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

약물과뇌

1 신경계의 기초적 해부

역사적으로 뇌는 전적으로 지성과 냉정한 논리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생각돼 왔다. 심

장이나 콩팥과 유사하게 뇌는 단지 우리의 신체를 생존하게 하며,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믿어져 왔다. 뇌에 관한 이러한 

관점을 따르면 인간은 차라리 단지 논리와 이성에만 반응하며 동정, 애착, 정서가 결

핍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뇌가 우리 모두의 느낌, 정서, 기분, 갈망 그리고 본능

의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뇌의 특정한 부분이 뇌의 전기적 자극, 혹은 ESB(Electrical Stimuation of Brain)

로 알려진 전기 소식자(electrical probe)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면, 그 주체는 격노의 

느낌, 분노, 혹은 슬픔을 경험하며, 철회로부터 폭력 사이의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

다. 그 구체적 반응은 뇌 자극의 영역에 달려 있다. 각 영역은 구별할 수 있는 일정한 

반응을 생산한다. 기억과 관련된 느낌을 포함하여, 기억은 또한 적절한 영역의 자극

에 의해 생산될 수 있다. 신경학자들이 기억과 관련된 뇌의 영역을 자극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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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환자는 어린 시절의 인동덩굴(honeysuckle)의 냄새와 한때 그 냄새를 둘러

쌌던 정서에 대한 기억을 전달받는다고 하자. 뇌의 전기 자극이 그 개인에게 고통스

럽지 않기 때문에－뇌에 고통 수용체(pain receptor)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신경학

자들은 뇌의 전기 자극이 기분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전기 자극 그리고 신경외과 검사 동안에 환자가 깨어 있어야 함은 필수적이다. 이러

한 방법으로 환자는 뇌의 중요한 부분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의사에

게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묘사할 수 있다. 이러한 신경외과 검사를 진행한 사람들이 

과거에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뇌의 기능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는 뇌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서, 기억, 그리고 우리를 독특하게 인간으

로 만드는 충동을 경험하도록 하는가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신경계(nervous system)의 구조 혹은 이에 대한 해부는 다양한 기능에 대한 설계도

를 제공하는 반면에, 신체적·화학적 과정은 이 설계도의 어느 영역이 특별한 효과를 

생산하기 위하여 자극을 받게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신경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뉴런(neuron) 혹은 뉴런 세포(neural cell)라고 불리는 세포로 구성

되어 있다. 중추신경계는 모든 신경세포와 신경조직(조합함으로써 기능하는 신경세

포의 그룹)을 저장하며 두개골(skull)과 등뼈(spine) 안에 존재한다. 말초신경계(pe-

ripheral nervous system)라 함은 두개골과 등뼈 밖에 위치하는 뉴런들을 말한다. 이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somatic nervous system)와 자율신경계(autonomic nervous 

system)로 나누어진다. 체성신경계는 주로 감각 및 운동신경으로 구성된다. 감각신경

은 우리에게 보는 것, 만지는 것, 그리고 듣는 것과 같은 의식적 감각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감각에 대한 감각 수용체로부터의 신경을 중추신경계에 연결함으로써 감각 

투입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운동신경(motor nerves)은 척수(spinal cord)에 

존재하며 근육 집단이 활동하도록 신호를 보낸다. 자율신경계는 혈압, 심장과 내장의 

활동, 호르몬 수준, 그리고 다른 소위 생명력이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우리의 의식적 

통제(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밖의 기능을 조절한다. 말초신경계 부분은 이 장의 후반

부에서 ‘내분비학(endocrinology)：신체의 화학적 네트워크’라는 하위제목으로 상세

하게 논의될 것인데, 그 이유는 약물 남용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에 대한 중요성 때문

이다. 

중추신경계는 추가로 뇌와 척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인간 뇌의 무게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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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피질

변연계

뇌간

그림 3 삼위일체 뇌 모델

1,400g 정도이며 두개골 경계 안에 약 수

십억 개의 뉴런을 포함한다. 뇌의 실용적 

모델은 뇌가 세 가지 주요 부분－뇌간, 변

연계, 대뇌피질－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

한 Maclean(1976)에 의해 제시되었다(그

림 3 참조). 비록 뇌가 이렇게 단순히 묘

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세 

범주는 아직도 뇌의 기능을 연구하는 데 

유익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1) 뇌간

뇌간(brainstem)이라고 불리는 뇌의 가장 

아랫부분은 척수의 꼭대기에 연결되어 있다. 환경으로부터의 정보가 말초신경계에 

의해 접수되고 척수로 전달될 때, 이것은 대뇌(cerebrum)라고 불리는 뇌의 가장 높은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뇌간을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대뇌와 척수 사이의 모든 교류

는 이 뇌간을 통해 전달된다. 

뇌간은 신체적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데, 호흡, 심장박동수, 혈압, 부드러운 근육운

동, 그리고 의식적인 조절이 없이도 우리가 생존하도록 하는 다른 활동들을 조절한

다. 그것은 그렇게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활동을 조절하며, 또한 파충류에도 존재하

기 때문에 파충류의 뇌(reptilian brain)라고 불리기도 한다. 모든 파충류와 동물들은 

뇌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은 그 이상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동물들은 정서, 지능, 그리고 추가적인 뇌조직에 의해 가능한 다른 행동들 없

이 반사적이며 본능적인 행동들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인간의 뇌간 기능 중의 하나인 

비언어적 의사전달은 그 기원을 더 오래된 원시 인종에 두고 있다. 이러한 비언어적 

기능은 짝을 짓는 것과 같은 모든 종족들이 수행하는 틀에 박힌 의례적 행동의 기초

를 이룬다. 이 뇌간이 전기적으로 자극되었을 때, 경악반사와 같은 반사적이며 본능

적인 행동이 표출된다. 

뇌간에 대한 강한 손상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초래한다. 반면에, 변연계 혹은 외피

부분과 같은 뇌의 다른 부분에 대한 강한 손상은 특별한 기능 혹은 능력의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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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수는 있으나 죽음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뇌의 다른 부분이 심각한 외

상을 경험하였을 때, 손상되지 않은 뇌간은 개인으로 하여금 생활 지원 체계가 없이

도 생존하도록 허용한다. 우리는 손상된 센터로의 여행을 통해 추가적인 뇌조직의 중

요성을 기꺼이 관찰할 수 있다. 주로 음주운전 사고의 희생자들은 그들을 독특하게 

인간으로 만드는 더 높은 뇌 센터에 대한 심한 손상으로 고통을 받지만 뇌간은 손상

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이러한 개인들은 의식(consciousness)의 증거가 없으며, 앞

뒤로 유연하게 움직이거나 반사반응을 나타내거나 혹은 그들의 환경에 반응할 수가 

없다. 뇌간의 손상은 마비, 근육병, 그리고 갑작스런 유아의 죽음을 초래한다(Harmony, 

1984). 

뇌간의 중심으로부터 더 높은 센터로 확장되어 있는 복잡한 세포와 섬유의 그물은 

망상 활성체계(reticular activating system) 혹은 RAS라고 불린다. 망상 활성체계는 수

면과 기상의 주기를 조절하며, 개인이 접수하는 자극에 경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믿어

진다. 이 망상 활성체계는 자극을 받을 때 흥분 수준(arousal level)을 증가시키며 보

초 혹은 조기 경고 체계로 작용한다. 예로서, 당신이 교실에 앉아 있고, 강의 교재에 

열심히 집중한다면, 화재 경보가 울릴 때 당신의 망상 활성체계는 활성화되어, 어떤 

다른 것이 존재하므로 반응을 요청한다는 정보의 전달을 허용한다. 그러나 만약 교수

가 그것은 잘못된 경보라고 지적하고 수업을 계속한다면, 당신은 궁극적으로 경보 소

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다시 강의에 집중할 것이다. 망상 활성체계는 지금 그 

소리에 습관화되었거나 혹은 적응되었으며 그리고 경보 소리의 반복되는 신호로 뇌

를 귀찮게 할 필요를 더 이상 발견하지 않는다. 일단 당신이 자극에 습관화되면, 뇌의 

반응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망상 활성체계는 발화(firing)를 중단하며, 

흥분 수준을 감소시킨다. 

바비튜레이트와 같은 망상 활성체계를 억제하는 약물은 그 활동을 방해하며 흥분 

수준을 감소시킴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그 주위 환경을 인지할 수 없도

록 한다. 암페타민과 같은 자극제 약물은 망상 활성체계를 자극함으로써 뇌간에 작용

하며, 이에 따라 각성을 증가시키며 개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행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전체적으로, 뇌간에 대한 지대한 약물효과는 주로 진정제의 경우인데 이것은 이 진

정제가 이러한 필수 센터의 흥분상태를 감소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아편류와 

바비튜레이트는 이러한 진정 효과를 생산하며 그리고 그 복용량이 완전한 활동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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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down)를 야기할 만큼 많다면 치명적일 수 있다. 자극 속성을 가진 다른 약물은 

망상 활성체계의 흥분 수준을 더욱 증가시키기가 쉽다. 뇌간은 또한 개인의 주관적인 

기분상태나 혹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향정신성 약물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

을 받는다. 

2) 변연계

뇌간 위에 위치한 것은 변연계(limbic system)이다. 변연계는 다양한 다른 구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반응하도록 동기화하며 성공적

으로 생존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기분, 배고픔, 갈증, 재생산 및 성적 행동, 분노와 

공격성, 기억, 그리고 생존과 관계된 행동으로 유도하는 다른 많은 감정상태가 이 지

역에 의해 조절된다. 간질, 호르몬 불균형, 혹은 낮은 혈당과 같이 이 체계를 포함하

는 장애는 정동장애(우울증), 폭력, 수면장애, 기억 지연, 성적 장애, 그리고 소위 다

른 정신장애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불행히도, 뇌의 정서 센터는 화학적이며 신체적인 외상에 매우 취약하여 정신과적 

혹은 행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때로는 행동적 혹은 심리적 증상의 존재가 실제적

으로 생물학적 기능부전(biological malfunction)을 위장하고 있는가를 결정하기 어렵

다. 이러한 어려움의 결과 문제의 원인에 관한 정확한 진단에 실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정상적인 변연계를 가진 개인들은 흔히 행동적·심리적 증상에 상담으로 대

응하도록 훈련받은 비의료전문가나 이러한 장애에 대해 가능할 수 있는 신경적 요인

들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너무 자주 처치를 받고 있다. 변연계 내에서 전기

적 불안정 혹은 손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인, 측두엽 간질(temporal lobe epilepsy)

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자주 공격적이며 성적 혹은 다른 부적절한 과다 행동들을 

표현한다. 이러한 증상은 종종 ‘신경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것으로 잘못 진단되

며, 그 상태는 치료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된다. 

변연계의 몇 가지 구조들은 행동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부분 약물 보상

효과와 관련되어 있다(그림 4). 뇌의 특정 지역은 변연계 구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

며, 이 구체적 기능은 뇌의 어떤 화학물질이 가장 활동적이며 그리고 그 화학물질의 

효과가 주로 자극적인가(excitatory) 혹은 억제적인가(inhibitory)에 달려 있다. 만약 

본질적으로 자극적인 변연계 구조가 어떤 물질에 의해 활성화된다면 그 변연계 구조

160



16106. 약물과 뇌

피질

시상

소뇌

시상하부

뇌하수체

변연계

  망상체

그림 4 뇌의 단면

의 활동은 증가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동도 증가할 것이다. 반면에 억제적 

구조가 활성화된다면 신경과 행동 수준은 일반적으로 감소한다. 이와 유사하게 남용

되는 약물은 본질적으로 자극적이거나 억제적이며, 문제의 특정 약물에 반응하는 뇌 

지역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흥분과 억제의 개념은 약물이 뇌의 구조에 작용함

으로써 생산될 수 있는 다양한 효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억해야 하는 중

요한 것이다.

뇌의 중앙에 위치한 시상(thalamus)은 망상 활성체계를 통해 뇌간과 변연계 사이의 

기능적 연결을 제공한다. 시상은 뇌간, 특히 망상 활성체계로부터 받은 정보를 뇌의 

더 높은 센터로 전달한다. 그것은 감각 정보를 대뇌피질(감각 정보가 해석되는 뇌의 

중앙부분)로 전달하며 감각 자극을 해석하는 데 관여하는 대뇌피질의 영역까지 들어

오는 정보를 통합한다. 기본적으로 시상은 망상 활성체계의 메시지를 접수하며 이 접

수된 정보가 의식적 검열을 위해 대뇌피질로 보낼 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최종 결정

한다. 

변연계 기능에 관여하는 시상하부(hypothalamus)는 생존에 필요한 수많은 필수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것은 배고픔, 갈증, 체온, 성행위와 재생산, 그리고 수면과 기상 

주기를 조절한다. 시상하부는 또한 주선(master gland)인 뇌하수체(pituitary)를 조절

한다. 이 선은 뇌의 바닥에 위치하며 다양한 성, 스트레스, 포도당 대사 호르몬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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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다. 

특별히 기분과 행동의 조절에 관여하는 시상하부에는 자극적 혹은 억제적 영역이 

동시에 존재한다. 기분을 고양하며 행동을 변화시키는 시상하부의 잠재력 때문에 이

것은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기도 하면서 다양한 약물효과에 특히 민감하다. 따

라서 이 구조의 자극은 학습 이론가들에 의해 불리는 것과 같이, 접근 행동 혹은 회피 

행동을 생산할 수 있다. 개인은 자극이 쾌락 경험 혹은 고통 경험을 생산하는가에 

따라 그 자극에 접근하거나 혹은 회피하기도 한다. 변연계에 위치한 것은 이러한 감

흥들을 유발하는 쾌락과 고통 센터이며 이에 따라 개인으로 하여금 고통을 피하고 

쾌락에 접근하도록 동기화한다. 뇌의 다른 센터들과 연결된 시상하부는 이러한 고통

과 쾌락 센터의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향정신성 약물은 즐겁거나 즐겁지 않은 다양한 효과를 가진다. 남용 잠재력이 있는 

약물은 일반적으로 불유쾌한 효과를 생산하는데 그것은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원했던 

효과와 비교하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효과로는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약물이 고통과 

쾌락 센터를 자극할 때, 일반적으로 유쾌한 효과가 불유쾌한 효과를 압도하며 개인은 

약물에 접근하거나 혹은 자가 복용을 계속한다. 예로서, 코카인의 압도적인 쾌락 효

과 때문에 어떤 사용자들은 약물을 구하고 무한정 그것을 자가 복용하는 것이다. 만

약 약물이 압도적인 불유쾌한 효과(예：불쾌감 혹은 우울증)를 생산하는 지역을 자극

한다면, 개인은 그러한 약물의 자가 복용을 피하기 쉽다. 그럼에도 약물이 대부분 쾌

감을 생산할지라도 반복적 사용 혹은 과다 사용은 궁극적으로 유쾌한 효과를 담당하

는 뇌의 기능을 고갈시키거나 쇠퇴하게 한다. 그 시점에서는 불유쾌한 효과가 지배적

이며 개인은 단지 금단증상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약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한다. 다

시 말해 사람들은 단지 약물효과가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약물을 남용하지 않고, 약

물의 쾌락 효과 때문에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약물 사용을 계속하는데, 

그 이유는 사용을 중단하려고 노력할 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약물에 반응하는 이러한 방법이 

약물의 다양한 효과에 대한 기능이며 그들의 약물 사용의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행동은 배고픔, 갈증, 성욕, 혹은 수면과 같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생물학적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생물학적 기준에 의해 강화된다. 그러나 뇌의 

전기 자극은 어떻게 뇌의 고통과 쾌락 센터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남용되는 약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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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 탁월한 설명을 제시한다. 시상하부의 보상영역을 자극하

는 ESB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가 복용을 유도하는 행동을 계속하도록 초래한다. 개인

들은 바람직한 효과의 추구를 계속하는데, 심지어는 이러한 유형의 ESB로부터 경험

한 즐거움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필수적인 생물학적 욕구를 무시하게 할 때에도 그러

하다. 다른 생물학적 욕구를 희생하면서 그러한 극단적인 접근 행동을 증가시키는 

ESB를 제외한 유일한 생물학적 보상의 형태는 일련의 향정신성 약물의 사용이다. 예

를 들면, 코카인은 쾌락 센터를 자극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생물학적 욕구를 무시하면

서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반면에 또한 만성적으로 자가 복

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쾌락적 약물효과를 획득함(혹은 ESB)은 자연적인 주요 본능을 

대체하며 더 나은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ESB는 약물이 어떠한 방법으로 느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통찰

을 제시한다. 쾌락 센터 밖에 위치하는 시상하부에서 ESB는 분노의 격렬한 표출, 공

격행동, 공포, 혹은 금단증상을 생산한다. 시상하부와 같은 변연계 영역에 영향을 미

치는 뇌의 화학물질은 이러한 반응을 동기화하는 공격/도피/놀람(fight/flight/fright) 

기제를 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기제의 활성화는 이 장의 후반부에서 논의되

듯이 주관적인 불안감, 고통, 스트레스를 생산하는데 이러한 모든 상태는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인 변연계 구조와 이 변연계 체계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다른 지역은 격

막(septum), 편도체(amygdala), 해마상 융기(hippocampus), 측중격핵(nucleus accumbens), 

청반핵(locus ceruleus), 뇌측전뇌속(medial forebrain bundle), 대뇌기저핵(basal 

ganglia), 복측피개 영역(ventral tegmentum area), 그리고 흑색질(substantia nigra) 등

을 포함한다. 각 지역은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며, 이러한 구조들의 일부는 보상체계

를 구성함으로써 유기체가 그들의 생존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동기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격막은 주로 신경억제, 행동억제, 그리고 쾌락 경험에 관여한다. 이 구조의 지역들

이 전기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동물은 수동적, 철회적이 되며 상당히 보상적인 쾌감

을 경험한다. 어떤 동물들은 격막이 자극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

구하기 위해 먹고, 마시며, 몸치장하고 짝을 짓는 것과 같은 본능들을 무시한다. 

편도체는 각성감, 고통, 그리고 불안을 생산하며 흥분성, 공격성 및 방어 행동과 관



제2부 약물과 뇌의 작용

련되어 있다. 편도체의 어떤 영역이 자극을 받을 때, 동물들은 거짓 분노(sham rage)

를 표출한다. 즉, 어떤 자극이나 외부 위협이 없을지라도 분노에 의한 행동이나 느낌, 

공격성 그리고 고통을 표출한다. 따라서 편도체에 자극을 받은 쥐는 그 결과에 대해 

재고함이 없이, 고양이 심지어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훨씬 더 큰 동물을 공격할 수도 

있다. 

해마상 융기는 자주적인 구조이며 기억 과정과 공간의 인지에 관여한다. 단기 정보

의 장기 기억 저장소로의 전환이 주로 해마상 융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반면

에, 이 구조의 다른 영역은 다양한 감정상태에 관여한다. 해마상 융기의 손상은 오래

된 기억이 아직 손상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기억을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리화나가 기억을 유지하는 해마상 융기의 능력을 변화시킨

다는 증거가 있다. 

측중경핵은 변연계 내에 깊이 위치한 화학물질이 풍부한 보상지역이며, 자극을 받

을 때 심오한 쾌감을 유도한다. 동물에서 이 구조의 파괴는 일반적으로 남용되는 약

물의 강화 효과를 제거하거나 혹은 최소한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청반핵 내의 

활동은 수면과 기상 주기를 조절한다. 뇌측전뇌속은 시상하부를 중뇌의 구조물과 연결

하는데, 전뇌(forebrain)와 뇌간의 일부 영역으로 긍정적인 강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대뇌기저핵(몇 가지 구조물을 포함하는)은 운동 조절과 정서적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흑색질은 피개(tegmentum)로부터 시상하부까지 확장된 신경세포들의 

판(plat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변연계 구조물과 보상가치를 소유하며 동기화하는 것은 전기 자극과 중독

성 약물의 자가 복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영역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성적 반응

과 유기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종족의 보존에 필수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다. 일

련의 약물이 이 지역을 더욱 강렬하고 집중된 방법으로 자극한다는 발견은 부분적이

나마, 자연적이며 주요 본능을 남용하는 약물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쾌락 

센터는 우리의 생존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것보다 더욱 강렬한 자극에 노출되면, 약물추구는 추구 자체가 그 목적이 되며 자

동적으로 주요 추동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변연계가 손상될 때 두 결과 중 하나가 가능하다. 기능억제 혹은 기능 

자극이다. 변연계에 대한 효과가 억제적이라면, 그 체계는 기능 저하라고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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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자극에 대한 반작용은 늦어지거나 혹은 연기될 수 있다. 다른 뇌 지역들을 억제

하지 않으며 변연계 활동을 억제하는 약물은 개인을 진정시키거나 완화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효과는 바리움(Valium) 혹은 다른 

진정제 그리고 불안 감소 매개자(anxiety-reducing agent)에 있어서 전형적이다. 변연

계에 대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자극적이라면 이는 기능항진이라고 불린다. 암페타민

과 코카인은 뇌의 흥분을 증가시키며, 사용자들은 자주 과민성, 초조, 조증, 과다 활

동, 극적인 기분의 기복 혹은 비일상적인 들뜸을 표현한다. 

변연계 손상 혹은 장애의 효과는 일상적으로 이 체계에 의해 특별히 조절되는 그러

한 행동과 신체적 과정에 국한된다. 변연계에 장애가 존재할 때 더 높은 지적 기능은 

눈에 띄게 손상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행동이 변연계 역기능에 의해 강력

하게 영향을 받을 때 그 행동은 잘 생각되어서 나타나며 개인의 통제하에 있다. 그러

한 예는 우울증 혹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조절할 수 없는 공격성이다. 반사회적 

행동의 잠재적 그리고 때로는 숨겨진 원인들은 종종 그들의 행동에 대한 법정 피고인

의 책임을 결정하는 것을 복잡하게 한다. 피고인의 행동은 감형 조건에 관하여 관찰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성적이며 미리 생각된 것으로 인지된다. 실제로, 

손상, 불균형, 혹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변연계 장애를 가진 개인은 쾌락 센터에 의해 

발생된 정서적 충동에 의하여 압도당하며 더욱 합리적인 대뇌피질에 의해 충분히 억

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약물 남용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향정신성 

약물이 변연계를 과다 자극함에 따라 대뇌피질로부터의 압도적인 신호가 더욱 이성

적이고 억제적으로 되는 것과 같다. 

3) 대뇌피질

대뇌피질(cortex)은 변연계 위에 위치하며 인간에게 잘 발달되어 있다. 종(種)에 더욱 

많은 대뇌피질이 존재하면 할수록 그 동물은 복잡한 지적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대뇌피질은 인간 뇌의 약 2/3를 차지하며 다른 어떤 

동물에서보다 더욱 정교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구조는 더 높은 지적 기능을 담당하

는데 그것은 문제해결, 논리, 선견, 통찰, 정보처리, 그리고 의사결정과 같은 것이다. 

전기적 자극 혹은 남용하는 약물 또한 대뇌피질의 다양한 지역에서 쾌락과 보상의 

느낌을 생성할 수 있다. 이 지역들은 변연계의 보상 구조와 연결성을 가지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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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엽

뇌간

뇌간

후두엽

두정엽
전두엽

신체 감각

시각 청각

운동

소뇌

전두엽은 목표지향적 행동과 
복잡한 행동결과를 관장한다. 
측두엽은 청각과 관련되어 있으며, 
두정엽과 후두엽은 시각, 언어, 
추상적인 정보처리 과정에 
관여한다.

그림 5 우측 대뇌반구의 4개의 엽

있다. 대뇌피질에는 4개의 엽이 존재한다. 그림 5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전두엽

(frontal lobe), 측두엽(temporal lobe), 두정엽(parietal lobe), 후두엽(occipital lobe) 등

이며, 각 지역은 개별적이면서도 중첩되는 활동을 담당한다.

또한 대뇌에는 2개의 반구(hemisphere)가 존재하는데 이것들은 중요한 의무를 수

행한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만약 필요하다면 다른 반구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

측 대뇌반구는 주로 창조적, 직관적, 그리고 공간 감지능력에 관여하며, 최근에는 부

정적인 정서 경험의 중심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반면 좌측 대뇌반구는 분석적, 언어

적, 그리고 연속적인 사고에 필수적이다(그림 6).

좌측 대뇌반구는 추가로 긍정적인 정서 경험의 중심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좌측반

구의 활성화는 즐겁고 들뜨는 감각을 생산하는 반면에, 우측반구의 활동은 불쾌하며 

우울한 느낌을 생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일련의 약물이 다른 쪽보다 

어느 한쪽의 대뇌반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더욱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생산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단지 이러한 가능성은 추측하고 있다. 대뇌의 장애로 

고통을 받는 개인들은 영향을 받는 지역에 따라, 언어장애, 충동성, 읽거나 이해하기

의 어려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인지적 혹은 지적 장애를 경험한다. 행동장애,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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