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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compare the white matter microstructure of dyslexic children with normal children using diffusion tensor imaging.
Methods Twenty one dyslexic children and 24 normal control children were recruited in the
second and thi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fractional anisotropy (FA) values of
20 representative white matter tracts were estimated from the diffusion tensor imaging data of
each subject using the Johns Hopkins University–white matter tractography atlas to determine
the difference in white matter integrity between the dyslexic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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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Compared to the normal control group, the FA values of the left inferior longitudinal
fasciculus [F(1,39)=5.908, p<0.05] and temporal part of the right superior longitudinal fasciculus
[F(1,39)=7.328, p=0.010]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dyslexic group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ther tracts.
Conclusion In dyslexic children, compensatory pathways develop in the left inferior longitudinal
fasciculus and in the temporal part of the right superior longitudinal fascic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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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난독증은 언어 정보와 비언어적 정보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처리하는 뇌의 능력과 관련된 생물학적 근원을 가지는

난독증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

신경발달장애로,5) 이러한 아동들의 경우 주의력결핍/과다행

orders, 5th edition(이하, DSM-5Ⓡ)에서 읽기 손상을 동반하

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

는 특정 학습장애에 상응하는 명칭으로 아동의 연령이나 지

나 의사소통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와 같은 다른 신경발달

능, 교육 수준에 기대되는 정도에 비하여 학습 능력이 부진

장애를 동반하기도 하며, 2차적인 학업 성취 부족과 그로 인

한 경우, 특히 읽기 능력에 손상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며 학

한 자존감 저하, 정서적인 문제, 대인관계 문제도 유발하여

1,2)

습장애의 8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Shaywitz와 Shay-

일상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1,6)

witz3)에 따르면 난독증은 가장 흔한 신경행동장애로 유병률

난독증의 생물학적 근원을 찾기 위하여 관련된 뇌 영역에

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7% 이상까지도 보고되고 있으

대한 연구들이 활발했는데, 뇌영상 기법이 발달하면서 기능

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전국 초등학생 약 8600명을 대

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RI), 뇌파검사(electroenceph-

상으로 조사한 난독증 현황 파악 연구보고에서 전체의 4.6%

alography), 사건유발전위(event-related potential), 자기뇌

4)

가 난독증 또는 난독증 위험군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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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관련된 뇌 영역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뤄져왔다. 이

난독증군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를 통해 좌반구 뇌피질 영역 중 브로카(Broca) 영역이 있는

•초등학교 2, 3학년으로 전체 읽기성취가 하위 16 per-

하부전두이랑(inferior frontal gyrus), 베르니케(Wernicke)

centile에 속하는 아동

영역이 있는 두정측두(parieto-temporal) 영역, 시각단어형

•Intelligence quotient(이하 IQ) 70 이상

태 영역(visual word form area)이 있는 후두측두(occipito-

•현재 정신적인 약물로 치료받지 않고 있고, 과거 약물

6,7)

temporal) 영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1년 미만이면서 연구 참여

기능적 뇌영상 연구에서 난독증군은 좌두정측두 영역과 좌

4주 이내에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아동

후두측두 영역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활성이 감소하였지만,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양측 복외측 전전두(ventrolateral prefrontal) 영역에서는 보

•초등학교 2, 3학년이 아닌 경우

8,9)

상적으로 과활성화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또한 확산텐서영상(diffusion tensor imaging, 이하 DTI)이
발달을 하면서 뇌피질만이 아니라 그것을 연결하는 뇌백질
구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뤄졌고, 난독증 아동들과 정상
아동들이 뇌백질 구조에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
게 되었다. 특히 상종속(superior longitudinal fasciculus, 이

•선천성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 경우
•뇌성마비 등 후천성 뇌손상의 병력이 뚜렷한 경우
•경련성 장애나 기타 신경과적 질환, 교정되지 않은 감
각장애가 동반된 경우
•조현병, 기타 소아기 정신증(psychosis)의 병력이 있는
경우

하 SLF)과 궁상속(arcuate fasciculus, 이하 AF), 하전두후두

•IQ 70 미만인 경우

속(inferior fronto-occipital fasciculus, 이하 IFOF), 하종속

•강박장애나 주요 우울장애, 양극성장애가 동반된 경우

(inferior longitudinal fasciculus, 이하 ILF)이 중요한 역할을

•언어장애가 동반된 경우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 경로는 읽기 능력에 관여하는

동일 연령의 정상 대조군 모집은 서울대학교병원 원내 게

8,10,11)

뇌피질들의 연결 회로로 생각할 수 있었다.

시판 광고 및 지역사회 홍보를 통해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정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

신과를 방문한 아동 중 선정 및 배제 기준에 맞는 대조군을

에서 난독증군과 정상 대조군의 DTI에서 얻어낸 분획 이방

모집하였다. 대조군은 같은 연령의 정상 아동으로 선정 기준

성(fractional anisotropy, 이하 FA)의 비교를 통해 뇌백질

은 다음과 같다.

미세구조의 차이가 있는 경로(tract)를 확인하고 그와 연관
된 기능을 알아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2, 3학년 정상 아동으로 정신과적 면담과 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s and Schizophrenia for schoolage children-Present and Lifetime version에 의거하여 소

방

법

아정신과 특정 질환에 속하지 않고, 특별한 발달 지연을
보이지 않는 경우

대 상

•IQ 70 이상인 경우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 지역 교육청에서 난독증이라고 의

제외 기준은 난독증군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심되어 학교 교사로부터 검사가 의뢰된 아동들과 국민대학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

교 읽기쓰기클리니컬센터에서 난독증 클리닉 서비스를 받

(IRB 번호 : 1609-037-789)을 거쳐 시행되었으며, 모든 연구

고 있는 초등학교 2, 3학년 아동들로 읽기성취 및 읽기인지

대상자 및 보호자들은 서면으로 된 동의서(written informed

처리 능력검사(Reading Achievement & Reading Cognitive

consent)를 작성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함을 확인하였다.

12)

Processes Ability, 이하 RA-RCP) 에서 동연령 대비 전체
읽기성취가 16 percentile 이하에 속하는 경우 난독증으로
12,13)

정의하였다.

읽기능력 평가 도구
대상 아동의 읽기능력 평가를 위해서 읽기성취 및 읽기

이렇게 모집된 아동들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병

인지처리 능력검사12) 도구를 사용하였다. RA-RCP는 초등

력 청취 및 과거력 조사, 뇌자기공명영상검사(MRI), Korean

학생의 읽기성취 및 읽기와 관련된 인지처리능력을 측정하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Wechsler Intelligence

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검사이다. 검사 결과를 통해 학생의 읽

14,15)

scale for children 지능검사,

위스콘신 카드분류검사(Wis-

16,17)

consin Card Sorting Test),

종합주의력검사(Compre-

hensive Attention Test)18)를 시행하였다.

기성취 및 인지처리능력이 평균을 기준으로 어느 범위에 속
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평가 결과로 읽기장애 학생
의 진단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이다.
www.jkn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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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획득과 분석

통계 분석 방법

뇌영상 촬영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소재한 Siemens

인구학적 변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독립 T 검정

TRIO 3.0 T(Siemens Healthineers, Erlangen, Germany) 장

(independent T-test),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이

비를 이용하여 확산텐서영상(DTI)을 획득하였다(repetition

용하였다. TBSS를 통해 얻어진 난독증군과 대조군의 FA 차

time=10000 ms, echo time=88 ms, matrix size=256×256×

이는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이용하여 성별,

50, voxel size=0.94×0.94×3.5, and flip angle=90°, encoding

월령, IQ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ver-

direction=30). 촬영한 영상 자료는 머리 움직임과 와류(eddy

sion 25.0(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고,

current) 보정을 시행한 이후 FMRIB’s Software Library

통계적 유의 수준은 p-value 0.05 미만으로 하였다.

(https://fsl.fmrib.ox.ac.uk)의 한 module인 Tract-Based

결

Spatial Statistics(이하 TBSS)를 이용하여 FA 값을 얻었다. 뇌

과

백질경로는 Johns Hopkins University-뇌백질경로지도(이
하, JHU-white matter tractography atlas)를 사용하여 총 20
19-22)

개의 뇌백질경로에서 FA 값을 얻었다.

국민대학교 읽기검사 결과 25명의 아동이 난독증으로 서울
대학교병원에 연계되었고 이들 모두 MRI를 비롯한 검사에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Dyslexia (n=21)

Control (n=24)

n (%) or mean±SD

n (%) or mean±SD

18 (85.7)

12 (50)

p-value

Gender

0.014

Boy
Girl
Age (month)
IQ

3 (14.3)

12 (50)

95.29±5.23

99.67±10.34

0.254

100.38±14.68

114.33±14.50

0.003

SD : Standard deviation, IQ : Intelligence quotient

Table 2. FA of WM tracts by Johns Hopkins University-WM tractography atlas
WM tract
Left anterior thalamic radiation
Right anterior thalamic radiation
Left corticospinal tract

FA
Dyslexia>control
Control>dyslexia
Dyslexia>control

F

p-value

0.017

0.897

0.548

0.464

1.714

0.198

Right corticospinal tract

Control>dyslexia

2.322

0.136

Left cingulum

Control>dyslexia

0.133

0.717

Right cingulum

Control>dyslexia

0.170

0.683

Left cingulum-hippocampus

Control>dyslexia

2.235

0.143

Right cingulum-hippocampus

Control>dyslexia

3.084

0.087

Forceps major

Control>dyslexia

0.000

1.000

Forceps minor

Dyslexia>control

0.513

0.478

Left IFOF

Dyslexia>control

0.807

0.375

Right IFOF

Dyslexia>control

1.807

0.187

Left ILF*

Dyslexia>control

5.908

0.020

Right ILF

Control>dyslexia

1.691

0.201

Left SLF

Control>dyslexia

0.006

0.940

Right SLF

Control>dyslexia

0.154

0.697

0.362

0.551

Left uncinate fasciculus

Dyslexia>control

Right uncinate fasciculus

Control>dyslexia

0.619

0.436

Left SLF, temporal part

Control>dyslexia

0.155

0.696

7.328

0.010

Right SLF, temporal part*

Dyslexia>control

* : p<0.05. FA : Fractional anisotropy, WM : White matter, IFOF : Inferior fronto-occipital fasciculus, ILF : Inferior longitudinal fasciculus, SLF : Superior longitudinal fascic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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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여 시행하였다. 이 중 왼손잡이 3명, 영상 품질이 좋지
않은 1명을 제외한 21명의 DTI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난독증군의 우상종속 측두 부분의 FA 증가
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종속은 전두엽부터 두정엽, 측두엽,

난독증군과 대조군의 성별, 나이, 지능지수는 표 1과 같다.

후두엽을 연결하는 신경 경로로 세 개의 구역으로 나뉘며

대조군은 24명을 모집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모두 오른

상종속 측두 부분은 상종속 III 영역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손잡이였다. 남자 아동의 비율이 난독증군에서 85.7%로, 대

상대적으로 후방 외측에 위치한다.26) 좌상종속은 언어적 연

조군 50%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IQ는 대조군이 유의하

결망의 역할을 하며, 우상종속은 주의력 및 비언어적 청각

게 높았다. 월령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보, 시공간인지능(visuospatial ability)에 관여한다고 알려

JHU-뇌백질경로지도에 따라 20개 뇌백질경로의 FA 수

져 있다.27) 우상종속의 FA는 지속적 주의력(sustained at-

치를 얻었으며, 이 중 좌하종속(left ILF)에서 난독증군이 대

tention)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며,28) 성인 ADHD에

조군보다 FA가 유의하게 높았으며[F(1,39)=5.908, p=0.02],

서 부주의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29)

우상종속(right SLF)의 측두 부분(temporal part) 또한 난독

Shaywitz 등9)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들의 언어가 발달함에

증군이 대조군보다 FA가 유의하게 높았다[F(1,39)=7.328,

따라 정상군은 좌하전두이랑(left inferior frontal gyrus)의

p=0.01]. 그 외의 경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활성이 증가하고, 좌상종속의 FA가 증가하는 데 반해, 난독

(표 2).

증군에서는 보상적으로 우하전두이랑의 활성이 증가하고
우상종속의 FA가 증가했다고 하며, 본 연구도 이와 유사한

고

찰

결과를 보여 난독증에서 보상적으로 주의력에 관여한 우상
종속의 연결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8,30)

난독증군과 정상 대조군에서 뇌백질 연결성의 지표가 될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 번째로, 난

수 있는 FA를 비교했을 때 좌하종속과 우상종속의 측두 부

독증군에서 DSM 진단을 위한 구조적인 임상 면담을 진행

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모두 난독증군의 FA가 더

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검사상 하위

컸다.

16 percentile에 속하는 대상자들로 난독증을 정의하였는데,

하종속은 후두엽과 측두엽 앞쪽을 연결하는 연합신경섬유

읽기 능력은 스펙트럼처럼 연속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난

다발로 하전두후두속(IFOF), 궁상속(AF), 구상속(uncinate

독증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가

fasciculus)과 연결되어 있다. 좌우 반구에서 서로 다른 기능

있었고,31) 하위 16 percentile 이하를 읽기장애로 진단하는

을 담당하는데 좌반구에서는 주로 읽기 능력과 어휘-의미

것이 타당하다는 국내 표준화 연구를 참고하였다.12,13) 두 번

처리(lexical-semantic process) 기능을 하며, 우반구에서는

째로 난독증 외의 동반 질환을 병력만으로 확인하였다는 제

얼굴 및 사물 인식, 시각 기억, 사회-정서적 처리(socio-

한점이 있다. 특히 공존 진단율이 높은 ADHD를 배제하지

23)

emotional process)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못한 것은 큰 제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DHD의

본 연구에서는 난독증 아동들이 읽기 능력이 저하되어 있

경우 난독증보다 유병률이 높아 우선적으로 감별하는 진단

음에도 불구하고 읽기 능력에 관여하는 좌하종속의 FA가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병력만으로도 상당 부분 배제 가능

대조군에 비해 큰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가소성(plas-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조군의 경우 읽기검사를 시행하지 않

24,25)

cticity)과 보상적 발달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Schlaffke

아 읽기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등 은 모스 기호를 배우는 것을 통해 좌하종속의 미세구조

있고, 마지막으로 대상자들의 연령이 7~9세로 현재 뇌발달

(microstructure)가 발달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구조의

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어 개인에 따라 뇌발달 수준 편차

가소성이 새로운 언어 체계 습득의 기반이 됨을 제시하였다.

가 클 수 있으며, 젊은 성인으로 표준화된 JHU-뇌백질경로

24)

25)

Mandonnet 등 은 좌반구 내에 하전두후두속(IFOF)과 하

지도를 사용한 것도 제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속으로 이루어진 복측 의미적 스트림(ventral semantic
stream)이 있는데, 하전두후두속이 직접 경로(direct path-

결

론

way)의 역할을 하고, 하종속이 간접 경로(indirect pathway)
를 담당하여, 의미 처리 기능의 문제가 생길 경우 기능이 재

본 연구에서는 난독증군이 대조군에 비해 좌하종속, 우상

분포하여 간접 경로인 좌하종속이 보상적으로 발달한다고

종속의 측두 부분에서 FA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읽기 능력이 손상된 난독증 아동들에

이는 의미 처리 및 주의력과 관련된 보상적 신경 경로의 발

서 좌하종속이 발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달로 볼 수 있다. 대상자들이 아직 발달 과정에 있는 만큼 추
www.jkn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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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령 증가에 따른 뇌영상 변화 및 읽기 능력의 변화를 확
인할 수 있다면 읽기와 관련된 뇌 영역에 대해 더 깊이 이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심 단어 : 난독증·백질 경로·확산텐서영상·
확산경로영상·좌하종속·우상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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