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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Many event-related potentials (ERPs) studies have been performed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ERPs include P50, N170, loudness dependence of auditory evoked potentials (LDAEP), P300,
and mismatch negativity (MMN). These ERPs have good time-resolution as noninvasive methods, so they can be used easily in clinical practice and research. For example, ERPs can be
used to differentiate patients from healthy people, as well as for assessing the subtype and severity, investigating the psychopathology, and predicting the treatment response in mental disorders. This review focuses on P50, N170, LDAEP, P300, and MMN in major depressive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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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전두엽에 과도한 부하가 걸린다는 가설이다.2)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들에서는 우울증 환자에서도 P50의 이상을 보

사건관련전위는 피험자에게 물리적 특성이 다르지 않은

였다. 한 연구는 정상군,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에 반응을

자극들을 주면서 자극 사이의 관계들을 변화시켜서 뇌파의

보인 우울증 환자의 세 군의 P50을 비교하였다.3) 우울증 환

변화를 얻는 방법이다. 우울증에서도 사건관련전위 관련 연

자들은 치료 반응성 여부에 상관없이 정상군에 비해 높은

구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다. 사건관련전위를 통해서 우울증

P50 억제율(S2/S1)을 보였다. 이는 우울증 환자에서도 조현

아형의 구분, 심각도의 평가, 정신병리 탐색, 치료 반응성 예

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자극 혹은 정보에 대한 억

측 등을 가능하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표적

제 능력이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치료저항성 환자들

인 신경생리적 지표인 P50, N170, P300, mismatch negativity

의 결함 정도는 더 심하였다. 다른 연구에서 40개월의 유아

(이하 MMN), loudness dependence of auditory evoked potentials

를 대상으로 P50을 측정하였다. 놀랍게도 P50의 결함이 있

(이하 LDAEP) 등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던 아이들은 3년 뒤 불안, 우울 증상을 예측할 수 있었다.4)
하지만 이러한 P50의 억제 결함의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

P50

지 않고 있다. P50이 조현병과 관련이 있지만 도파민과의 연
관성보다 오히려 세로토닌과의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

P50은 2개의 동일한 자극이 제시되며 첫 번째 자극(S1)과

라서 우울증에서도 P50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

두 번째 자극(S2)으로 이루어지는데 정상인의 경우 S2에 의

지만 에스시탈프람이 P50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결과5)와

해 발생하는 P50의 진폭이 감소되므로 P50은 조현병의 생

clozapine이나 ondansetron 같은 5HT-3 차단 약물들이 P50

물학적 지표로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1) 최근 우울증에서도

에 영향을 준다6)는 결과를 종합하면 추후에도 더 많은 연구

P50에 대한 소수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의미가 있는 결과들

를 통해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시되고 있다. P50은 조현병의 병인 중 정보처리 관련
가설을 근거로 한 전위이다. 조현병은 주변의 여러 자극들

N170

중에서 의미 없는 자극은 제거하고 의미 있는 자극만을 선
택해서 전두엽으로 전달하는 능력의 장애를 보이기 때문에

N170은 얼굴과 관련된 자극에 반응하는 성분이며 자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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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후 대략 130~200 ms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는 음전

을 억제해서 뇌파의 반응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위값이다. N170이 나타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을 조사한

현상을 이용한 것이 LDAEP이다.13) 세로토닌의 강도가 낮

연구에서 외측 방추상회와 상측두이랑 부위가 활성화되는

은 사람은 세로토닌의 억제 기능이 약하므로 소리 자극이

5,6)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기존의 functional MRI 연구에서

증가함에 따라 N100과 P200의 진폭 차이도 점점 증가하므

안면인식과 관련된 뇌의 해부학적 위치와 일치하는 결과였

로 결과적으로 기울기 값인 LDAEP가 크고 세로토닌의 강

다. N170에 일부 상이한 주장이 존재한다. N170이 얼굴의

도가 높은 사람은 세로토닌의 억제 기능이 강하므로 소리

감정의 종류에 관계없이 얼굴의 형태를 부호화는 주장7)과 감

자극이 증가함에 따라 N100과 P200의 진폭 차이가 덜 증가

정의 종류, 예를 들어 공포 혹은 슬픔을 표현하는 얼굴 표정

하거나 감소하여 LDAEP가 상대적으로 작다.13) 따라서 이

에서 N170의 크기 변화가 있다는 주장8,9)이 그것이다. N170

와 같은 LDAEP의 특성을 이용하여 우울증 아형의 구분, 심

연구는 우울증보다는 조현병에서 인지기능 손상을 밝히려는

각도의 평가, 정신병리 탐색, 치료 반응성 예측 등을 할 수

목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조현병 환자

있다는 것이다.

는 안면 인식과 얼굴 표정을 통한 감정 인지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N170 전위의 크기가 감소되었다.10) 최근

치료 반응성 예측

시행된 우울증 연구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은 정상군에 비해

LDAEP가 세로토닌 활성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치료 반응

서 슬픔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에 대하여 N170 전위의 크기

성을 확인하는 연구 방법론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초기 연구

가 더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9) 다른 연구에서는 초

자들은 치료 전 LDAEP 값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세로토

발 우울증, 재발 우울증, 정상 대조군의 N170의 전위 크기를

닌이 낮은 상태(높은 LDAEP 값)의 우울증과 높은 상태(낮은

비교하였는데 초발 환자들은 슬픔, 행복을 나타내는 얼굴 표

LDAEP 값)의 우울증으로 구별하여 항우울제인 선택적 세

정에 대해서 정상 대조군보다 더 작은 크기의 N170을 보였

로토닌 재흡수 차단제의 치료 반응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고 재발 환자들은 행복을 나타내는 표정에 대해서는 초발 환

치료 전 세로토닌 활성도가 높으면 치료 반응성이 낮고 치료

자들과 같은 결과를 보였지만 슬픔에 대해서는 정상 대조군

전 세로토닌 활성도가 낮으면 치료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우

11)

보다 더 큰 크기의 N170을 보였다. 추가로 N170 전위의 크

수하다는 것이다.14,15) 다른 연구자들도 같은 연구 결과들을

기는 우울증 삽화의 수가 증가할수록 비례하였다. 따라서

보고하였다.16,17) 추가적인 결과를 보면 치료 전 세로토닌 활

N170은 조현병과 더불어 우울증에서도 생물학적 지표로서

성도가 높으면 선택적 세토토닌 재흡수 차단제에는 치료 반

향후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응성이 낮았지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차단제에는 치료
반응성이 좋았다.15,16)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이 다양한 병인을

N100, P200, LDAEP

가진 이질적인 집단임을 의미하며 LDAEP를 이용하여 맞춤
치료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치료 전

N100은 자극이 주어진 후 대략 100 ms 지난 시점에서 발

LDAEP를 이용하여 치료 반응을 예측한 연구들이 있었다.

생하는 음전위값이다. 반면 P200은 자극이 주어진 후 대략

한 연구에서는 범불안장애에서 치료 전 세로토닌 활성도가

200 ms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는 양전위 값이다. 본고에서는

낮은 군이 높은 군에 비해서 escitalopram에 대한 치료 반응

55, 65, 75, 85, 95 dB의 5번의 소리 자극을 X축으로 하고 이

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17) 또 다른 연구

를 통해 나타난 N100, P200의 진폭의 차이를 Y축으로 하여

에서는 우울증 환자에서 치료 전 LDAEP와 Low Resolution

기울기 값인 LDAEP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언급하려고 한

Electromagnetic Tomography(LORETA) 분석을 이용한 결

다. LDAEP의 값은 세로토닌의 활성도를 반영한다는 연구

과 치료 전 세로토닌 활성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선택적 세로

결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울증의 세로토닌 가설을 설명할

토닌 재흡수 차단제에 대한 치료 반응성이 더 좋았다.18)

수 있는 비침습적 연구 방법론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LDAPE는 1차 청각 피질에 많은 세로토닌 신경원들의 존재

감별 진단, 질병 단계 확인, 아형의 구별

하고 있고 소리 자극을 들려주면 이러한 세로토닌 신경원들

LDAEP의 값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실험실에 따라

이 뇌의 반응을 억제하여 뇌를 보호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아직 상태 지표(state marker)인지 특성

성질을 이용한 방법이다.

12)

청각 자극을 일정한 간격으로

지표(trait marker)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55, 65, 75, 85, 95 dB 순으로 들려주면 뇌파는 점점 커지게

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연구들은 가

된다. 그러나 세로토닌 신경원들은 청각 자극에 영향받는 것

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 연구에서 주요우울증, 양극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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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조현병,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정
19)

상 대조군의 LDAEP를 비교하였다.

자살 시도 이틀 후에 자살 시도 우울증 군의 세로토닌 활성

정상 대조군을 제외

도가 정상 대조군보다 높았다. 이는 직전 연구와는 반대되는

하고 모두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크게 3가지의 의미 있

결과이며 자살에서의 세로토닌과 상반되는 이외의 결과였

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조현병과 양극성장애는 대부분

다. 따라서 아직 자살과 LDAEP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한

비전형 항정신병약물을 복용 중이라 세로토닌 억제 효과가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연구진에서 이전 자살 시도 병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정상 대조군보다 세로토닌 활성도가

력이나 실제 자살 시도 직후 혹은 자살 사고 등의 다양한 변

강하였다. 이는 조현병, 양극성장애가 세로토닌의 과잉 항진

수로 연구를 했고 동반 질환이나 재발 여부 등을 통제하지

20)

둘째, 주요우울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30)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보다 많

증의 세로토닌 활성도는 정상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은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자살 직후 LDAEP를 측정하며

기존의 세로토닌 가설과는 차이가 났지만 주요우울증이 매

혼란 변수들을 잘 통제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보다 의미 있

우 이질적인(hetergenous) 집단이라는 가설과는 일치하였

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된다.

에 대한 가설과 일치함을 보여 주고 있다.

다.21) 이는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셋째, 조현병과 양극

P300

성장애의 세로토닌 활성도는 주요우울증보다 높았다. 다른
연구에서는 조현병의 진행 단계를 LDAEP로 구분하려는 시
도를 하였다.22) 조현병이 만성화가 되면 될수록 세로토닌 활

P300은 사건관련전위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는

성도는 점차 증가하여서 10년 이상의 조현병에서는 정상 대

분야이다. 두 가지 방법론으로 P300을 측정하게 되는데 첫

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번째 방법은 auditory oddball task이고 두 번째 방법은 nov-

볼 때 LDAEP가 감별 진단 및 질병의 진행 단계를 구분하는

elty oddball task이다. 첫 번째 방법으로 측정하는 P300을

데 있어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아직 재현된 결과를

P3b라 하며 주로 작업 기억과 주의력 등의 인지기능과 연관

보이지는 못했지만 LDAEP를 이용하여 우울증의 아형을 구

되며 대략 300~500 ms에 나타난다.31) 두 번째 방법으로 측

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한 연구에서 멜랑콜리아 우울증이

정하는 P300을 P3a라 하며 주로 자극에 대한 반응 및 정보

비멜랑콜리아 우울증에 비해서 더 높은 세로토닌 활성도를

처리속도 등의 인지기능과 연관되며 대략 200~300 ms에 나

23)

다른 연구에서는 비전형 우

타난다.31) 많은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의 P300의 진폭은 정상

울증이 비전형 증상이 없는 우울증보다 세로토닌 활성도가

군보다 낮았고 이는 우울증 환자에서 인지기능의 손상을 시

낮았다는 연구가 있었다.24) 주요우울증에서 조울 경향을 가

사하였다.32) 한 연구에서 낮은 P300의 진폭은 낮은 항우울제

진 우울증을 LDAEP로 구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25) 그러

치료 반응성과 연관됨을 보고하였다.31) 하지만 다른 연구에

나 두 군의 차이는 없어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서는 진폭의 크기와 치료 반응성은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도

보인다.

제기되었다.33) 흥미롭게도 다른 연구에서 우울만 있는 군,

보인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불안만 있는 군, 우울, 불안이 같이 있는 군의 P300을 정상
자살의 예측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우울만 있는 군은 P300의 진폭이 감

LDAEP로 세로토닌 활성도의 평가가 가능함으로 일부 연

소하고 불안만 있는 군은 증가하며 우울, 불안이 같이 있는

구자들은 LDAEP로 자살 위험성을 예측하는 연구를 시행하

군은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34) P300의 latency에 대한 연

였다. 초기 연구자들은 자살 시도의 병력을 가진 환자들을

구들을 보면 우울증에서는 상대적으로 latency가 증가된다

대상으로 LDAEP를 측정하였다.26)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고 보고하였다.35) 또한 이러한 latency의 증가는 우울증의 상

자살 병력이 있는 환자들의 세로토닌 활성도가 높았다. 저자

태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 특성 변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들은 세로토닌 활성도가 자살이 임박했을 때 일시적으로 감

주장이 제기되었다.36) 하지만 이러한 P300의 연구 결과는 서

소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후 반대되는 결과가 제

로 상반되는 결과가 혼재되어 있어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

시되었다. 자살 시도의 병력이 있는 우울증 환자들이 없는

요할 것으로 보인다.32)

환자들에 비하여 세로토닌 활성도가 감소되었다는 주장이
다.27,28) 하지만 이 연구 역시 자살 시도 직후 LDAEP가 측정

MMN

된 것이 아니므로 자살과 LDAEP의 관련성을 명확히 설명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최근에 자살 시도 직후 LDAEP를 측

MMN의 장점은 피험자가 주어지는 자극에 집중력을 유

정하여 이를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였다.29) 그 결과 오히려

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험자의 태도나 동기에 영향을
www.jkn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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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우울증에서 다양한 뇌파를 이용한 사건관련전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P50, N170, LDAEP, P300,
MMN 등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뇌파
의 장점인 시간 해상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아 연구뿐만 아
니라 임상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건관
련전위를 통해 우울증 아형의 구분, 심각도의 평가, 정신병
리 탐색, 치료 반응성 예측 등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울
증은 한가지 병인이 아니라 여러 병인이 섞여 있는 이질적
인 집단이므로 결과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며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또한
절대적 수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실험실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우울증의 사
건관련전위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표현형을 잘 선택하여 피
험자 모집을 시행하고 몇몇의 혼란 변수들을 잘 통제한다면
좀 더 우울증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심 단어 : P50·N100·N170·P200·P300·
Loudness dependence of auditory evoked potentials·
Mismatch neg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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