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표정 정서 자극에 의해 유발된 P3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정서 처리 과정 손상이 정서 범주별로 차별적 손
상을 보이는지 아니면 전반적 손상을 보이는지를 신경생리학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
다. 표정 정서 자극을 제시한 후 정서 처리 과정의 생리적 측정치로 알려진 P3를 측정
하여, 첫째, 정상인에서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범주에 따라 P3 진폭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만약 차이가 있다면,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정서 범주에 따라 P3
진폭이 정상인의 경우와 다른지 여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정상인 12명(남 3, 여 9)과 투약 중인 안정화 단계의 정신분열증 환자
6명(남 3, 여 3)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서 자극으로는 한국인의 표정 사진 중 정서가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긍정적, 부정적, 및 중립적 정서 범주 자극 총 18개를 선택하였
다. 선택된 표정 정서 자극은 남, 여 각 3인에 의해 표현된 흑백 사진이었다. 표정 정서
자극을 oddball 패러다임에 따라 표적 자극으로 제시하였으며 모든 연구대상에게 표적
자극에 대해 느끼고 반응하도록 지시하였다. 뇌파는 Fz, Cz, Pz, F3/F4, C3/C4, P3/P4 채널
에서 측정하였다. 중립적 정서 범주의 표정 정서 자극은 정상인(n=12)에서 중립적 정서
상태를 일관되게 유도하지 못해, 이후의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우선 정상군에서 긍
정적 및 부정적 정서 범주 사이의 P3 진폭의 크기를 짝을 이룬 t-검증 및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정신 병리의 유무를 독립 변수로,
정서 범주를 집단내 반복측정 변수로, P3의 진폭을 종속 변수로 하여 반복 측정에 의한
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정상 비교군(n=6)과 정신분열증군(n=6) 사이에서 정서범주에 따
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정상군에서 부정적 정서 범주의 표정 자극에 의해 유발된 P3의 진폭
은 긍정적 자극에 의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컸었다(Pz 채널: t= 2.55, d.f.=11, p=0.027;
P4 채널: t= 2.72, d.f.=11, p=0.020). 둘째, 정서 범주에 따라 정신분열증 환자군과 정상
비교군 사이의 P3 진폭을 비교 해 본 결과 정상 비교군은 부정적 정서 범주의 자극에
의한 P3의 진폭이 긍정적인 경우 보다 유의하게 높은데 비해 정신분열증 환자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z 채널: F=7.25, d.f.=1, p=0.023, ηp

2 =0.42, β=31.9, 교차
효과; P4 채널: F=10.80, d.f.=1, p=0.008, ηp

2 =0.52, β=15.9, 교차 효과).
이상의 결과는 항정신병약물 투여중인, 안정화 단계의 정신분열증 환자중 최소한

일부는 긍정적/부정적 범주의 표정 정서 자극 처리에서 정상인과 신경생리학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정신분열증 환자는 정서 처리 과정상 정서 범주별로
차별적 손상을 보인다는 기존의 신경행동학적 보고를 뒷받침하는 신경생리학적 증거
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정신분열증·P3·표정 정서 자극·정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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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환자에서 표정 정서 자극에 의해 유발된 P3

＜지도 민 성 길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안 석 균

I. 서 론

1990년대 이후 정신분열증의 정서 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서 지각 혹은

인식 과정에 손상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1, 이 손상이 정서 범주별로 차별적인지 아니

면 전반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비교적 초기의 연구2-5는 부정적 정서 범주

에서 손상이 두드러진다고 보고되었으나, 이 소견은 단순히 척도들간의 변별력의 차이에

서 기인한 일종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받았다6 . 최근의 연구는 난이도와 내적 일치

도 등 변별력의 주요 요소를 견줄만한 척도들을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는데7-9 , 일관된 소견

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전반적 손상의 기전은 주로 인지 이론가에 의해 제시되었다1. 이들은 정신분열증에서 관

찰되는 표정 정서 인식의 장애는 그 원인이 일차적으로 인지 결손에 있다고 생각하며, 정

서 장애 소견은 단지 이차적 부대 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10- 12 . 즉, 정서 자극의 구

조적 부호화(structural encoding), 혹은 주의력 단계에서의 결핍에 의한다고 보았다13. 반면

차별적 손상의 기전은 사회-인지 이론(social-cognitive theory)에 따라 설명되고 있다1. 각성

을 유발하는 부정적 사회 상황에 대한 대응 행동으로서 사회적 관계로부터 철퇴되고, 이

회피가 지속되어 표정 정서의 파악에 손상이 오게된다고 설명되었다14 . 즉, 정서 장애 소견

은 인지 결손과 무관한 독자적인 정서 처리 손상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5 , 16 .

반면 Bellack17은 부정적 정서 처리의 손상을 비교적 초기 단계 이후의 이상기능 혹은 출력

단계의 왜곡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 같다: 대체로 충분한 시간과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전반적 인지 기능이 온전한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정서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판단하는 것

으로 보인다. ...(중략)... 환자들이 비판적/호전적 상황과 양호한 의견 다툼 상황을 감별하지

못하는 것은 학습된 회피 반응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된다(즉, 환자들이 갈등 상황을 회

피하거나 부정하도록 학습되어온 것이다)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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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존 연구는 신경행동학적 연구로 자기-보고 혹은 면담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자기-보고 혹은 면담 평가는 피험자가 사회적 규범에 적합하거나, 실험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수의적으로 반응을 왜곡할 수 있고, 또한 정서가 의식되지 않는 경우

보고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18. 이 제한점은 점화(priming) 기법을 이용하거나, 신경생리

적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점화 기법을 이용한 연구 결과19 정신분열증 환자는 중립

적 목표 자극의 호감도 판단 과제에서 의식 수준에서의 정서적 점화 자극의 영향력을 정

상인과 달리 통제하지 못한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자극의 정서가

(emotional valence)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식을 하지만, 그 이후의 조절 단계에서 손상이

있음을 시사한다. 청각 놀람 반사(acoustic startle reflex)를 이용한 연구 결과20 정신분열증

환자는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정서가의 사진을 보고 있는 동안 놀람 반사의 진폭이

증가되고, 긍정적 정서가의 사진을 보는 동안 그 진폭이 감쇄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최

소한 불수의적 수준에서는 정신분열증 환자 역시 정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짧게 제시되는 정

서 자극의 지각에 손상이 관찰되나, 이 손상이 정서 범주에 따라 차별적인지 아니면 전반

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둘째, 정서 처리의 단계중 불수의적 단계 혹은 비교적 초

기 입력 단계는 온전해 보이며, 손상이 있다면 초기 단계 이후의 수의적 주의 과정, 부호화

과정 혹은 출력 단계에 손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표적인 사건-관련 전위인 P3는 피험자가 비표적 자극으로부터 표적 자극을 탐지

할 때 발생하는 양성 뇌파로서 잠재기는 약 300 msec 정도되며, 자극의 물리적 특성보다는

피험자의 내적 상태를 반영한다2 1. P3의 심리적 의미로 맥락 갱신(context updating) 모델이

제시되었다22 . 즉, 비표적 자극에 의해 구성된 환경 맥락의 신경 표상(neural representation)

이 표적 자극이 제시됨에 따라 갱신이 필요하게 되며, 이 갱신 과정의 외현이 P3라고 제시

되었다. 신경생리적 입장에서 보면, P3의 진폭은 P3의 생성에 관여하는 신경 과정(neural

process)의 활성화 정도의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2 ,2 3 . P3의 선행 변수에 의한 진폭의 변

화를 살펴보면, P3 진폭은 1) 표적 자극에 대한 기대감이 적을수록 즉, 주관적 확률

(subjective probability)이 적을수록; 2) 표적 자극 혹은 과제가 복잡할수록, 또한 자극이 가

치 있을수록; 3) 자극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즉, 자극이 과제에 타당할수록 증가한다고 알

려져 있다24 . P3 진폭은 주의력의 할당 정도에 비례하며25 , 기억력 과제 수행 정도와 관련된

다26고 보고되었다. P3 잠재기는 자극 구분 속도의 지표로서27 , 반응의 선택 및 실행 과정

내지 출력 과정과 무관하다22 ,2 8 . 결국 P3 진폭은 작업 기억력(working memory)이 갱신되는

데 필요한 주의력의 수의적 할당 과정의 신경생리적 지표이며29 ,30 , 정보 처리 과정중 P3로

표현되는 과정은 초기의 불수의적 단계와 구분되며, 반응의 선택 및 출력 단계와도 무관하

다고 정리될 수 있다.

사건-관련 전위를 이용한 정서 처리에 대한 연구 결과 표적 자극이 피험자에게 정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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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미 있을수록 P3 혹은 후기 양성 전위(late positive potential)의 진폭이 증가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3 1-4 3 . 위의 연구를 세분하여 보면, 표정 정서 자극을 사용한 연구32 ,34 ,39 ,4 1와 사건

정서 자극을 사용한 연구3 1,33 ,36 -38 ,40 ,42 ,4 3, 표적 자극의 빈도가 비표적 자극의 빈도에 비해 낮

은 Oddball 패러다임22을 이용한 연구32 ,34 ,35 ,39 ,40와 무작위로 제시되는 동일 빈도의 다양한 표

적 자극 지각 패러다임을 이용한 연구3 1,33 ,36 -38 ,4 1-43 , 표적 자극의 제시 시간이 수백 msec인

경우3 1-34 ,37 ,4 3와 1초 이상인 경우35 ,36 ,39 -42 ,4 3 모두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의미 있는 정서 자극일

수록 P3 혹은 후기 양성 전위의 진폭이 증가한다고 보고 된다. 정서 자극의 의미는 정서

자극 고유의 특성44 , 표적 정서 자극이 제시되는 맥락35 ,40 , 및 피험자의 내적 상태33와 과거

경험 양상에 따를 것이다4 1,44 . 정서 자극에 의한 P3의 진폭은 정서 자극이 피험자의 내적

동기 시스템(motivational system)에 어떠한 적합성을 갖는지에 따라, 어떤 환경 맥락 속에서

표적 정서 자극이 제시되는지에 따라, 피험자의 내적 특성에 따라, 피험자가 느끼는 표적

정서 자극의 주관적 확률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정서적 환경 변화는 생존을 위한 적응 과

정을 야기하고, 이 적응 과정에는 환경에 대한 신경 표상의 갱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

는데, 이 점에서 보면 결국 정서 자극은 적응적 맥락 갱신(adaptive context updating)의 과정

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 외현으로 P3 진폭의 증가가 초래된다고 이해될 수 있다33 ,4 1.

한편 Cacioppo 그룹은35 ,40 P3가 정서 자극의 평가, 분류 과정을 반영할 수 있음에 주목하

여 강렬한 강도의 시각적 정서 자극을 Oddball 패러다임22의 표적 자극으로 제시하여 정서

처리 과정이 P3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부정적 정서 자극이 동일한

강도의 긍정적 정서 자극 보다 더 큰 진폭의 P3를 유발하였다. 이에 대해 그들은 강한 자

극의 경우 부정적 동기 시스템이 긍정적 동기 시스템에 비해 더 강한 반응을 보이도록 구

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라 제안하였다40 . 또한 P3 진폭은 정서 정보 처리 출력의 지표인 정서

자극에 대한 피험자의 보고보다는 자극의 평가 분류 과정을 반영한다고 보고하였다35 .

따라서 표정 정서 자극을 이용해 유발된 P3의 진폭은 정서 자극의 부호화에 필요한 주

의력의 수의적 할당 과정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신경생리적 지표는 초기의 불수

의적 과정 및 반응의 선택과 출력 과정과는 무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더

욱이 생태학적 연구 결과 정서는 1초 내지 수초 미만의 반응이란 점에서도 정서 처리 과정

의 지표로 P3의 진폭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정서 처리 과정 손상이 정서 범주별로 차별적 손상을

보이는지 아니면 전반적 손상을 보이는지를 P3를 통해 신경생리학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

다. 우선 정상인에서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범주에 따라 P3 진폭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를 검증하고, 또한,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정서 범주에 따라 P3 진폭이 정상인의 경우와 다

른지 여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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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정상군은 1999년 9월부터 2000년 5월까지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포스

터 공고 모집하였다. 연구 대상의 포함 기준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의식소실을 동반

한 뇌손상, 간질 발작, 정신병적 정신질환, 및 신경과적 질환의 기왕력이 없는 자로 삼았

다. 참여 자원자를 대상으로 실험의 전반적 목적, 구체적 과정, 가능한 위험성, 참여 사례

비, 피험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 후, 서면 동의를 받았다. 정신분열증 환자군은 1999년 12월

부터 2000년 5월까지 일 대학정신병원에서 치료중인 정신분열증 환자를 대상으로 공고 모

집하였다. 대상의 포함 기준은 정상군에서와 동일하며, 단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로서 정신 병리가 안정화 단계인 자를 포함 기준에 추가하였다. 안정화 단계인 자를 포함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급성기 악화 단계의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통상적으로 거의 집중을

표 1. 사회 인구학적 변인 및 임상 변인1

A2 B3

정상군(n=12) 정상 비교군(n=6) 정신분열증군(n=6) z값4 p값

성별(남/여) 3/9 3/3 3/3
나이(년) 21.6 (2.3) 23.2 (2.3) 28.0 (6.1) 1.61 0.108
교육 정도(년) 14.5 (1.9) 15.8 (1.9) 14.3 (2.9) 1.14 0.255
SPM (T점수)5 65.0 (9.4) 65.3 (8.5) 62.8 (4.5) 0.49 0.699
손잡이 평가6

11/0/1 5/0/1 5/0/07

(오른손/왼손/양손)
발병 연령(년) 22.2 (2.6)
이환 기간(월) 63.2 (56.1)
유형(망상형/미분형) 5/1
PANSS (점수)8

양성 증상 13.5 (3.6)
음성 증상 14.8 (3.7)
일반 정신병리 30.7 (3.9)

항정신병약물(mg/d)9 494.5 (201.3)

1괄호 안의 수는 표준 편차임. 2정상군에서 정서범주에 따른 P3 진폭의 차이 여부를 검증하는 경우. 3정신분열증군
에서 정서 범주에 따라 P3 진폭이 정상인의 경우와 다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경우. 4Kolmogorov-Smirnov Z test
5Raven의 Standard Progressive Matrices47-49 . 6Annett의 수정판 손잡이 평가5 1- 5 3 . 7환자군중 1인의 자료가 빠짐. 8양
성 및 음성증상 척도54 ,55 . 9Chlorpromazine 상응량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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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기에 사건-관련전위 실험에 참여하기 힘들며, 정신 능력 부전 상태로 서면 동의

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자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정상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서면 동의

를 받았다. 모든 피험자는 실험에의 참여에 대한 사례로 현금 20,000원을 지급 받았다. 서

면으로 동의한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능 검사인 Raven의 Standard Progressive Matrices

(이하 SPM 지능 검사)47-49를 실시하여, 평균 미만의 지능을 보인 자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최종적으로 실험에 참여한 연구 대상은 정상군 12명(남 3명, 여 9명), 정신분열증 환자군

6명(남 3명, 여 3명)이었다. 정상인에서 정서 범주에 따라 P3 진폭을 비교한 실험에서는 정

상군 12명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정신분열증군과 정상 비교군과의 정서 범주에

따른 P3 진폭의 비교에서는 피험자의 성별30 ,39 ,4 1,50 , 나이30 , 교육 정도, 및 지능30이 가능한

혼란 변수일 수 있기에 이 변수를 가능한 맞춘 정상 비교군 6명을 구성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이외에 정신분열증군과 정상군사이의 P3 진폭 비교 분석에서

정상군 12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정상 비교군 6명을 대상으로 한 경우의 통계 분석 결과

는 동질적이었다. 따라서 이후의 통계 분석 결과는 정상 비교군 6명을 비교 대상으로 한

결과만 제시하였다.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임상 변인은 표 1에 기술하였다.

그림 1. 선택된 표정 정서 자극의 예(왼쪽부터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정서
범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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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정 정서 자극의 선택

표정 정서 자극은 국내에서 개발된 이수정19의 표정 사진 51개에서 선택하였다. 우선 정

서가(emotional valence)의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에서 0.5 표준 편차 이내의 사진을

중립적 정서 범주 사진으로, 1 표준 편차에서 2 표준 편차 사이의 사진을 긍정적 정서

범주 사진으로, 1 표준 편차에서 2 표준 편차 사이의 사진을 부정적 정서 범주 사진으

로 분류하였다. 남녀 각 3명씩 동일 인물에 의해 표현된 사진을 선택의 기준으로 하여 정

서 범주별로 6개씩의 표정 정서 사진을 선택하여 총 18개의 사진을 표정 정서 자극으로 사

용하였다. 선택된 정서 자극은 모두 흑백 사진이었으며, 얼굴의 방향은 전면이었고, 얼굴과

머리카락을 제외한 부분은 검정 바탕이었다. 자극의 크기는 7 11 cm이었다(그림 1 참조).

3. 과제의 구성

선택된 표정 정서 자극을 이용하여 긍정적, 중립적 및 부정적 정서 자극 세트를 구성하

였다. 각각의 세트에서 표정 정서 자극을 표적 자극으로, 표적 자극과 동일한 크기의 바둑

판 모양 자극(checkerboards)을 비표적 자극으로 삼았다. 각 정서 세트의 표적 자극은 총 60

회(24%), 비표적 자극은 190회(76%) 제시되도록 하였으며, 자극의 제시는 무작위 순으로

하였다. 모든 자극은 200 msec 동안 제시되었으며, 자극 간 간격은 1,000 msec이었다.

모든 피험자는 다음과 같이 표적 정서 자극에 의해 받는 느낌에 집중하도록 요구받았으

며, 표적 탐지시 손가락으로 반응하도록 하였다.

실험이 시작되면, 귀하는 전산화 뇌파검사를 받으면서 짧은 시간동안 제시되는 다양한 사진

과 바둑판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다양한 사진이 바로 귀하께서 관심을 가

져야할 표적 사진이며, 바둑판은 그냥 지나치면 되는 비표적 사진입니다. 표적과 비표적은 일

정한 순서에 따라 제시되지 않고 무작위로 제시됩니다. 표적 사진을 보면서 귀하는 마음속에

서 그냥 느끼시기만 하면 됩니다 . 마치 코카콜라나 나이키 광고를 보면 여러 사람들의 표정

(혹은 상황)이 스쳐지나가게 되고, 우리는 단지 스쳐지나 가는 사람 표정과 상황을 보면서 느

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귀하께서 표적 사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 표적 사진이 나타날 때마다 오른손 손가락으로 간단한 표시를 하여 주시기만 하면 됩니

다. 이 표시를 사진이 나타나자마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제 수행시 되도록이면 몸을 움직

이지 말고, 눈을 깜박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뇌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꼭 안 움직이려고 신경을 곤두세워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표적 사진을 보

면서 귀하의 마음속에 드는 느낌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일정 시간(약 7분 소요)이 경과되면 검

사자가 과제를 그만 하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한 과제가 완료된 후 약 10분간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전체 네 개의 과제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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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과정

구성한 표정 정서 자극 세트를 이용하여, 총 4회의 블록을 시행하였다. 블록의 순서는

첫 번째 블록을 마지막에 한번 더 시행하도록 하여 평형 시켰다(예, 중립적 정서 자극 세

트 - 긍정적 세트 - 부정적 세트 - 중립적 세트). 첫 번째 블록은 실험실 상황 및 과제에 피

험자가 적응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블록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블록내의 표정 정서 자극을 보여주었으며, 연습 시행을 약 1∼2분간 실시하였다. 연습 시

행 후 피험자가 준비가 되었다고 할 때, 뇌파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실험은 뇌파실에서

미등만 켠 채 컴퓨터 스크린에 제시되는 자극(7 11 cm)을 약 50 cm의 거리에서 정면으로

보도록 하였으며(시각도 8o 13o), 약 1 m 뒤에서 저자가 표적 탐지시의 손가락 표시를 확

인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정상군 및 정신분열증군 모두 표적 탐지시 5% 미만의 누락

반응을 보였다. 정상군의 경우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환자군의

경우 약물 투여중이므로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스스로 가장 정신이 맑다고 보고한

때에 맞추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뇌파 측정이 종료된 후 저자와의 사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사후 면담에서 모든 피험자는

Likert식 척도(1점: 느낌이 안 좋다; 7점 느낌이 좋다)를 이용하여 각 블록 시행시 피험자에

게 유도된 정서 상태를 주관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정서 유도 여부를 확인하였다. 필요

한 경우 표정 정서 자극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정상군(n=12)을 대상으로 정서 유도

를 확인한 결과 중립적 정서 범주 블록에서 중립적 정서 상태가 일관되게 유도되지 않았

다. 따라서 앞으로의 분석에는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범주에 대해서만 통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피험자가 표적 자극의 표정 정서를 느끼면서 과제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

했으며, 이는 정서 자극에 포함된 정보가 정서적 상황에 대한 지식의 형태로 처리될 수 있

다는 보고59가 있기 때문이었다. 확인 결과 정상인 2인, 정신분열증 환자 2인을 제외하곤

모두 표정 정서를 느끼면서 과제를 수행했다고 보고하였다. 이 4명의 피험자는 느낌 및 지

식의 형태가 혼합되어 과제를 수행했다고 보고하였다. 모든 피험자를 대상으로 통계 분석

한 결과와 4명의 피험자를 제외하고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동질적이어서 이후에는

모든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 분석 결과만 제시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과제 수행시 졸

렵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모든 피험자를 대상으로 Annett의 수정판 손잡이 평가5 1-5 3를

실시하였으며, 환자군을 대상으로 양성 및 음성증상 척도54 ,55를 사용하여 저자가 정신병리

를 평가하였다. 정신분열증 환자 1인이 Annett의 수정판 손잡이 평가를 거부한 것 이외에

는 피험자는 모두 뇌파 측정 및 사후 면담시간의 각종 평가를 끝까지 수행하였다.

5. 뇌파 측정 과정

뇌파는 주석 캡(Neuroscan사)을 이용하여 국제 10 20 체계에 따라 9채널에서 측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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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z, Cz, Pz, F3/F4, C3/C4, P3/P4). 양쪽 귀를 연결한 전극을 기준으로, Fzp 채널을 접지로

사용하였다. 오른쪽 눈에 두 개의 전극을 부착하여 수직 및 수평 안구 운동을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자료는 나중에 눈의 움직임 및 눈 깜박임에 의한 아티팩트 교정을 위해 사용되

었다. 전극의 교류저항(impedance)은 10 kΩ 미만이 되도록 하였다. 뇌파는 (주)미래엔지니

어링의 Neuronics 32 system의 DC 증폭기에 의해 10,000배 증폭되었으며, band pass는

0.16∼30 Hz로 하였다. 증폭된 데이터는 (주)미래엔지니어링의 Neuronics 32 system의 A/D

변환기(A/D resolution 12, sampling rate 512/sec)에 의해 변환된 후 IBM 호환형 PC에 표적

탐지시의 epoch와 비표적시의 epoch로 나뉘어 지속적으로 저장되었다. 한 epoch는 1,000

msec이었다.

6. 자료의 환원 및 P3의 확인

먼저 저자가 전기적 아티팩트를 눈으로 보아 제거한 후, 눈의 움직임 및 눈 깜박임에 의

한 영향을 표적 탐지시의 자료와 비표적시의 자료별로 Gratton이 제시한 방법57 ,58에 따라

EMCP (Eye Movement Correction Program)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단, 비표적 탐지시의 자

료는 해당 표적 탐지시의 자료와 epoch의 수를 동일하게 무작위 추출한 후 눈의 아티팩트

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였다. Epoch의 수를 동일하게 한 이유는 P3의 진폭이 epoch 수의 제

곱근의 함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다60 . 제거된 epoch의 수는 최대 20 epoch 미만이었다.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epoch를 산술 평균한 후, 자극 개시 142 msec 전부터의 뇌파 진폭

의 평균을 0이 되도록 하여 진폭 측정시 기준점으로 삼았다. 정상인 1인의 비표적시의 자

료는 저자의 실수로 저장되지 않았다.

P3의 확인은 표적 탐지시 우선 Pz에서 N1-P2-N2 복합체 이후 250 msec에서 480 msec 사

이에 나타나는 가장 큰 양성파로 삼았다. 다른 채널의 경우 Pz 채널에서의 P3 잠재기를 기

준으로 전후 30 msec 이내에서 peak를 이루는 N1-P2-N2 복합체 이후의 양성파로 삼았다.

비표적시의 경우 표적 탐지시의 Pz 채널에서의 P3 잠재기를 기준으로 하여 위에서와 동일

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P3 진폭의 차이가 표적 자극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아님

을 보기 위해 N1의 진폭을 부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N1은 자극 개시 후 90

msec에서 150 msec 사이에 발생하는 가장 큰 음성파로 삼았다.

7. 통계 분석

먼저 P3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정상군(n=12)에서 표적 탐지시 얻은 P3의 진폭이 개

개의 정서 범주에서 전두부(frontal) 보다 정수리부(vertex)에서, 정수리부보다 두정부(pari-

etal)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짝을 이룬 t-검증 및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을

실시하였고, 정상인(n=11)에서 얻은 P3의 진폭이 개개의 정서 범주에서 각각의 채널별로

각기 표적 탐지시와 비표적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짝을 이룬 t-검증 및 Wilco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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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순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정상인(n=12)에서 P3임이 입증된 채널에 대해 정서 범주에

따른 P3 진폭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정서 범주를 독립 변수로, P3의 진폭을 종속 변수로

하여 짝을 이룬 t-검증 및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정

서 범주에 따른 P3 진폭의 차이가 정상인의 경우와 다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정상군

에서 정서 범주별로 진폭의 차이를 보인 채널에 대해 정신병리의 존재 유무를 집단간 변

수로, 정서 범주를 집단내 변수로, P3의 진폭을 종속 변수로 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 분

석을 실시하였다(repeated measures ANOVA). 정상 비교군 및 정신분열증군 각각에서 P3의

잠재기 및 N1의 진폭은 짝을 이룬 t-검증,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정서 유

도에 대한 Likert식 자기 보고 결과 및 분석에 사용된 epoch 수의 경우, 반복 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는 경우 사후 검증으로 짝을 이룬 t-검증,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에서 짝을 이룬 t-검증과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의 결과가 동질적이어서 짝을 이룬 t-검증의 결과만 제시하였다. 모든 통계

적 유의 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III. 결 과

1. P3의 입증

먼저 저자가 확인한 P3가 다음과 같은 P3 의 기준30 ,35에 합당한지 여부를 정상인 12명에

서 각 채널별로 알아보았다. 우선 표적 탐지시의 P3가 전두부, 정수리부, 두정부로 갈수록

진폭이 커지고, 둘째, 표적 탐지시의 P3가 비표적시의 P3에 비해 진폭이 큰 경우 P3로 입

증될 수 있다. 긍정적 정서 범주 및 부정적 정서 범주 각각에서 모든 채널에서 전두부 보

다는 정수리부가, 정수리부보다는 두정부가 짝을 이룬 t-검증 결과 P3의 진폭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0∼0.030). 긍정적 정서 범주에서 표적 탐지시의 경우가 비표적시의 경우

보다 모든 채널에서 짝을 이룬 t-검증 결과 P3의 진폭이 유의하게 컸다(p=0.001∼0.025). 부

정적 정서 범주에서 표적 탐지시의 경우가 비표적 탐지시의 경우 보다 C3, Cz, C4, P3, Pz,

P4 채널에서 짝을 이룬 t-검증 결과 P3의 진폭이 유의하게 컸다(p=0.000∼0.031). 따라서 C3,

Cz, C4, P3, Pz, P4 채널에서 측정한 값이 P3임이 입증되었다(그림 2 참조).

2. 정상인에서 정서 범주에 따른 P3 진폭의 크기 비교

정상군(n=12)에서 정서 자극에 의해 유발된 정서 상태에 대한 Likert식 척도 보고 결과

긍정적 정서 범주의 경우 5.83 2.17이었으며, 부정적 정서 범주의 경우 2.08 0.67이었다.

정상인에서 저자가 사용한 표정 정서 자극에 의해 정서 범주별로 해당 정서 상태가 유도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정상군(n=12)에서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epoch의 수는 긍정적 정서 범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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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2.1, 부정적 정서 범주의 경우 56.8 2.8이었다. 이는 정서 범주별로 P3 진폭의 차이

가 epoch수의 차이에서 기인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P3임이 입증 된 C3, Cz, C4, P3, Pz, P4 채널에서 측정한 P3 진폭의 크기를 정서 범주간에

비교하였다(그림 3 참조). 비교 결과 Pz 채널에서 측정한 경우, 부정적 범주의 정서 자극에

의한 P3 진폭이(평균=9.11, 표준편차=4.25) 긍정적 자극의 경우(평균=7.76, 표준편차=4.32)

진폭

(μV)

F3 C3 P3
1

표적 비표적 표적 비표적2 표적 비표적2

F3 C3 P3
1

표적 비표적 표적 비표적2 표적 비표적2

진폭

(μV)

Fz Cz Pz1

표적 비표적 표적 비표적2 표적 비표적 2

Fz Cz Pz1

표적 비표적 표적 비표적2 표적 비표적2

진폭

(μV)

F4 C4 P4
1

표적 비표적 표적 비표적2 표적 비표적 2

F4 C4 P4
1

표적 비표적 표적 비표적2 표적 비표적2

긍정적 정서 범주 부정적 정서 범주

그림 2. 각 정서 범주에서 채널별, 표적-비표적별 P3 진폭의 비교.
막대는 평균을 나타내며, 오차 바는 표준 오차를 나타냄. 1; 전두부 ＜ 정수리부 ＜ 두정부: 짝을

이룬 t-검증, d.f.=11, p값=0.000-0.030. 2 ; 비표적 ＜ 표적: 짝을 이룬 t-검증, d.f.=10, p값

=0.00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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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유의하게 더 컸으며(t= 2.55, d.f.=11, p=0.027), P4 채널에서 측정한 경우, 부정적 범

주의 정서 자극에 의한 P3 진폭이(평균=9.65, 표준편차=3.27) 긍정적 자극의 경우(평균

=8.32, 표준편차=3.31)보다 유의하게 더 컸다(t= 2.72, d.f.=11, p=0.020).

P3 잠재기의 경우 Pz 채널에서 긍정적 정서 범주(평균=323.2, 표준 편차=23.8)와 부정적

정서 범주(평균=325.6, 표준 편차=33.4)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t= 0.30,

d.f.=11, p=0.770), P4 채널에서도 긍정적 정서 범주(평균=313.7, 표준 편차=24.4)와 부정적

정서 범주(평균=322.5, 표준 편차=33.2)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 1.32,

d.f.=11, p=0.212).

N1 진폭의 경우 Pz 채널에서 긍정적 정서 범주(평균= 2.77, 표준 편차=3.01)와 부정적

정서 범주(평균= 2.40, 표준 편차=3.04)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t= 0.85,

d.f.=11, p=0.411), P4 채널에서 긍정적 정서 범주(평균= 1.93, 표준 편차=2.72)와 부정적 정

서 범주(평균= 1.70, 표준 편차=2.75)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 0.53,

d.f.=11, p=0.605).

3. 정서 범주에 따른 P3 진폭 양상에 있어 정상인과 정신분열증 환자와의 비교

정서 자극에 의해 유발된 정서 상태에 대한 Likert식 척도 보고 결과 정상 비교군(n=6)에

서 긍정적 정서 범주의 경우 5.50 1.22이었으며, 부정적 범주의 경우 2.00 0.63이었으며,

정신분열증군(n=6)에서는 각각 5.17 1.72, 3.17 1.60이었다. 두 집단사이에 정서 범주별로

정서 상태에 대한 자기보고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 측정에 의한 변

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교차 효과는 없었다(F=1.00, d.f.=1, p=0.341). 이는 정상 비교

진폭

(μV)

C3 Cz C4 P3 Pz P4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그림 3. 정서 범주별 P3 진폭의 비교.
막대는 평균이며, 오차 바는 표준 오차임. 긍정은 긍정적 정서 범주를, 부정은 부정적 정서
범주를 나타냄. *; Pz: p값=0.027, P4: p값=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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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정신분열증군 사이에 정서 범주별로 정서 상태에 대한 주관적 보고상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epoch의 수는 정상 비교군(n=6)에서 긍정적 정서 범주의 경우

57.0 2.1이었으며, 부정적 범주의 경우 56.0 2.8이었으며, 정신분열증군(n=6)에서는 각각

51.5 6.7, 58.3 1.4이었다.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 분석 결과 유의한 교차 효과가 관찰되었

으며(F=7.84, d.f.=1, p=0.019),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83, d.f.=1, p=0.384). 사

후 분석 결과 정상 비교군에서 긍정적 정서 범주와 부정적 범주 사이에 epoch수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t=0.791, d.f.=5, p=0.465) 반면 정신분열증군의 경우 긍정적 정서 범주에서 부

정적 정서 범주에 비해 유의하게 epoch수가 적었다(t= 2.783, d.f.=5, p=0.041).

정상군에서 정서 범주에 따라 P3 진폭의 크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채널인 Pz, P4 채널

을 대상으로 하여 정상 비교군과 정신분열증 환자군의 정서 범주에 따른 P3 진폭을 비교

하였다. 정상 비교군(n=6) 및 정신분열증군(n=6)에서 얻은 사건-관련전위의 종합 평균은 그

림 4에 나타내었다.

반복 측정에 의한 변량 분석 결과 Pz 채널에서 정상 비교군은 부정적 정서 범주의 자극

Pz

진폭

(μV)

P4

진폭

(μV)

-14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msec

-14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msec

정상 비교군(n=6) 정신분열증군(n=6)
그림 4. 정서 범주에 따른 P3 진폭 양상에 있어 정상인과 정신분열증 환자와의 비교.
옅은색은 긍정적 정서 범주이고 짙은색은 부정적 정서 범주임에서의 사건-관련 전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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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P3의 진폭이 긍정적인 자극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데 비해 정신분열증 환자군

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7.25, d.f.=1, p=0.023, ηp
2 =0.42, β=31.9: 교차 효과) 또

한 P4 채널에서도 정상 비교군은 부정적 정서 범주의 자극에 의한 P3의 진폭이 긍정적인

자극의 경우 보다 유의하게 높은데 비해 정신분열증 환자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F=10.80, d.f.=1, p=0.008, ηp
2 =0.52, β=15.9: 교차 효과)(표 2 참조).

정신분열증군에서 P3 잠재기는 Pz 채널에서 긍정적 정서 범주(평균=319.9, 표준 편차

=29.9)와 부정적 범주(평균=332.4, 표준 편차=27.2)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t= 1.36, d.f.=11, p=0.232), P4 채널에서도 긍정적 정서 범주(평균=311.5, 표준 편차=28.5)

와 부정적 범주(평균=309.6, 표준 편차=12.1)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0.26, d.f.=11, p=0.802).

정신분열증군에서 N1의 진폭은 Pz 채널에서 긍정적 정서 범주(평균= 1.29, 표준 편차

=2.22)와 부정적 범주(평균= 0.74, 표준 편차=1.96)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t= 1.22, d.f.=11, p=0.278), P4 채널에서도 긍정적 정서 범주(평균= 1.69, 표준 편차=2.13)

와 부정적 범주(평균= 1.27, 표준 편차=2.34)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

0.75, d.f.=11, p=0.486).

IV. 고 찰

정상군은 부정적 정서 범주의 자극에 의한 P3의 진폭이 Pz, P4 채널에서 긍정적인 자극

의 경우 보다 유의하게 높은데 비해 정신분열증 환자군은 정서 범주에 따라 유의한 차이

표 2. 정신분열증군과 정상비교군 사이의 정서 범주에 따른 P3 진폭의 비교

정상 비교군 정신분열증군 1-β
F p ηp

2

(n=6) (n=6) (%)

집단간(A) 0.24 0.637 0.02 7.3
긍정적 범주 6.4 (4.5) 7.3 (2.3)

Pz 집단내(B) 0.01 0.940 0.00 5.1
부정적 범주 8.3 (4.0) 5.5 (3.0)

A B 7.25 0.023 0.42 68.1

집단간(A) 0.68 0.430 0.06 11.6
긍정적 범주 7.3 (3.9) 7.7 (3.0)

P4 집단내(B) 0.18 0.677 0.02 6.8
부정적 범주 9.0 (3.5) 5.5 (3.4)

A B 10.80 0.008 0.52 84.1

통계값 이외의 값은 P3 진폭의 평균(표준 편차)이며, 단위는 μV임.
굵은 글씨는 반복 측정에 의한 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인 값임.
자유도는 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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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정서 처리 과정상 정서 범주별로 차별적 손

상이 있음을 신경생리학적으로 시사한다.

정상인에서 Pz 및 P4 채널에서 P3 진폭이 부정적 정서 범주의 경우가 긍정적 정서 범주

의 경우 보다 유의하게 더 컸으며,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oddball 패러다임을 구성한 연

구에서 즉, 고빈도의 중립적 비표적 자극으로부터 저빈도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표적 자극

을 탐지하게 한 Cacioppo그룹의 연구 결과40와 일치하였다. 그 외 oddball 패러다임을 이용

한 기존의 연구32 ,34 ,39는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자극 혹은 부정적인 자극을 서로 교대로 표적

및 비표적으로 삼는 실험 과제를 구성하였는데, 연구 결과 본 연구32 ,39와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34가 있다. P3 진폭의 크기는 비표적 자극에 의해 확립된 정서적 맥락으

로부터 표적 자극의 정서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고된다는 점35 ,44

에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중립적 정서 맥락으로부터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 자극을 탐지하는 것과 긍정적 정서 맥락으로부터 부정적 정서

자극을 탐지하는 경우(혹은 역의 경우) 정서가의 차이는 다르게 P3 진폭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부정적 정서 범주에서 더 큰 P3 진폭을 보인 본 연구 결과는 정서가에 의

한 차이라기 보다는 단지 부정적 정서 범주의 자극이 긍정적 정서 범주의 자극 보다 더 크

게 각성(phasic arousal)을 일으키기 때문 일수도 있다. 실제로 정서 범주별로 P3 진폭의 차

이를 보인 연구32 ,4 1,42에서 그 결과를 각성 정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실험 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구성한 Cacioppo그룹에서는 강한 정서 자

극에 대해서 부정적 편향(negativity bias)이 있기에 정서 자극에 의한 각성 정도가 동일할지

라도 부정적 정서 자극이 긍정적 정서 자극 보다 P3의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해석하

였다40 . 본 연구에서 자극의 정서가에 대해선 사후에 Likert식 척도로 보고하게 하였으나,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경우 짧게 제시되는 정서 자극에 대해 각성 정도까지 보고하기는 힘

들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이를 보고하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 범주에서 P3의

진폭이 더 큰 이유가 각성 정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각성 정도가 동일하나 부정적 정서

범주의 자극에 대한 부정적 편향 현상이기 때문인지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P3 진폭의 평균은 두정

부위에서 6∼10 μV로서 기존 연구 결과32 ,34 -36 ,38-42 ,44 의 범위인 3∼15 μV에 대체로 부합한

다. 한편 P3임이 입증된 채널 중 Pz, P4 채널에서만 유의한 정서 범주에 따른 차이가 관찰

되었다. 이는 첫째, 일반적으로 P3의 진폭은 두정부에서 가장 크다고 보고되며30 , 또한 표

적 정서 자극의 분류에 해당하는 과제를 수행시 우측 두정부에서 P3의 진폭이 높다고 보

고되고 있다44 . 이점에서 정서 범주에 따른 P3 진폭의 차이가 유의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로는 정서 경험 및 표현 기능이 좌반구의 기능이라기 보다는

우반구의 기능일 것이란 점6 1에서 우반구인 P4 채널에서 정서 범주에 따른 차이가 가장 잘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측두엽 부위에서의 P3 진폭의 비교를 통해 좀 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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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측두엽 부위에서의 P3를 측정하지 않은 본 연구에선 분

명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정서 범주별 P3 진폭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의

일차적인 결과는 이 지표가 정신분열증 환자군의 정서 처리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유용한

신경생리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서 범주에 따라 정신분열증 환자군과 정상비교군 사이의 P3 진폭을 비교한 결과 정상

비교군은 부정적 정서 범주의 자극에 의한 P3의 진폭이 긍정적인 경우 보다 유의하게 높

은데 비해 정신분열증 환자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최소한 일부의 정신분

열증 환자에서 정서 범주별로 차별적 손상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차별적 손상을

보고한 기존의 신경행동학적 연구 결과2-5 ,8 ,9 ,62를 신경생리적으로 지지한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인지학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즉, 정신분열증 환자들

이 부정적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철퇴 행동을 보이고, 이 회피가 반복되어 부정적

표정 정서의 파악에 손상이 오게되었다고 설명될 수 있다14 . 인지이론가의 입장에서 보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각성 정도가 큰 상황에 노출시 주의력 할당 과정에 이상기능을 보인

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6 3 ,64와 P3의 진폭이 자극의 작업 기억력이 갱신되는 과정에 할당되

는 주의력의 지표29 ,30 ,65란 점에서부터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즉, 부정적 정서 범주의 경우

각성(phasic arousal)을 더 많이 일으켰고, 이에 따라 주의력 할당 과정에 이상기능을 보이는

정신분열증 환자는 정상인에 견줄만한 정도로 주의력을 할당하지 못해 P3 진폭이 긍정적

정서 범주에 비해 커지지 못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 자극에 의해 유발

된 각성 정도를 따로 측정하지 않았기에 위의 두 입장의 설명 중 어떤 것이 더 부합하는지

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

한편, 정서 자극에 의한 P3 진폭이 피험자가 느끼는 주관적 확률의 함수란 점24 ,33 ,4 1에서

이를 해석할 수도 있다. 주관적 확률은 피험자의 현재까지의 경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현재까지의 인생 경험상 부정적 정서 상황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었다면, 실험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 범주의 자극에 대한 주관적 확률이 긍정적 정서

범주에 비해 높았을 것이고, 따라서 정상인에서 관찰되는 정서 범주별 진폭의 유의한 차이

가 정신분열증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일차 가족의 비난, 정서적 과

도 관여, 적의감 표출 등의 빈도로 지수화 되는 표출 정서(expressed emotion)가 정신분열증

재발의 주요 인자라는 점66 ,67 , 정신분열증 환자의 병전 표정 분석 결과 기쁨의 표현이 형제

에 비해 적다는 점6 8에서 정신분열증 환자는 부정적 정서 범주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개연

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서 범주별 표적 자극의 비율에 변화를 주면서 P3 진

폭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Cacioppo그룹은 강한 정서 자극에 대해서는 부정적 동기 시스템(motivational sys-

tem)이 긍정적 동기 시스템에 비해 강한 반응을 보인다고 추론하였는데40 , 만약 이들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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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옳다면,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부정적 동기 시스템에 이상기능이 있어 본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정서 자극에

의한 정서가와 각성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정서 강도의 차이를 보이는 정서 범주별 자

극을 이용하여 P3의 진폭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부정적 정서 범주에서는 표정 정서 자극에

의한 느낌을 차단하고, 정서 상황에 대한 지식으로 과제를 수행했을 수 있다. 이 경우 정서

자극에 의한 사건-관련전위는 피험자가 얼마나 자극의 정서를 깊이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

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69에서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 블록 전부를 수행한

후 정서 처리를 느낌으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확인 결과 정상인 두 명 및 정신분열

증군 두 명이 정서 상황에 대한 지식으로 과제를 수행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들

을 포함한 연구 결과와 제외한 연구 결과가 동질적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그 가능성은 좀

더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본 연구 결과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부정적 정서 범주에서 손상이 두드러진다

는 차별적 정서 처리의 손상을 신경생리학적으로 지지한다.

여기서 정서 범주별 차별적 손상이 초기의 불수의적 단계와는 구분되며, 반응의 선택이

나 실행 및 출력 과정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진 P3 진폭에 대한 분석 결과 지지되었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신분열증 환자에서의 정서 처리 손상이 정동(affect)의 수의

적 부호화 과정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기존의 Bellack의 정서 처리 손상에 대한 추

론17과 점화 기법을 이용한 연구19 및 청각 놀람 반사를 이용한 연구20 결과를 바탕으로 위

에서 요약한 정서 처리의 단계중 손상이 있다면 초기 단계 이후의 수의적 주의 과정, 부

호화 과정 혹은 출력 단계에 손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는 추론의 일부를 신경생리학적

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인지 재활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다. 부정적 정서 각성 자극에 자주 노출 시켜 단순히 습관화(habituation)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정신분열증 환자가 자신의 반응을 왜곡하지 않을 것이란 즉, 회피하지 않을 것이란

추론에서 출발한 인지 재활 전략70만으로는 최소한 각성을 유발하는 부정적 사회 상황으로

부터의 철퇴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어떤 형태이든 부정적 정서 자극의 정동적

부호화 과정에 대한 개입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정신분열증군에서 긍정적 정서 범주 보다 부정적 범주에서 epoch의 수가 유의하게

많았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P3의 진폭은 epoch

수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증가한다59고 알려져 있기에 epoch수의 차이가 P3의 진폭에 영향

을 미쳤다면, 이는 부정적 정서 범주에서의 P3 진폭이 긍정적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증가되는 방향이었을 것이기에 부정적 정서 범주에서 차별적 손상을 보인다는 본 연구 결

과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상인 및 정신분열증군 모두에서 P3의 잠재기가

정서 범주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P3의 잠재기가 과제의 복잡성 및 난이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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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라는 점7 1에서 볼 때 정상인 및 정신분열증 환자군 모두 긍정적 정서 범주 및 부정적 정

서 범주의 과제 수행에 따른 P3 진폭의 차이가 정서 자극 처리 과제의 난이도 혹은 복잡성

에 따른 차이가 아님을 시사한다. 정상인 및 정신분열증군 모두에서 N1의 진폭이 정서 범

주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는 N1이 불수의적 초기 감각 처리 단계의 지표라는 점29 ,72에서 P3

진폭의 차이가 자극의 물리적 성질의 차이나 비교적 초기 감각 단계의 차이에서 야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정신분열증군의 표본 수(n=6)가 작아 보인다는 점이다. 실

제로 관찰된 검정력(power)이 Pz 채널의 경우 68.1%로 비교적 낮은 편으로 이는 표본 수가

적은 탓이거나 혹은 본 연구 결과의 재현(replication) 가능성이 적은 탓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P4 채널의 경우 검정력이 84.1%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비록 표본 수가 작긴 하지만 비교적 용납할 정도의 재현 가능성을 보인다고 생각

한다.

두 번째 제한점으로는 정신분열증군이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저

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항정신병 약물이 시각적 자극에 의한 사건-관련 전위에 미치는

영향7 3-76에 대해서는 청각적 자극의 경우와 달리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

연구 결과7 3-76는 모두 P3 혹은 후기 양성파의 진폭에 항정신병약물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

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연구7 3는 집단간 비교 설계였으며, 다른 세 연구74-76는 집단내 비교

설계였다. 집단내 설계 연구는 20명 전후의 항정신병 약물 비투여 혹은 비노출인 환자에서

약 1개월간의 항정신병 약물 투여 후 P374 ,76 혹은 후기 양성파 전위75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집단내 설계 연구 결과74-76 P3 혹은 후기 양성파의 진폭은 항정신병 약물에 의해 유의한 변

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항정신병약물의 용량에 따른 유의한 차이74 역시 증

명하지 못했다. 이 연구 결과가 이종 오류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약물 이외의 다른

종속 변수74 ,75나 다른 독립 변수76에 의한 P3 진폭의 변화의 유의성을 검증할 정도의 검정

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종 오류일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한 연구74

에선 혈장 및 뇌척수액내의 신경전달물질 대사물과 P3 진폭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시각적 자극에 의해 유발된 P3 진폭은 뇌척수액내 MHPG 농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고, 혈장내 HVA 농도, 뇌척수액내 HVA 농도 및 5-HIAA 농도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

다. 이는 시각적 자극에 의한 P3 진폭의 변화는 기초 각성 정도(tonic arousal)에 따를 가능

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증 환자군의 경우 본인 스스로 가장 정신 맑다고

표현한 시간에 뇌파를 측정하였으며, 과제 수행시 졸렵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이점에서 항

정신병약물 투약에 따르는 기초 각성 정도의 저하가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은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또한 항정신병 약물이 정서 지각 과제8,77 ,7 8, 기분 유도 과제8

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생리적 측정치인 청각 놀람

반사20 및 근전도로 측정한 표정 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79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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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항정신병 약물에 의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

성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정서 처리 과정 손상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정보를 얻

고자, 정상인 및 정신분열증 환자를 대상으로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범주의 표정 정서 자

극에 의해 유도된 P3의 진폭을 측정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정상군에서 부정적 표정 자극에 의해 유발된 P3의 진폭은 긍정적 자극

에 의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정서 범주에 따라 정신분열증 환자군과 정상비

교군 사이의 P3 진폭을 비교한 결과 정상 비교군은 부정적 정서 범주의 자극에 의한 P3의

진폭이 긍정적인 경우 보다 유의하게 높은데 비해 정신분열증 환자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항정신병약물 투여중인, 최소한 일부의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긍정적/부정

적 정서 범주의 처리에서 정상인과 신경생리학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정신

분열증 환자는 정서 처리 과정상 정서 범주별 차별적 손상을 보인다는 기존의 신경행동학

적 보고를 뒷받침하는 신경생리학적 증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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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3 elicited by facial emotional stimuli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Suk Kyoon An

Brain Korea 21 Proj ect f or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 Kil Min)

To test whether patients with schizophrenia show differential deficits in emotional pro-
cessing or not, the author measured event-related potentials especially, P3 elicited by facial
stimuli in 6 stabilized, medicated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nd 12 healthy contrast group.
The 18 facial photographs expressed by the same 6 persons were chosen and grouped
according to the emotional valence. The neutral, positive or negative emotional set of stimuli
was composed of rare target facial photographs and frequent non-target checkerboards.
Subjects were instructed to feel and respond to the target photographs. Unfortunately the
target photographs within the neutral set did not consistently elicit neutral emotional feeling
within the healthy subjects. The amplitudes of P3 elicited by negative emotional facial
stimuli was significantly larger than that of P3 elicited by positive stimuli in healthy group.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on the amplitude of P3 revealed the significant
interaction positive/negative emotional stimuli by patients/contrast group was observed. The
author suggests that patients with schizophrenia may be neurophysilogically different to
healthy contrast group in the emotional processing. These findings support the neurobeha-
vioral findings of differential deficits according to the emotional category in the patients
with schizophrenia.

Key Words: schizophrenia, P3, facial emotional stimuli, emotional processing

25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표정 정서 자극에 의해 유발된 P3 안석균 2000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박사
	표지
	Ⅰ. 서론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2. 표정 정서 자극의 선택
	3. 과제의 구성
	4. 실험 과정
	5. 뇌파 측정 과정
	6. 자료의 환원 및 P3의 확인
	7. 통계 분석

	Ⅲ. 결과
	1. P3의 입증
	2. 정상인에서 정서 범주에 따른 P3 진폭의 크기 비교
	3. 정서 범주에 따른 P3 진폭 양상에 있어 정상인과 정신분열증 환자와의 비교

	Ⅳ. 고찰
	Ⅴ. 결론
	Reference
	참고문헌
	영문요약

	LIST
	그림차례
	그림 1. 선택된 표정 정서 자극의 예
	그림 2. 각 정서 범주에서 채널별, 표적-비표적별 P3 진폭의 비교
	그림 3. 정서 범주별 P3 진폭의 비교
	그림 4. 정서 범주에 따른 P3 진폭양상에 있어 정상인과 정신분열증 환자와의 비교

	표차례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임상 변인
	표 2. 정신분열증군과 정상비교군 사이의 정서 범주에 따른 P3진폭의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