의

보고한 바 있다.44) 이는, 향후 배외측 전전두피질(DLFPC)이

연구에서 특히 유용할 수 있다. 기존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

청소년기 자살 환자 치료의 타겟 뇌 영역으로 활용될 수 있

상으로 한 확산텐서영상 연구에서는 나이에 따라 운동영역

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인 피질척수로(corticospinal)와 시상피질로(thalamocotical

비록 청소년기 자살과 관련된 뇌자기공명영상 결과는 자살

tract) 및 언어영역 중추인 좌측 궁상속의 분할비등방도 변화

의 원인적 인자와 치료인자 측면에서 중요한 신경생물학적 단

가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며 뇌 발달의 양상을 확인하고 있

서를 제공하지만, 자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기인될 수 있는

다.46) 또한 확산텐서영상을 통해 구조적인 뇌 네트워크를 추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결과의 적용에 있어서 유전적, 사

출하여, 청소년기의 지능발달과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등 다

회적, 환경적인 요소 등과의 상호 보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양한 청소년기 연구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47) 후속연구

따라서, 청소년기 자살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뇌자기

에서 확산텐서영상이 활용된다면 청소년기 자살의 구조적인

공명영상 결과에 얻은 신경생물학적 단서와 사회심리학적, 생

연결성의 발달 측면에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물학적 등의 다양한 요인을 통합하여 청소년기 자살을 이해

대된다.

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야 할 것이다.

본고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본고에서 고찰한 대부분
의 연구의 대상자는 다양한 정신신경계 질환을 동반하는데,
상기 연구 중 일부23)24)는 자살생각 혹은 자살시도 경험이 있

제 언
본고에서는 앞서 선행연구의 연구방법과 결과를 정리하고

는 특정 질환군과 특정 질환을 진단받지 않고 자살생각 혹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더해,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자살시도 경험이 없는 정상대조군의 뇌자기공명영상 결과를

한계점을 종합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비교하였다. 이러한 두 군 간의 비교는 해당 결과가 자살에

한다.

의한 영향인지 특정 정신신경계 질환과 관련된 것인지 구분

자살의 명명체계를 정립한 Columbia Classification Algo45)

하기 어려워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rithm of Suicide Assessment (C-CASA) 에서는 본질적으

청소년기 자살에 관련될 것으로 제안하고 있는 신경생물학

로 죽음의 의도가 없는 자해(self-injury)는 자살시도로 판단

적 기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14)21)24)

이는 죽음의 의도와 관련이 없는

다. 향후 정신신경계 질환을 동반하는 대상의 연구에서는 자

교란요인을 줄임으로써 자살의 뇌자기공명영상 결과의 효과

살생각 혹은 자살시도 경험이 없는 특정 질환군을 대조군으

크기(effect size)를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자살행동을 보이는

현재 선행연구 간 일관되지 않은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등의

대상자가 정신신경계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의를 C-CASA 등에 의해 표준화한다면, 향후 자살연구 간

앞서 제시된 것과 같은 연구설계는 다양한 정신신경계 질환

의 상호 해석을 통한 통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자살행동의 초진단적인 신경

하지 않고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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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transdiagnostic neural substrates)을 발굴해 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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