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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양극성 조증 환자의 부정 정서 인식 이상: 사건유발전위 P300 

연구 

 

몇몇 연구들을 통해 양극성장애의 감정 자극 인식 이상에 대한 

보고들이 있어왔다. 우울 시기의 환자들은 긍정 감정을 처리하는 

과제 수행의 어려움을 보이며, 반대로 조증 시기의 환자들은 부정 

감정 처리 과제의 수행에 어려움을 보인다. 사건 유발 전위인 P300은 

자극에 대한 평가와 주의력 배분, 작동 기억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극성 조증 환자의 감정 자극 인식 

이상을 P300 전위와 잠복기 측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DSM-IV와 Mini-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MINI) 를 통해 

양극성장애 조증 삽화로 확인된 20명의 환자와 20명의 건강한 

정상인에게서 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피험자에게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주어지는 얼굴 표정 자극 사진의 감정을 보면서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얼굴 표정 사진은 Japanese and Caucasian Facial 

Expression of Emotion 에서 일본인의 슬픔, 중립, 행복, 공포, 역겨움 

사진을 이용하였다. 인구학적 임상적 정보와 함께 Young 조증 척도, 

손잡이 평가 척도, Beck 우울증 설문, Montgomery Ǻsberg 우울척도, 

단축정신과증상평가척도, 상태-특질불안척도를 측정하였다.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Pz전극에서의 전위를 분석한 결과 대조군과 환자군, 

중립과 감정가 간에 슬픔 (F=17.7, p<0.001), 역겨움 (F=13.2, p=0.001), 

공포 (F=7.6, p=0.01) 의 부정 자극에 대해서 상호작용이 관찰되었으나, 

행복 자극 (F=2.6, p=0.11) 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양극성 조증 

환자군은 정상인에 비해 슬픔, 두려움, 역겨움의 부정 자극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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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된 P300 전위가 중립자극에 의해 유발된 전위에 비해 낮았다. 

이는 양극성 조증 환자에서의 부정 감정 처리의 이상과 연관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증 환자에서의 부정 감정 

인식의 이상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양극성장애, P300, 감정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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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장애 조증 환자의 부정 정서 인식 이상: 사건유발전위 P300 

연구 

 

<지도교수 조현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유  빈 

 

 

I. 서론  

양극성 조증 삽화는 확장된 자신감, 유쾌함, 사고의 도약, 수다스러

움, 활동 증가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이로 인한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

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분의 고양, 자극 예

민성 증가등 감정 변화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양극성장애 환자에서의 기분의 변화는 감정 자극 인식 이상에서 기

인한다는 보고들이 있다.1, 2 우울증에서의 슬픔 단어에 대한 편향성은 

감정 Go/No-go 과제에서 보고되었고, 조증에서는 행복과 관련된 단어

에 빠른 수행이 관찰되었다.2 이외에도 우울증에서는 자서전적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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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의 부정기억에 대한 상세 기억, dot-probe 과제에서의 부정감

정에 대한 선택적 주의력 증가, 스트룹(Stroop) 감정단어-색 과제에서

의 부정 단어 처리의 시간 증가와 같은 부정 감정에 대한 기분 일치 

편향성이 보고되었다.2-7 또한 조증에서는 감정 Go/No-go 과제에서 기

쁨과 관련된 자극에 빠른 반응을 보였고, 기능자기공명영상을 통해서 

긍정 자극에 대한 주의 인식의 조절 이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2, 8 인간

에게 얼굴 표정은 사회적인 신호나 소통에 있어서 중요하며 서로 사

회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에 있어 언어 이외의 중요한 수단이다.9 양극

성 조증 환자의 얼굴 감정 사진의 처리 과정은 공포와 역겨움의 인식 

이상이 보고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감정에 대한 인식은 보존

되고 있었음이 보고된 바 있다.1 

하지만, 조증에서 스트룹 감정단어-색 과제의 수행은 조증에서 우울

증에서와 같은 패턴을 보인 보고가 있었으며, 당시 저자는 조증과 우

울증 모두 긍정 자극보다 부정 자극의 보다 큰 방해를 보고한 바 있

다.10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조증의 인지도식과 우울증의 그것이 유사

하다고 예상하며 조증이 우울증에 대한 조증방어 (manic defense) 라는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10 하지만, 감정 처리의 과

정과 다른 자극에 의한 간섭을 억제, 주의력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제

의 특성상 조증과 우울증에서의 같은 결과가 같은 뇌기능의 반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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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사건 유발 전위 가운데 P300은 피험자가 자극을 평가하여 반응하게 

될 때 나타나는 양의 전위로서 300ms 전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이는 두정부에서 가장 높은 전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주의력, 작동기억 등에 관여하며 도파민의 활성을 반영하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11 이러한 P300은 기존 정보로부터 기인하는 작동 

기억들을 최신정보들로 갱신하면서 자발적으로 정신 자원들을 적절하

게 분배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신경생리적인 인자로 생각되고 있다.11 

두개강내 측정을 통해 P300은 학습과 기억과 관련되는 중간 측두엽 

특히 해마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12, 13 감정에 대한 정보 

처리에 P300이 반영하는 것은 감정에 대한 정보들을 처리한 후에 이

를 다시 입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있다.14-18 P300은 정신분열병에

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양극성장애에서는 상대적으

로 적은 연구가 진행되었다.19-22 P300은 반응을 수행하는 과정보다는 

자극을 분류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15 P300의 진

폭은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좌우되며 자극 제시시의 기존 배경 개념

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자극에 대한 평가 과정도 영향을 미

치며 피험자의 내적인 상태와 과거 경험, 그리고 과제 설명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17, 18,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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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얼굴 감정 사진로 유발된 P300 전위의 측정을 통해 정상 

대조군과 양극성 조증 환자군에서의 감정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극성 조증 환자의 부정 감정 사진 인식 

손상이 부정 감정 사진에 의해 유발된 P300 전위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에 입원한 20명의 양극성 조증 

환자와 20명의 정신과적 과거력과 가족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

으로 하였다. 양극성 조증 삽화의 진단은 Di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ition (DSM-IV)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1인의 전문의에 의해 Mini-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MINI)

가 시행되어 양극성 조증 진단을 확인하였다. 대상이 된 환자는 조증 

삽화로 입원한 사람중 뇌파 촬영에 동의하는 환자들에게 시행하였고, 

입원 후 1,2주 정도 지나 30분 정도의 과제 수행 협조가 가능한 상태

에서 실험에 참여하였다. 피험자는 모두 오른손잡이 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아넷 (Annett) 손잡이 평가 설문지를 이용하여 확인하

였다. 나이, 성별, 교육수준, 웩슬러 (Wechsler) 지능검사 (기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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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외우기, 빠진곳 찾기), 벡 우울증 설문지 (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 를 모든 피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환자군에 대해

서는 기분 상태의 평가를 위해서는 영 조증 척도 (Young Mania Rating 

Scale, YMRS) 와 몽고메리-아스버그 우울 척도 (Montgomery Ǻsberg 

Depression Rating Scale, K- MADRS)를 시행하였다.  

모든 피험자에게는 연구와 뇌파 검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는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2. 연구방법 

가) 자극 제시 및 뇌파 측정 

시각 자극은 다섯가지 감정을 표현한 얼굴 사진 가운데 중립, 행복, 

슬픔, 공포, 역겨움 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림 1) 각 감정가 별로 남자 

2명, 여자 2명의 사진이 사용되었다. 각 실험은 각각의 감정가에 대하

여 시행되어 모두 다섯 차례의 실험이 피험자에게 시행되었다. 피험

자는 의자에 앉은 자세로 50cm 거리에 있는 모니터의 중앙에서 제시

되는 자극을 보면서 키패드를 통해서 표적 자극이 나타나면 그 표정

을 읽음과 동시에 반응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시야각 9◦ × 12◦) 비표적 

자극은 서양 장기판 모양의 흑색과 백색 사각형 그림을 사용하였다. 

실험의 전 과정은 비디오 화면을 통해 검사자에 의해 지도 감독 되었



 8

다. 비표적 자극과 표적 자극은 각각 320개와 80개로 8:2의 비율로 제

시되었다. 각 자극의 제시 시간은 300ms 였으며, 각 자극간 간격은 

1000ms 였다. 자극에 대한 반응은 0ms 부터 900ms 사이의 반응에 대

해서 측정하도록 설정하였다. 자극의 제시는 compumedics사의 STIM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각 실험의 시행시간은 6분 40초였

으며, 실험간에는 충분한 시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였다.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procedure 

 

각 뇌파의 측정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시행되었다. 뇌파의 

측정을 위해서는 특별히 설계된 주위의 전기적인 신호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을 사용하였다. 또한 은은한 조명과 소음을 차단하여 주변 자

극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실험 기간 동안 피검자가 졸거나 실

험에 어려움을 겪는지는 폐쇄 회로 장비를 통해서 옆 방에서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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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뇌파 측정 이후에는 피험자에게 실험에서 주어진 자극에 대한 

그 표정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 파악을 위해 사진을 제시하여 피험자

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뇌파는 10-20 국제 규격에 따른 64채널의 전극 모자를 피험자에게 

착용시키고 SynAmps amplifier/stimulator 와 Neuroscan software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참고 전극은 양측 유양돌기 (mastoid process) 에 부착

하였으며, 앞이마에 접지시켰다. 전극 저항은 10kΩ이하가 되도록 하

였고, 양 외안부와 좌안의 상하에 전극을 붙여 안구 운동에 따른 전

도를 측정하였다.  

뇌파의 분석은 검사 후 별도의 분석 처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뇌파의 육안 확인을 통해 눈에 띄게 잡음이 섞인 뇌파의 블록은 

제거하였다. 0.15 (6dB/octave rolloff) 와 40 Hz (36dB/octave rolloff) 

사이의 통과주파수를 이용하여 필터하여 증폭하였으며, 안구의 종횡 

운동에 따른 전도의 변화는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보정하였다. 뇌파가 

F1, F2, FP1, FP7 전극에서 ±50uV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근육 운동, 간섭 신호, 알파파에 의한 신호를 거르기 

위해서 8.5Hz (24dB/octave rolloff) 에서 저역 주파수 영역을 통과시켰다. 

사건유발전위는 자극전 100ms 부터 자극후 900ms 까지의 기간 

동안의 기간에 대해서 측정한 뇌파를 평균화하여 250ms 부터 55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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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기간에서 Pz 전극에서 가장 높은 전위를 P300의 최대 전위로, 

그 때의 시간을 잠재기로 정의하였다.  

나) 통계분석 

분석의 대상이 대상이 된 채널은 F3, Fz, F4, C3, Cz, C4, P3, Pz, P4 

였다. 감정가간의 전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정상 대조군에서의 

채널과 감정 간의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교호작용을 

확인한 후 사후검정으로 짝비교T검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정상 

대조군과 환자군 간의 전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채널 (9) × 감정 

(2) × 군 (환자군과 대조군) 을 대상으로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사후검정으로는 감정 × 군 사이의 교호작용에 대해서는 

중립자극과 각각의 특정 자극에 대해 9 × 2 × 2 반복측정분산분석을 네 

차례 시행하였고, 중립 자극과 감정 자극으로 유발된 전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검정을 군내의 감정가에 따른 전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짝비교 T검정을 적용하였다. 귀무가설은 p값이 

0.05 이하인 경우에 기각되었다. 실험후 시행한 얼굴 표정 인식율은 

T검정을 통해 군간 비교를 하였다.  

 

III. 결과 

20명의 양극성 조증 환자군과 20명의 정상 대조군의 인구학적 특성

과 임상적 특성은 표1에 표시하였다. 군간 연령은 환자군은 32.6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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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였고, 대조군은 30.2 ± 11.5세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환자군과 대

조군의 성비는 각각 10:10 과 11:9 (남:여)였다. 교육기간은 환자군은 

14.8 ± 1.7년, 대조군은 15.7 ± 1.1년 이었으며,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단축형 웩슬러지능검사 (기본 지식, 숫자 외우기, 빠진곳 찾기) 로 추

정한 지능은 환자군은 108.7 ± 11.4점, 대조군은 113.7 ± 9.9점으로 통계

적 차이는 없었다. 환자군의 발병 연령은 23.9 ± 7.5세 였다. YMRS로 

측정한 조증 점수는 17.9 ± 7.2 점이었으며, BPRS 점수는 11.2 ± 7.3였다. 

우울척도 검사상, MADRS 점수는 4.0 ± 3.7점, BDI 점수는 7.6 ± 8.6였다. 

1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군에서 항정신병 약물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항정신병 약물의 클로로프로마진 당량은 531.8 ± 327.2mg/day 였다. 리

튬과 발프로에이트의 사용은 5명과 1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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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symptoms of manic patients and 

control subjectsa  

  Patients Controls t or X2 p 

Subjects No. 20 20     

Age (yr) 32.6 ± 9.5 30.2 ± 11.5 0.7 0.47 

Sex (m / f) 10/10 11/9 0.1 0.75 

Education (yr) 14.8 ± 1.7 15.7 ± 1.1 32.7 0.07 

Onset age (yr) 23.9 ± 7.5 - - - 

IQ 108.7 ± 11.4 113.7 ± 9.9   0.15 

BPRS 11.2 ± 7.3 - - - 

YMRS 17.9 ± 7.2 - - - 

MADRS 4.0 ± 3.7 - - - 

BDI 7.6 ± 8.6 5.6 ± 5.1 0.9 0.39 

Chlorpromazine 

equivalent dose  

(mg/day) 

531.8 ± 327.2 - - - 

Serum level 
Li: 0.55 ± 0.09 mg/dL (5) 

Val: 80.07 ± 17.00mg/dL (15) 
   

a Values indicate mean ± SD. 

Abbreviation: IQ (intelligence quotient), BPRS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YMRS 

(Young Mania Rating Scale), MADRS (Montgomery Ǻsberg Depression Rating Scal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대조군에서의 감정가 간의 전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2에 기술하였고, 각 전극간 각 감정가간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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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channel (9) emotion (5)  ANOVA for P300 amplitude in normal 

controls 

Effect df F p value 

Channel(C)  4,76 8.89 <0.001 

Emotion(E) 8,152 25.26 <0.001 

C × E 32,608 0.96 0.54  

 

사후 검정을 위해 감정가간 짝비교T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중립과 슬픔, 중립과 공포 자극에서 P300 전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Table 3. Post-hoc pairwise comparison between valences in normal controls 

Valence  Amplitude (uV) Mean difference 

Neutrality  6.94 ± 0.54          - 

Happiness 7.38 ± 0.57 -0.93 ± 0.39  

Sadness 7.62 ± 0.67 -2.79 ± 0.69 * 

Fear 7.45 ± 0.57 -1.60 ± 0.43 * 

Disgust 7.44 ± 0.52 -1.50 ± 0.49 

Mean differences ± S.E. (uV)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locks compared to neutrality(p<0.05). 

 

환자군과 대조군의 사건유발전위의 전체 평균 (grand average of 

event-related potentials) 은 그림 2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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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rand average waveform of patients and controls according to emotional 

block at Pz. Black lines indicate the event related potentials of healthy control group 

and gray lines indicate the event related potentials of bipolar manic patients. 

 

Pz전극에서의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전위의 차이는 중립 자극 

(t=-2.1, p=0.05), 슬픔 자극 (t=-5.0, p<0.001), 역겨움 자극 (t=-4.8, 

p<0.001), 공포 자극 (t=-.4.8, p<0.001), 행복 자극 (t=-2.9, p=0.01) 에서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낮은 전위를 보였다. 또한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잠재기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중립 자극 (t=3.4, p=0.002), 슬픔 

자극 (t=3.7, p=0.003), 역겨움 자극 (t=4.3, p<0.001), 행복 자극 (t=3.8, 

p=0.001) 의 잠재기는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늘어나 있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에서 보면, P300 전위가 대조군과 환자군에서 중립에 비

해 슬픔, 공포, 역겨움 자극에서 그 차이가 비교적 큰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표4의 반복측정분산분석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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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측정분산분석은 9곳의 전극(9곳, F3, Fz, F4, C3, Cz,C4,P3,Pz,P4) × 감

정가 (중립, 행복, 슬픔, 공포, 역겨움) × 군 (환자군, 대조군) 으로 시

행하였다. 전극의 위치에 따른 차이와 함께 전극과 군간의 교호작용

과 감정과 군간의 교호작용이 확인되었다.  

 

Table 4. Results of channel (9) emotion (5) Group (2) ANOVA for P300 amplitude 

Effect df F p Value 

Channel(C) 8,296 35.94 <0.001 

Emotion(E) 4,148 0.81 0.52 

Group(G) 1,37 12.57 0.001 

C × E 32,1184 0.75 0.84 

C × G 8,296 5.99 <0.001 

E × G 4,148 7.66 <0.001 

C × B × G 32,1184 0.91 0.62 

 

감정과 군간의 교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감정자극과 군간의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중립_슬픔(F = 21.576; p < 0.001), 중

립_공포(F = 7.765, p = 0.008), 중립_역겨움(F = 7.605, p = 0.009)에서 교호

작용이 확인되었다. (표5, 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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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ost hoc comparisons of interaction effect of emotion x groups between 

neutrality and valence 

 Effect df F p Value 

Neutrality_Sadness E × G 1,37 21.576  <0.001 

Neutrality_Happiness E × G 1,37 1.405  0.243  

Neutrality_Fear E × G 1,37 7.765  0.008  

Neutrality_Digust E × G 1,37 7.605  0.009  

 

Figure 3. Interaction effect of emotional block (neutral and valences) by group (control 

and patient). Black lines indicate the p300 peak amplitude of healthy control group and 

gray lines indicate the that of bipolar manic patient group. 

 

표6의 사후검정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중립에 비해 슬픔 자극에 

의해 유발된 P300 전위가 C3, Cz, C4, Pz 전극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조군의 경우에는 같은 위치의 전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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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0 전위가 중립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 6에서 슬픔, 행복, 

공포, 역겨움 모든 자극에 대해서 채널에 따른 전위의 차이가 관찰되

었는데, 이는 전두엽에서 두정엽으로 전극의 위치가 변화함에 따라 

증가되는 것으로 두정엽 부위에서 가장 높은 P300 전위를 보인 본 연

구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Table 6. Post hoc comparisons of P300 amplitudes between controls and patients 

   Patients Control   Patients Control 
f3 Neutrality 4.81±3.47 4.37±3.92 f3 Neutrality 4.81±3.47 4.37±3.92 

 Sadness 3.23±4.06 7.42±5.61  Fear 4.02±3.35 5.44±4.20 

fz Neutrality 4.89±4.05 5.59±4.28 fz Neutrality 4.89±4.05 5.59±4.28 

 Sadness 3.86±4.27 8.04±5.13  Fear 4.02±4.04 6.53±4.19 

f4 Neutrality 4.72±4.34 4.65±4.06 f4 Neutrality 4.72±4.34 4.65±4.06 

 Sadness 3.47±4.51 7.25±5.15  Fear 3.97±4.38 5.67±3.83 

c3 Neutrality 6.31±4.14 8.66±3.11* c3 Neutrality 6.31±4.14 8.66±3.11*

 Sadness 4.45±4.58 11.39±3.90**  Fear 5.58±4.48 10.46±3.54 

cz Neutrality 6.73±4.40 10.15±4.13* cz Neutrality 6.73±4.40 10.15±4.13*

 Sadness 4.96±5.05 13.12±4.92**  Fear 5.85±5.26 12.03±3.95 

c4 Neutrality 6.98±4.46 8.75±3.35 c4 Neutrality 6.98±4.46 8.75±3.35 

 Sadness 5.21±4.70 11.08±4.62**  Fear 6.01±4.41 10.19±3.90 

p3 Neutrality 7.17±3.65 9.73±3.56* p3 Neutrality 7.17±3.65 9.73±3.56*

 Sadness 5.68±3.61 11.93±5.76  Fear 6.32±3.76 11.36±5.13 

pz Neutrality 8.36±4.66 10.82±3.83 pz Neutrality 8.36±4.66 10.82±3.83 

 Sadness 6.52±3.93 14.56±5.92**  Fear 7.46±3.92  13.56±5.38 

p4 Neutrality 6.63±4.52 7.82±3.90 p4 Neutrality 6.63±4.52 7.82±3.90 

 Sadness 5.42±3.18 10.85±5.29  Fear 5.87±3.26 9.7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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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Neutrality 4.81±3.47 4.37±3.92 f3 Neutrality 4.81±3.47  4.37±3.92 

 Happiness 4.09±3.78 5.04±3.47  Digust 4.06±4.62  5.41±3.44 

fz Neutrality 4.89±4.05 5.59±4.28 fz Neutrality 4.89±4.05  5.59±4.28 

 Happiness 4.52±4.11 6.39±3.20  Digust 4.22±4.84  6.92±3.68 

f4 Neutrality 4.72±4.34 4.65±4.06 f4 Neutrality 4.72±4.34  4.65±4.06 

 Happiness 4.53±3.94 5.25±3.21  Digust 4.13±4.87  5.85±4.49 

c3 Neutrality 6.31±4.14 8.66±3.11* c3 Neutrality 6.31±4.14  8.66±3.11*

 Happiness 6.39±4.21 9.06±2.98  Digust 6.06±3.58  9.79±3.06 

cz Neutrality 6.73±4.40 10.15±4.13* cz Neutrality 6.73±4.40 10.15±4.13*

 Happiness 6.70±5.42 11.47±3.14  Digust 6.23±4.01 11.68±3.48 

c4 Neutrality 6.98±4.46 8.75±3.35 c4 Neutrality 6.98±4.46 8.75±3.35 

 Happiness 6.17±5.12 9.67±2.74  Digust 6.00±3.47  10.13±3.59 

p3 Neutrality 7.17±3.65 9.73±3.56* p3 Neutrality 7.17±3.65 9.73±3.56*

 Happiness 6.91±4.88 10.20±4.36  Digust 6.83±2.91  11.16±4.54 

pz Neutrality 8.36±4.66 10.82±3.83 pz Neutrality 8.36±4.66  10.82±3.83 

 Happiness 8.26±5.30 12.88±4.38  Digust 6.99±3.30 13.28±4.50 

p4 Neutrality 6.63±4.52 7.82±3.90 p4 Neutrality 6.63±4.52 7.82±3.90 

 Happiness 6.35±4.76 8.98±4.36  Digust 5.40±2.97  9.78±4.41 

Values are peak amplitudes (uV), mean ± SD.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Neutrality block (p<0.05).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locks in manic patients (p<0.05) 

 

검사 후 시행한 인식 검사에서는 슬픔 자극에는 66.5±37.8%와 

88.8±22.2% (t = -2.27, p = 0.03) 로 환자군에서 인식율 저하가 

관찰되었다. 그외 역겨움에는 76.3±31.9%와 67.5±38.1%, 공포 

자극에는 90.0±23.5%와 92.5±14.3%, 행복 자극에는 95.0±22.4%와 

100%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감정 자극에 대한 검사 중 반응율은 

환자군과 대조군간 행복 자극에는 85.0±32.2%와 96.0±6.8% (t = -2.26, p 

= 0.04) 로 환자군의 반응율이 대조군에 비해 낮았다. 역겨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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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22.7%와 90.5±18.1%, 공포 자극에는 89.4±19.3%와 94.9±9.3%, 

슬픔 자극에는 93.6±10.9%와 98.5±2.7%로 군간의 반응율의 통계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얼굴 감정 사진으로 유발된 사건 유발 전위 P300을 

측정하므로서 양극성 조증에서의 부정 감정 자극의 처리의 이상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주요 결과는 슬픔, 역겨움, 공포의 

부정 감정 자극에 의해 유발된 P300의 전위가 정상인에서는 중립자극

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양극성 조증 환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는 것이다. 이 결과는 양극성 조증 환자의 부정 감정 자극에 대한 인

식 저하의 신경생리학적 반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환자군과 대조군의 중립 감정 자극에 비교한 긍정 

자극의 처리에 의해 유발된 P300 전위는 교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은 

반면, 중립 감정 자극과 비교한 부정 감정의 처리에 의해 유발된 

P300 전위는 교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이는 양극성 조증 환자에서는 

긍정 감정 자극에 대한 선호가 정상인과 차이가 없는 반면, 부정 감

정 자극 선호는 정상인에 비해서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

과이다. 이 결과는 역겨움, 공포 등의 부정 감정 사진의 인식이 긍정 

감정 사진에 비해 저하되어 있으며 우울증에서의 부정 감정 선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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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되는 결과임을 보고한 Lembke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  

또한 대조군에서는 중립 감정 자극과 비교했을 때 부정 감정 자극

에 의해 유발된 P300 전위는 중립 감정 자극과 비교했을 때 긍정 감

정 자극에 의해 유발된 P300 전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정 

감정 사진이 긍정 감정 사진에 비해 주의력 등의 감정 자극 처리에 

필요한 뇌기능의 보다 많은 관여를 유발하며 이는 높은 P300 전위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기존의 중립 자극 비교 감정 자극 전위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15, 25, 26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정 감정 자극

이 긍정 감정 자극에 비해 각성도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P300 전

위는 자극의 각성도를 반영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5, 18, 27 또 다른 이유

로는 부정 감정 자극이 보다 처리에 더 많은 뇌기능을 필요로 가능성

이다. 이러한 설명은 각성도를 조절한 연구에 의해 주장된 바 있다.15 

각성도와 부정 감정 자극의 처리의 어려움 모두 본 연구의 환자군에

서의 P300 전위 이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분은 쉽지 않

다. 하지만, 감정 자극에 의해 유발된 P300 이 감정 자극 처리의 이상

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28 

P300은 주의력과 작업기억력을 이용한 뇌기능의 배분능력을 반영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 결과, 양극성장애 환자의 얼굴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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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처리를 통해 측정한 P300의 전위는 정상 대조군에 비해 감소되

어 있으며, 잠재기는 증가되어 있었다. 또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

해 살펴본 바, 환자군과 대조군의 전위의 차이와는 별개로 중립 자극

과 비교한 감정가의 전위의 변화는 행복 감정의 경우 대조군과 차이

가 없는 반면, 슬픔, 역겨움, 공포의 부정감정에 있어서는 정상인에 

비해 전위가 저하되어 있어 부정감정 처리의 이상을 관찰할 수 있었

다.  

P300은 주의력과 뇌자원의 재분배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억

을 통해 생겨난 배경에서 새로운 자극이 주어질 때 이를 발견하고 반

응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즉, P300의 생성은 

자극의 새로움, 주의력, 작동 기억 등의 기억력, 감정가와 각성도에 

따라 결정된다.11, 28 본 연구의 P300의 전위는 얼굴 감정 사진 자극이 

유발한 감정가와 각성도를 반영하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고 할 수 있으며, 조증 환자의 부정 감정 사진의 처리의 이상을 반영

하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양극성 조증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부정 감정 자극의 처리에 있

어서 저하된 P300 전위를 보였다. P300 전위의 감소는 뇌기능의 할당

의 이상을 반영한다고 여겨진다.29 정신분열병 환자 대상 연구에서는 

P300 전위 감소를 주의력 할당과 관련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30, 31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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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0 은 뇌기능과 이를 할당하는 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1 따라서 양극성 조증 환자군의 부정 감정 자극 처리 이상은 부

정 감정과 관련된 자극의 처리에 있어서 뇌기능의 저하 또는 뇌기능 

할당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 역시도 조증 환자의 신경생리

적인 부정 감정 사진 처리 이상을 반영하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립, 슬픔, 행복, 역겨움, 공포 자극에 의해 유발된 P300 의 잠재기

는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모두 늦어져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중립 자극에 의해서 유발된 P300 잠재기와 비교한 각 감정가

간의 P300 잠재기는 교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즉, P300 잠재기는 

P300 전위의 변화와는 달리 부정 감정, 긍정 감정 모두에서 정상인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P300 잠재기는 어렵고 복잡한 과제에 의해서 늦

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따라서 P300 잠재기가 환자군과 대조군

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은 과제의 복잡성과 난이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립 자극 외에 행복, 슬픔, 공포, 역겨움의 네가지 

감정을 실험 자극으로 채택했다. 네가지 감정의 선택의 목적은 양극

성 조증 환자의 주요 감정인 행복과 슬픔의 처리과정의 신경생리적 

측정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전 연구1에서 공포와 역겨움 감정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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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간으로 측정한 인식 이상을 보고한 바 있어 이를 실험에 포함시

키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부정 정서의 처리의 이상이 반응 시간 

뿐 아닌 P300의 전위와 잠재기의 이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슬픔, 공포, 역겨움 모두에서 조증 환자의 P300 이상이 관찰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서양인과 동양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기존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자극을 구성하였다.33 일본인에서의 행복, 슬

픔, 역겨움, 공포 자극에 대한 인식율은 각각 98.4 ± 1.0 %, 61.8 ± 17.2%, 

63.9 ± 3.8%, 45.1 ± 10.9% 였다.33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환자군에서 약물을 통제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시각자극을 이용한 P300 전위의 유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9, 34, 35 또한 정신분열병 환자에서의 감정 과제

의 처리 과제 수행이 항정신병 약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연

구들이 있었다.36-38 또한 클로르프로마진 당량에 따른 P300 전위와 잠

재기의 상관관계는 중립 감정에서 전위와 잠재기가 각각 피어슨 상관

계수 -0.38과 -0.27 (p = 0.11, 0.27) 이었고, 행복, 슬픔, 역겨움, 공포 모

든 감정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리튬 

사용군 (n= 5) 과 발프로에이트 사용군 (n=15) 간에 Mann-Whitney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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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를 통해 확인된 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군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중립 자극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며, 

중립 얼굴 표정을 특정한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대해서 보고된 연구도 있었다.3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립 자극을 

감정자극과의 비교를 위해 참고 자극으로 사용되었고, 상대적 비교를 

위한 참고 자극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양극성 조증 환자에서는 부정적 얼굴 감정 사진 자극에 대해서 

정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된 P300의 전위를 보이며 이는 기존 

연구의 조증 환자에서의 부정 자극에 대한 인식 저하의 결과와 

일치하는 신경생리학적 증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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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studies report the impairment in recognizing mood congruent 

emotional stimuli in the bipolar patients. Depressive patients with bipolar 

disorder have difficulties in performing positive stimuli processing tasks and 

manic patients had difficulties in negative stimuli processing. P300, an event 

related potentials, is known that it reflects the stimuli evaluation, attention 

allocation and working memory. We aimed to observe the emotional bias in 

manic patients through measuring amplitudes and latencies of p300. We 

measured the p300 of 20 manic patients diagnosed with DSM-IV and 

Mini-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and 20 normal controls having 

no psychiatric history. Subjects instructed to respond to the emotional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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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i by pressing the keypads and feel the emotion of face. We used 

standardized photos of Japanese in the ‘Japanese and Caucasian Facial 

Expression of Emotion’ slides. The stimulus consisted of sadness, neutrality, 

happiness, fear and disgust. We measured the demographics, Young’s mania 

rating scale, Hand preference questionnaire, Beck’s depression inventory, 

Montgomery Ǻsberg depression rating scale,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and 

EEG through 64 channels. Repeated measure ANOVA by emotional block at Pz 

electrode revealed that neutrality to sadness (F=17.7, p<0.001), neutrality to 

disgust (F=13.2, p=0.001) and neutrality to fear (F=7.6, p=0.01) have 

interactions. There is no interaction in neutrality to happiness.(F=2.6, p=0.11) 

Compared to normal controls, manic patients shows different P300 amplitude 

pattern of neutrality and valence.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finding about impaired negative recognition in manic patients. Therefore this 

finding might be a neurophysiologic evidence supporting the impairment in 

recognizing negative emotional stimuli in man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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