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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위협정서 자극에 의한 점화효과 

: 반대 정서가 점화실험 

 

 

연구연구연구연구    목적목적목적목적 : 본 연구는 반대 정서가를 이용한 점화실험을 통하여 정

신분열증 환자가 시각 역치하 위협정서 자극에 더 민감한지, 이 경향

이 편집성향을 자극하였을 때 더 두드러지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 연구대상은 정신분열증 환자 32명과 정상 대조군 26명으

로 하였다. 정서자극은 에크만의 표준 표정사진을 이용하였으며, 표

적 자극으로 50% 행복 정서가를, 점화자극으로 50% 행복, 중립, 100% 

공포(위협 부정정서), 100% 역겨움(비위협 부정정서) 정서가 사진을 

사용하였다. 점화자극(10ms) – 마스크 자극(10ms) – 표적 자극(80ms)

을 순차적으로 4회 반복하여 점화자극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고 표

적자극만을 인식 가능하게 하였다. 정서가 평정 세션에서는 표적 자

극에 정서가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평정하게 하였고 진정성 평정 세

션에서는 표적 자극 정서가의 진정성에 대한 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점화효과의 평가는 신호 탐지 이론의 구별력(d') 값을 이용하였고, 

세션별로 반응 편파값(c)을 구하였다.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 정서가 평정 세션에서 환자군은 공포 점화자극에 대한 구

별력이 정상군에 비해 떨어졌으며(t=4.15, df=47.60, p<0.001), 진정

성평정 세션 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환자군에서 반응편파성은 정서가 

평정 세션보다 진정성 평정 세션에서 더 부정으로 치우쳐 있었으며

(t=2.08, df=31, p=0.046), 이 편파성은 망상, 환청이 심할수록 더 부

정으로 편파되는 상관관계를 보였다(망상 : rho=-0.41, p=0.049,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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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 rho=-0.44, p=0.037).  

결론결론결론결론 :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시각역치하의 위협정서자극에 의한 점화

효과가 정상군보다 떨어졌고, 진정성 평정 세션에서는 정상군과 차이

가 없었다. 이는 점화자극을 어떠한 조건하에서 주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편집증상과 관련된 조건이 위협정서

자극의 점화효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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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환자에서 위협정서 자극에 의한 점화효과 

: 반대 정서가 점화실험 

 

<지도교수 남궁 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수  영 

 

 

I. I. I. I. 서 론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정서자극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데 손상을 보

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부정 정서 자극의 처리에 있어 손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1-4 그러나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부정 정서 처

리에 있어 단순하게 일관된 손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부정정서 자

극 중에서도 역겨움과 같은 비위협 정서자극 보다 공포, 분노와 같은 

위협 정서자극에 대한 인지적 손상이 더 두드러져 부정 정서가

(valence)의 ‘위협성’ 여부에 따라 손상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

이 제시되었다.5, 6 또한 부정정서자극에 의한 자율신경계의 활성도가 

정상인에 비해 더 증가한다는 생리학적 연구 결과들이 있었으며7, 8, 

각성도가 높은 부정자극은 정상인보다 덜 부정이라고 평정하고 각성

도가 낮은 미세한 부정자극은 정상군보다 더 부정이라고 평정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9 위협자극, 자율신경계의 활성, 미세한 정서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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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질하 자동경로를 통해 주로 처리된다는 공통의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근거할 때,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정서 처리의 인

지적 경로는 손상되어 있고 자동경로의 민감성은 증가되어 있을 것이

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이에 인지적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자동경로를 통한 정서처리

의 특성을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으며, 그 방법 중 하나로 시각

역치하 정서자극을 이용한 점화실험이 제시되었다. 이는 Murphy와 

Zajonc(1993)10에 의해 처음 시도된 것으로, 시각적으로 인식 불가능

한 수준(4ms)의 긍정 또는 부정 정서 점화 자극을 주었을 때 이어지

는 정서적으로 중립적인 표적자극에 대한 평가를 점화된 정서가 방향

으로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실험은 인지적 개입이 배

제된 시각역치하 정서 자극에 의해 인지적 평가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정서 우위 가설(Affective primacy hypothesis)11을 

지지한 것으로, 인지적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정서 자체의 처리 

과정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서점화실험을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시행한 대표적인 연구

는 Höschel과 Irle(2001)12의 연구로,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부정 정서

에 의한 점화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환자들이 시각역치하의 부정 정

서에 보다 민감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Suslow등(2003)13의 

연구에서는 둔마된 정동, 무쾌감증의 정동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부정 정서에 의한 점화효과가 나타나지만 정동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

우는 점화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동저자의 2005년 연구14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 무쾌감증과 같은 정동증상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시각역치하 부정자극에 의한 점화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 그리고 위협 정서자극에 의한 자율신경계 각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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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게 나타나는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신분열증 환

자들이 시각 역치하의 부정 정서 중에서도 위협 정서자극에 의해 더 

민감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점화

자극을 위협 부정정서(공포)와 비위협 부정정서(역겨움) 자극으로 나

누어 제시하고 위협 부정정서 자극에 의해서 정상인보다 더 큰 점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더불어 중립 정서가를 표적자극

으로 사용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부정점화자극에 의해 점화효

과가 나타난 바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위협부정정서에 의한 차별적

인 점화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긍정정서가를 띤 표적 자극을 사용하였

다. 두 번째로 위협부정정서의 처리 특성이 환자의 편집성향과 관련

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진 바5, 편집성향을 자극하면 위협 부정정서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는 점화자극과 표적자극의 정서가가 반대되는 모순성을 이용하여 표

적자극 정서가의 진정성을 평정하는 세션을 설정하였으며, 환자군의 

경우에서만 진정성 평정 세션에서 위협부정정서에 의한 점화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점화효과가 

정신분열증의 정신병리, 특히 편집성향과 연관된 망상, 환청 등의 증

상과 Suslow등(2003)의 논문에서 제시된 무쾌감 증상과 연관성을 보

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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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외래 추적 환자 중 실험에 

동의한 20 세에서 50 세 사이의 정신분열증 환자 32 명과 인터넷 

구인광고로 모집한 나이, 성별로 짝을 맞춘 정상 대조군 26 명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군은 숙련된 정신과 의사에 의해 구조화된 임상적 

면담 15 을 통해 정신장애 진단 편람 및 통계편람 4 판(DSM-IV)상의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었다. 대상자 중 다른 정신과적 질환이나 

정신지체를 진단받거나, 두부외상의 과거력 및 기타 내,외과적 

질환의 과거력이 있거나 왼손잡이인 사람은 제외되었다. 환자군은 

모두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평균 용량은 

클로르프로마진 당량(Chlorpromazine equivalent dose)16 으로 

410.7±352.8mg 이었다. 정서과제 수행 시 불안 및 우울 정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평가를 위해 Spielberger 의 상태 불안 

척도(State Anxiety Inventoty)17 와 벡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18를 실시하였으며, 정상군과 환자군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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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설계 

 

가. 도구 및 실험 방법 

정서 자극으로는 표준화된 표정 사진인 에크만 사진 21을 이용하였다. 

호감도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전체 14 명의 모델에 대한 

호감도 평가에서 최상위를 보인 여성 모델 한 명의 얼굴을 표적 

자극으로 하고, 상위 여성 두 명과 남성 두 명의 모델 사진을 점화 

자극으로 하였다. 얼굴 표정 외의 다른 신체적 요소에 의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안면 부위 외의 머리카락, 목, 귀 부위 등은 삭제 

Table1. Demographic data and Clinical Profiles  

 Normal Control 

(n=26) 

Schizophrenia 

(n=32) 

Sex Ratio(M:F) 13:13 15:17 

Age(years) 31.62±7.21 31.66±7.77 

Education(years) 13.73±1.36 13.84±2.31 

State Anxiety 40.73±8.30 44.17±13.12 

BDI 7.69±6.92 10.90±10.91 

SANS(summary)  7.87±4.34 

SANS(composite)  26.61±13.89 

SAPS(summary)  3.13±2.60 

SAPS(composite)  10.61±8.7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SANS, Scales for the Assessment of Negative 

Symptoms
19
; SAPS, Scales for the Assessment of Positive Symptoms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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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하였으며 모든 사진은 검은 배경하에 흑백으로 하고 크기와 

밝기는 동등하게 조정하였다.  

 자극은 100Hz 의 화면 재생 빈도를 가진 모니터(Magic SyncMaster 

CPG21s(T), Samsung, South Korea)와 1ms 단위의 자극 제시가 

가능한 Inquisit 2.0 프로그램(Inquisit 2.0.61004.3 [Computer 

software]. (2006). Seattle, WA: Millisecond Software LLC.)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점화자극이 20ms 이하로 주어지면 시각 역치 이하이며 

10ms 로 주어지면 전혀 구별해내지 못했다는 기존의 실험 결과 22 에 

근거하여, 점화 자극 10ms, 마스크(흑백 줄무늬 패턴) 자극 10ms, 

표적 자극 80ms 의 순서로 4 회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서 피험자가 

표적자극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긍정적 정서가를 가진 표적 자극으로는 50% 행복 정서 사진을 

사용하였으며 점화 자극은 50% 행복, 중립, 100% 역겨움 (비위협 

부정정서), 100% 공포(위협 부정정서) 사진을 세 가지의 

블록(block)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블록 1 은 중립정서와 대조 

점화자극인 50% 행복, 블록 2 는 비위협 부정정서가인 100% 역겨움과 

50% 행복, 블록 3 은 위협 부정정서가인 100% 공포와 50% 행복 

정서가가 각각 8 회씩 동수로 제시되었으며 블록 순서에 의한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해 블록 1,2,3 의 순서는 균형을 

맞추어(counterbalanced) 실시하였다.  

 

나. 실험 과정 

피험자는 50%의 행복 정서가의 표적 사진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 두 번의 분리된 세션에서 다른 질문을 받았다. 정서가 평정 

세션에서는 “이 사람의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까? 좋지 않은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정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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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하도록 하였다. 진정성 평정 세션에서는 편집성을 자극하기 위해 

“이 사람이 ‘당신이 좋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피험자가 점화자극을 시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는

가를 검증하기 위해 강제 선택 실험을 실시하였다. 피험자에게 표적 

자극 직전에 아주 빠르게 다른 사진이 지나갔음을 알려준 후 점화자

극으로 제시되었던 얼굴과 점화효과에 의한 정답을 배제하기 위해 그 

사람의 얼굴과 성별, 정서가로 짝을 맞춘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함께 

보여준 후 어떤 얼굴이 지나갔는지 맞추게 하였다. 이 실험에서 우연

에 의한 정답률 이상을 맞추지 못한다면 피험자는 실험 점화자극을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피험자가 제시된 얼굴의 정서가를 제대로 인식하는지를 검증

하기 위해 정서가 인식 과제를 실시하였다. 피험자에게 자극으로 쓰

였던 50% 행복, 중립, 100% 역겨움, 100% 공포 정서가의 얼굴들을 명

시적으로 보여준 후 긍정, 중립, 부정으로 평정하게 함으로서 정서가

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3. 자료 환원 및 통계 분석 

본 실험에서는 신호 탐지 이론23의 구별력(d') 값을 이용하여, 중립, 

100% 역겨움, 100% 공포 정서가를 대조 자극인 50% 행복 정서가와 비

교하여 더 부정이라고 평정하는 구별력이 높을수록 점화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z값은 정답률을 가우시안 전환(Gaussian 

transformation)한 값으로 신호탐지이론의 치환표를 사용하였다. 구

별력(d')값은 보통 0.5 ~ 2.5 이 적정값으로, 0.5는 60%, 2.5는 90%

정도의 정답률에 해당한다. 

피험자가 세션에 따라 점화효과와 관계없이 과제를 평정하는 기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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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편파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점화효과가 가장 적으리라 생각되

는 중립점화블록에서의 반응 편파값(c)을 구하였다. 반응 편파값(c)

또한 신호탐지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본 실험에서는 -1.555에서 

+1.555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 값이 나올수록 반응 기준이 부

정으로 편파된 것이다. 각 값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d' = z(H) – z(F) 

c= -0.5 *[z(H) + z(F)]  

(H : Probability of hits,  F : Probability of false alarm,          

z : Gaussian z transformation)  

 

각 세션별로 점화자극의 정서가와 각 군에 의한 구별력(d')의 차이

를 보기 위해 반복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with repeated- 

measures)을 사용하였다. 한 군내에서 점화자극 정서가에 의한 구별

력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대응표본 t-검증(paired sample t-test)을 

사용하고 사후에 Bonferroni교정을 시행하였다. 각 점화자극별로 군

간 구별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 

t-test)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중립점화자극 블록에서 반응편파값(c)

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각 군내에서 대응표본 t-검증(paired 

sample t-test)을 시행하였다. 구별력 및 편파성과 임상척도와의 관

련성을 보기 위해서는 비모수 상관분석(Spearman’s rho)을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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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정서가 평정 세션에서의 점화자극에 따른 구별력 

정서가 평정 세션에서의 구별력은 점화자극의 정서가간의 주효과를 

나타냈으며(F(2,55)=32.60, p<0.001), 각 군간에서도 주효과를 나타

내었다(F(1,56)=10.68, p=0.002). 또한 구별력은 점화자극의 정서가

와 군간의 유의한 교차효과를 나타내었다(F(2,55)=6.42, p=0.003). 

각 점화자극의 정서가간의 비교를 위한 사후검증 결과 공포 점화자극

에 대한 구별력이 중립과 역겨움 점화자극에 대한 구별력에 비해 유

의하게 컸다(중립<공포 : p<0.001, 역겨움<공포 : p<0.001). 각 정서

가별 두 군간의 구별력을 검증한 결과, 중립과 역겨움 정서가에 대한 

구별력의 군간 차이는 없었으나, 공포 정서가에 대한 구별력은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독립표본 t-검증 : t=4.15, df=47.60, 

p<0.001).(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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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Fig.1.Fig.1.Fig.1. Mean of detection sensitivity of neutral, disgust and fear primes with 

standard error for schizophrenia and control group in affect appraisal session. 

The mean detection sensitivity of fear primes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patients 

with schizophrenia compared to controls. 

*

 p<0.001, by independent sample t-test.  

  

2. 진정성 평정 세션에서의 점화자극에 따른 구별력 

진정성 평정 세션에서의 구별력은 점화자극의 정서가간의 주효과를 

나타냈으며(F(2,55)=17.47, p<0.001), 각 군에 의한 주효과나 정서가

와 군간의 교차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점화자극의 정서가간 비

교를 위한 사후검증 결과 공포 점화자극에 대한 구별력이 중립과 역

겨움 점화자극에 의한 구별력에 비해 유의하게 컸으며(중립<공포 : 

p<0.001, 역겨움<공포 : p=0.002), 역겨움 점화 자극에 대한 구별력

도 중립 점화자극에 의한 구별력보다 컸다(p=0.003)(그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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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FigFigFigureureureure.2..2..2..2. Mean of detection sensitivity of neutral, disgust and fear primes with 

standard error for schizophrenia and control group in genuineness appraisal 

session.     

 

 

3. 반응 편파성 

 각 군별로 중립정서가 점화블록에서 세션에 따라 반응 기준의 편파

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정신분열증 환자군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정서가 평정 세션보다 진정성 평정세션에서 반응 기준이 

더 부정으로 편파된 결과를 보였고(t=2.08, df=31, p=0.046), 정상군

에서는 세션에 따른 편파성의 차이는 없었다. 

  

4. 구별력, 반응편파성과 임상척도와의 관련성 

정신분열증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공포정서가

에 대한 구별력, 반응편파값과 임상 척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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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무쾌감증 요약점수(summary score for anhedonia)가 높을수록 

진정성 평정 세션에서 공포 정서가에 대한 구별력이 경향성 수준으로 

높았다(r=0.392, p=0.064). 또한 진정성 평정 세션에서 중립 정서가

블록의 반응 편파값은 양성증상 평가척도(SAPS) 중 환청 요약점수

(summary score for hallucination; rho=-0.440, p=0.037), 환청 종합

점수(composite score for hallucination; rho=-0.424, p=0.044) 망상 

요약점수(summary score for delusion; rho=-0.414, p=0.049), 양성증

상 요약점수(summary score for positive symptoms; rho=-0.453, 

p=0.030), 음성증상 평가척도(SANS) 중 무의욕증 종합점수(composite 

score for avolition; rho=-0.536, p=0.008) 및 요약 점수(summary 

score for hallucination; rho=-0.363, p=0.088, trend level)가 높을

수록 반응 기준이 부정적으로 편파되는 결과를 보였다.    

 

5. 점화자극 인식여부의 검증 

 

피험자가 점화자극을 시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강제 선택 실험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상군은 평균 

60.19%(S.D=12.04), 정신분열증군은 평균 57.02% (S.D=11.27)로 모두 

우연에 의해 정답을 맞출 경우의 신뢰도 상한선에 해당하는 67.6%보

다 충분히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 정서가 검증 실험 

 

피험자가 제시된 얼굴의 정서가를 제대로 인식하는지를 검증하기 위

해 정서가 인식 과제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신분열증 환자

군은 정상군에 비해 50%행복 정서가에 대한 긍정 평정률이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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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평정률이 높았으며, 중립 정서가에 대한 중립 평정률이 떨어지

고 긍정 평정률이 높았고, 100% 공포에 대한 부정 평정률이 떨어지고 

보다 중립 평정률이 높았다(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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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FigFigFig....3333.... Affect Verification.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and standard error. 

Hap, Happy; Neu, Neutral; Dis, Disgust; Fea, Fear; Pos. evaluated as positive face; 

Neu, as neutral face; Neg, as negative face. 
 

*

 p<0.05 by independent sample t-test.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시각역치하의 위협정서자극에 더

민감한지, 이 경향이 진정성 평정과제에 의해 편집성이 자극되었을 

때 더 두드러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망상, 환청, 무쾌감증등

의 임상 증상과 연관되는지를 시각역치하 정서점화실험을 통하여 알

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할 수 있었다.   

정서가 평정 세션에서의 구별력은 점화자극의 정서가간의 주효과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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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으며, 각 군간에서도 주효과를 나타내었고, 점화자극의 정서가

와 군간의 유의한 교차효과를 나타내었다. 점화자극 정서가간의 주효

과는 공포 점화자극에 대한 구별력이 중립과 역겨움 점화자극에 대한 

구별력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음으로 인해 나타났다. 즉, 점화자극과 

표적 자극을 반대로 주었을 때 비위협정서인 역겨움에 의한 점화효과

는 나타나지 않지만 위협정서인 공포에 의해서는 점화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같은 부정 정서라도 공포와 같은 위협 

정서자극은 긍정 정서가를 띤 표적 자극에 대한 정서가 평정을 부정

으로 평정하게 할 정도로 더 강한 점화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

각되며, 이는 공포와 같은 위협 정서자극은 시각 역치하로 제시되더

라도 자동경로를 통해 보다 잘 전달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고 볼 수 있다.
22, 24 그런데 각 군간의 유의미한 주효과는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공포 점화자극에 대한 구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

났다. 이는 환자군이 시각역치하의 위협정서에 의해 더 큰 점화효과

를 나타내리라는 첫 번째 가설과 반대되는 것으로 정신분열증 환자가 

부정정서가에 의한 점화효과가 더 컸다는 Höschel과 Irle(2001)12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정신분열증 환자의 점화효과에 대

한 다른 연구들에서 환자군의 증상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있었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uslow등(2003, 2005)13, 14의 두 연구에

서 둔마된 정동, 무쾌감증과 같은 정동증상이 있는 환자군에서만 부

정 정서가에 의한 점화효과가 나타나고 정동 증상이 없는 환자군에서

는 점화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 연구 대상 환자군의 음성 증상 

척도 평가 중 둔마된 정동 및 무쾌감증 척도 점수의 평균을 조사해 

보면 각각 11.00±6.11 및 7.17±3.10로 Suslow등(2003)연구에서 정

동증상이 있는 환자군의 평균인 22.5±1.3 및 16.2±1.5에 비해 훨씬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Schlenker등(1995)25의 연구에서는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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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없는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부정 정서에 대한 자동 경로 반응

이 더 저하된 소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얼굴이 아닌 정서단어를 이용

한 것이기는 하나 Rossel(2000)26의 연구에서는 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부정정서단어에 의한 점화효과가 정상군에 비해 떨어지는 결과

를 보였다. 그리고 환자군에서 부정정서가에 의한 더 큰 점화효과를 

보였던 Höschel과 Irle(2001)12의 경우는 입원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

고 본 연구는 외래 추적 관찰중인 환자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복용중인 항정신병 약물의 클로르프로마진 당량이 더 적다는 점(본연

구 : 410.7±352.8mg; Höschel과 Irle의 연구 : 726±509mg)으로 볼 

때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도 점화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성 평정 세션에서의 구별력은 점화자극의 정서가간의 주효과를 

나타냈으나, 각 군에 의한 주효과나 점화자극의 정서가와 군간의 교

차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정서가 평정세션에서는 정신분열증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공포 점화자극에 의한 점화효과가 떨어졌던 

것과 달리 진정성 평정 세션에서는 정상군과 차이가 없는 수준의 점

화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환자군에서 진정성 평정세션을 통해 

편집성향이 자극되면 정서가 검증 세션에 비해 위협 정서자극(공포)

에 의한 점화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두번째 가설에 부합하

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에 앞서 진정성 평

정 세션이 환자의 편집성을 자극하는지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립 정서가 블록에서 반응 편파값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정

상군과는 달리 환자군만이 정서가 평정 세션에 비해 진정성 평정 세

션에서 반응 기준이 유의하게 부정방향으로 편파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점화효과와 별개로 표적자극을 보고‘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이며, 이 부정 편파

값이 편집성과 관련된 망상, 환청 척도 점수와 양의 상관 관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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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으므로 진정성 평정 세션에서 나타난 부정 편파성이 환자들의 

편집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점화자극에 대한 주의력이 

상승되거나 점화자극과 유사한 감정 상태에서는 점화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Winkielman과 Zajonc등(1997)27의 의견을 고려한다면, 정신분

열증 환자들이 편집성향의 자극에 의해 위협 정서 자극에 대한 주의

력이 증가하고 위협적인 감정상태를 가지게 되어 위협 정서자극에 의

한 점화효과가 더 커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군이 정서가 평정 세션과 달리 진정성 평정 세션에서는 위협정

서자극에 의한 점화효과가 정상군과 비슷하게 나타난 또 다른 이유로 

위협정서자극을 ‘나와 관련된 위협’이라고 인식한 것이 결과의 차

이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서가 평정 세션은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한 객관적 입장의 평정을 요구하는 반면 

진정성 평정 세션은‘나에 대한 정서’와 관련된 주관적 입장의 평정

을 요구한다. 따라서 정신분열증 환자가 시각 역치하의 위협정서 처

리에 있어서 타인의 위협정서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데는 손상이 있고 

자신과 관련된 위협정서에 대한 처리에는 손상이 덜 할 가능성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정신분열증 환자가 자신과 관련된 부분의 

기능만 유지된다면, 상대적으로 자신에 대한 위협 정서에 더욱 민감

해 질 것이며 이것이 환자의 정신병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점화효과와 정신병리의 연관성에 있어서는, 무쾌감증 척도 점수가 

진정성 평정 세션에서 공포 점화자극에 대한 구별력과 양의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이 결과를 정신분열증 환자가 정서자극에 민감하여 자

극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무쾌감증이 발생한다는 Meehl(1990)28의 

이론과 연결해 본다면, 정신분열증 환자가 진정성 평정 세션에 의해 

편집성향이 자극되거나 나와 관련된 위협정서에 노출되면 위협정서자

극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무쾌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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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무쾌감증이 있는 

환자군에서만 부정 정서에 의한 점화효과가 있었다는 Suslow등

(2003)13의 연구결과와도 부합한다.  

한편 본 연구의 진정성 평정세션에서 점화자극의 정서가에 의한 주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공포 점화자극에 대한 구별력이 중립과 역

겨움 점화자극에 대한 구별력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을 뿐 아니라 역

겨움 점화자극에 대한 구별력 또한 중립 점화자극에 대한 구별력보다 

높음으로 인해 나타났다. 즉, 정서가 평정 세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

던 ‘역겨움’정서가에 의한 점화효과가 진정성 평정 세션에서는 나

타나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정서가 평정 세션에서 역겨

움 정서가에 의한 점화효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이 사람이 ‘당신이 

좋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의해 ‘역겨

움’이라는 정서가가 ‘사회적 위협 정서’29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역겨움 정서는 흔히 비위협 부정정서로 분류

되지만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회적 상황에서는 위협정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진정성 평정과제에서는 역겨움 정서가가 

‘위협 부정정서’의 역할을 하여 자동경로를 통해 보다 잘 전달 됨

으로써 점화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정서가 검증 결과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긍

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중립적으로 평정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공포정서를 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이로 인해 점화효과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50% 행복자극을 긍정으로 잘 인식하지 못한

다면 표적자극이 가진 긍정 정서가를 떨어뜨려 부정 점화자극에 의한 

점화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실험은 부정 정서가의 점

화자극과 긍정 정서가의 표적자극을 이용한 실험으로 두 효과가 서로 

상쇄되는 면이 있을 것이므로 정서가 검증 결과 만으로 본 연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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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V. 결론 

 

 연구 결과,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시각역치하의 위협정서자극에 의

한 점화효과가 정서가 평정 세션에서는 정상군보다 떨어졌으나, 진정

성 평정 세션에서는 정상군과 차이가 없었다. 이는 점화자극을 어떠

한 조건하에서 주는가, 즉, 어떠한 표적자극을 이용하는가, 환자의 

정신병리 중 어떤 부분과 연관이 되는 조건인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연구들에서 비슷한 정서가에 의한 

다양한 점화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신분열증 

환자의 상태요인과 특성 요인을 통제하여 시각 역치하의 부정 정서, 

특히 위협 정서 자극을 처리하는 특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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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ObjectivesObjectives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iming effect of 

the subliminal threatening emotion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using contradictory priming, and whether it varies when a paranoid 

tendency is evoked.    

MethodsMethodsMethodsMethods: Thirty-two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nd twenty-six 

healthy controls performed two separated sessions, an affect 

appraisal session and a genuineness appraisal session which we 

developed to evoke paranoid tendency. The target stimulus was a 

50% happy face, and the priming stimuli consisted of 50% happy, 

neutral and 100% fear faces. The prime(10ms) - mask(10ms) - 

target(80ms) sequence was arranged to make subliminal input of 

primes. Subjects were instructed to appraise the affect of the target 

faces and the genuineness of it in each session. Th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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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vity(d') and the response bias(c) from the signal detection 

theory was used to examine the priming effect and the response 

tendency.  

ResulResulResulResultstststs: Patients with schizophrenia showed lower detection 

sensitivity of the fear primes compared to controls in the affect 

appraisal session (t=4.15, df=47.60, p<0.001), but not in the 

genuineness appraisal session. In the schizophrenia group, the 

response bias of the genuineness appraisal session was more 

negative than that of the affect appraisal session (t=2.08, df=31, 

p=0.046), and such negative bias correlated with subscale scores of 

delusion(rho=-0.414, p=0.049) and hallucination(rho=-0.440, 

p=0.037). 

CCCConclusiononclusiononclusiononclusio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showed a lower priming 

effect of the subliminal threatening emotion, but not in genuineness 

appraisal session. This result might suggest that the priming effect 

in schizophrenia could vary in respects to appraisal conditions, such 

as genuineness appraisal which seemed to correlate with paranoid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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