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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후각재인과제를 통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후각기억의 특성 

 

 

내 용 

 

  정신분열병 환자의 기억기능에 대한 연구에서 후각을 

이용하는 것은 시상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후각기억의 

특성을 고찰하고 언어기억, 시각기억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43명의 정신분열병 환자군과 30명의 정상대조군을 대상으로 

언어기억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낯선 향을 이용한 

후각재인과제를 실시하였으며, 언어기억과 시각기억의 비교를 

위하여 한국판 언어기억검사, 한국판 시각기억검사를 

실시하였다.   

  정신분열병 환자군은 정상대조군 보다 후각재인과제, 한국판 

언어기억검사, 한국판 시각기억검사의 수행이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었다.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후각재인과제의 

표준화 점수는 다른 과제에 비하여 저하된 정도가 유의하게 

작았다.  

  정신분열병 환자들에서 의미처리 과정이 필요없는 후각기억은 

시각기억, 언어기억 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보존되어 있었다.  

----------------------------------------------

핵심되는 말 : 정신분열병, 후각기억, 낯선 향, 의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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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각재인과제를 통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후각기억의 특성 

 

<지도교수 김 재 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태 영  

 

 

Ⅰ. 서론 

 

  정신분열병 환자들에서 후각인지에 결함이 관찰된다는 많은 보고가 있

다.
1-3

 또한 이러한 후각인지의 결함이 음성증상 및 질병의 경과와 관련이 

있고,
4,5

 가족력이 있으며,
6
 질병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등

7
 정신분

열병과 후각기능과의 관련성이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후각기능은 다른 감각기관의 기능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로 

후각신경은 비강(nasal cavity)을 통하여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
8
 따라서 다

른 감각신경에 비하여 비교적 손쉽게 신경계와 대뇌기능에 대한 연구의 기

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신분열병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를 제공

해 줄 수 있다.
9
 둘째로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신경계는 시상을 거쳐 감각정

보를 전달하지만, 후각신경계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다. 눈을 통해 들

어온 시각정보들은 시상의 외측슬상체(lateral geniculate body)를 거쳐 시

각중추에 도달하며,
10

 귀를 통해 들어온 청각정보들은 시상의 내측슬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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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l geniculate body)를 거쳐 청각중추에 도달한다.
11

 반면 후각구

(olfactory bulb)를 통해 전해진 후각정보들은 시상을 거치지 않고 일차후각

피질 (primary olfactory cortex)에 도달한 뒤 시상을 우회하여 해마

(hippocampus)나 뇌섬(insula) 또는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에 

도달하기도 한다.
12

 시상(thalamus)은 다양한 감각정보를 각 계통의 대뇌피

질로 연결해주는 정거장(relay station)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불필요한 신호

를 제거하는 통로제어(gate control)의 역할을 한다.
13

 하지만 많은 정신분열

병 환자들에게서 시상의 결함이 관찰된다.
14-17

 때문에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기억기능에 대한 연구에서 후각을 이용하는 것은 시상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후각기억을 연구하는 데 있어 몇 가지의 어

려움이 있다. 첫째로 많은 정신분열병 환자들에서 말초후각신경계의 결함이 

관찰된다. 정신분열병 환자들에서 후각 상피의 신경 발생과 분화에서 비정상

소견이 있으며,
24

 후구의 크기가 줄어들어있고,
25 

후각신경로(olfactory tract)

이 지나가는 후각고랑(olfactory sulcus)의 깊이가 얕거나 없어져있고,
26 

후

비강(posterior nasal cavity)의 용적이 줄어들어있다
27

는 보고들이 있다. 이

러한 소견은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말초 후각체계의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하

며 처음 후각자극을 접할 때부터 잘못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시

사한다. 둘째로 언어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한 후각기억을 연구하기 어렵다. 

후각정보는 향의 성격, 역치, 강도, 쾌/불쾌 등의 여러 요소가 있다.
18

 그러나 

후각정보의 학습 시, 향이 가지는 고유의 감각적 요소를 기억하는 대신 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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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나 연상되는 특정 대상을 기억하는 등 의미처리과정(semantic 

processing)이 발생할 수 있다.
19.

 과거 후각관련 연구에서, 언어성 과제 수

행 시 후각자극의 간섭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20

 후각과제 수행 시, 향을 

언어화할 수 있지의 여부에 따라 대뇌 활성화 부위가 다르다는 보고가 있

다.
21

 이는 후각정보처리와 언어성정보의 처리 과정이 다르고, 또 두 기전이 

서로 간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향을 기억할 때 언어화 과정이 개

입되면 정보가 음운 고리(phonological loop) 안에 저장되며 보다 장기기억

으로 보존되게 된다.
22

 반면 단순 후각정보들은 일차후각피질에 저장된다.
23

 

따라서 의미처리 과정이 개입에 따라 기억기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셋째로 다른 감각계통과 달리 후

각감각은 정보 인출(retrival)의 어려움이 있다. 청각정보나 시각정보들은 단

어나 그림을 말하거나 그리는 방식으로 회상(recall), 재인(recognition)을 통

하여 비교적 손쉽게 인출이 가능하다.
28,29

 그러나 후각정보들은 새롭게 접한 

향을 기억하더라도 그것과 연결되는 특정 이름 혹은 대상이 없다면, 향수제

조자가 자신이 기억한 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정보 인

출의 어려움이 있다. 

과거의 여러 연구는 후각 말초신경의 결함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수행하였거나, 주로 생활에서 익숙한 향을 제공하는 

도구 등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이렇게 구분해낸 향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30,31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말초후각신경의 결함으로 애당초 

향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환자인지 또는 인지한 향을 부호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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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것인지 판별하기 어렵다. 또한, 친숙한 향을 

이용한 연구는 후각 자극을 인지할 때 기존에 알고 있는 향에 대한 정보, 

언어기억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후각처리 과정과 의미처리 과정을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자가 보이는 후각기능의 결함이 후각기능 자체의 결함인지 

또는 언어성 기억의 결함을 의미하는지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후각정보는 시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마로 전달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정신분열병 환자의 기억기능에 대한 연구에서 후각을 이용하는 것은 

시상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언어기억의 영향을 최소화한 후각재인과제를 통하여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후각기억의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이렇게 평가된 후각기억의 특성이 

언어기억, 시각기억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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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0년 5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 국립나주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 

중인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

으로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신분열병의 진단은 DSM-IV 진단기

준에 따라 의무기록지 검토와 정신과 전문의와의 임상면담을 통하여 확인하

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단일 종류의 항정신병 약물을 최소 1년 이상 규

칙적으로 복용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정신분열병 환자들로 하였다. 배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지기능 및 후각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2) 신경과적 질환이 동반된 경우 3) 니코틴을 제외한 

물질 남용 혹은 의존이 동반된 경우 4) 정신지체 5) Beck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10점 이상. 정상대조군은 실험군과 인구통계학적 변

인을 맞추고, 정신과 치료의 과거력이 없고, 4촌 이내의 친척 중에 정신분열

병의 병력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모집하였다.  

상기 기준에 의거 198명의 정신분열병 환자와 30명의 정상대조군을 모집

하였다. 대상군의 선별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전체 대상군 중 기본적인 향을 

인식하는데 결함이 있는 경우를 배재하기 위하여 후각기능검사에 널리 쓰이

고 있는 UPSIT(University of Pennsylvania Smell Identification Test)
30

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Le Nez du Vin Aroma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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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
32

 중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친숙한 향인 딸기, 바나나, 레몬, 

후추, 파인애플의 5가지 향을 이용하여 선별 검사(familiar odor task)를 시

행하였다. 선별검사는 대상군에 무작위적으로 향을 제시하여 냄새를 맡게 하

였고, 5가지 향의 이름이 적힌 질문지에서 방금 냄새 맡은 향이 어느 것인지 

매칭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무작위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기 검사

를 2번 실시하여 한 번의 오류도 없이 모두 맞춘 대상을 선별하였다. 정신분

열병 환자 43명과 정상대조군 30명이 선별검사를 오류 없이 완수하였다.  

 
그림 1. 대상군의 선별과정  

 
*
 : Korean 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  :  
Korean Complex F igu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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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기억기능 평가도구 

 

(1) 후각재인과제 (Olfactory Recognition Task; ORT) 

  본 연구에 참여한 정상대조군 30명을 대상으로 Le Nez du Vin Aroma 

Master Kit와 Le Nez du Vin Wine Fault Kit의 총 66가지 향을 가지고 목

표향(target odor)을 선별하였다. 목표향은 대상군에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

은 상태에서 향들을 제시하고 냄새 맡게 한 후 향의 이름이나 특정한 대상

이 연상되는 향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선별하였다. 선별된 목표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프룬, 호두, 바이올렛, 피망, 소나무, 양배추꽃, 젖은 흙, 블랙커

런트, 블랙베리, 산사나무, 보리수, 효모, 삼나무, 타임, 송로버섯. 목표향과 

같은 방식으로 15개의 향을 더 선별하여 비목표향(non-target odor)으로 하

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건초, 블랙커런트싹, 정향나무, 빌베리, 레드커런

트, 무스캇포도, 코르크, 말, 비누, 사향, 사프란, 감초, 아카시아, 구운 아몬

드, 회양목. 

후각재인과제의 평가는 소음이 들리지 않는 조용하고 통풍이 잘되는 방에

서 진행하였으며 시각의 간섭을 피하고자 평가자가 환자의 대각선 뒤에 앉

아서 코앞으로 향을 직접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후각재인과제의 수

행방식의 예시는 그림 2와 같다. 대상군에 목표향을 제시한 후 냄새 맡고 향

의 특성을 기억하게 한다. 30초 후 처음 기억하게 한 목표향과 임의의 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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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향 3가지를 포함한, 총 4가지의 향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15초 간격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대상자로 하여금 4가지 제시된 향을 냄새 맡게 하고 임의

의 순번에 있는 목표향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과제를 진행하였고 이를 1세트

로 하였다. 후각재인과제는 목표향의 개수만큼 총 15세트를 반복하여 1세트

에서 목표향을 찾았으면 1점 그렇지 못한 경우를 0점으로 하여 0점에서 15

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그림 2. 후각재인과제의 수행과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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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글판 청각 언어 기억검사 (Korean 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K-AVLT)
33

 

  언어성 기억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K-AVLT를 사용하였다. 

K-AVLT는 Andre Rey가 개발한 Auditory Verbal Learning Test를 김홍

근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이다. K-AVLT는 15개의 단어를 시하

고 즉시회상(immediate recall)하는 과정을 5번 반복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평가하는 과제와 20분 이후에 학습한 단어를 회상하게 하는 지연회

상(delayed recall) 그리고 추가한 15개의 단어와 함께 30개의 단어를 제시

하여 처음 학습한 15개의 단어를 찾아내는 지연재인(delayed recognition) 

과제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제를 이용하여 학습기울기, 기억유지, 인출효

율성 등의 척도를 산출하여 기억기능을 평가한다. 각 척도는 나이별로 표준

화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후각재인과제와의 비교를 위하여 나이를 보정

하지 않은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3) 한글판 시각 기억검사 (Korean Complex Figure Test; K-CFT)
33 

  K-CFT는 시공간구성능력과 시각기억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제시된 

Rey complex figure를 보고 그리게 한 뒤(copy) 그림을 보여주지 않은 상

태로 즉시회상을 실시하여 그리게 하고 20분 뒤 다시 기억했던 그림을 지연

회상하여 그리게 한다. 평가는 대상자가 그린 그림의 구성요소를 계산하여 

산출한다. 각 시행에서 원점수는 0~36점 사이이다. 각 척도는 나이별로 표

준화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후각재인과제와의 비교를 위하여 나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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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은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2) 연구절차  

 

  의무기록지 검토와 이학적 검사, 임상면담을 통하여 모든 대상자의 인구학

적 정보, 약물치료력 등의 임상정보를 수집하고, 양성 및 음성증후군 척도와 

Beck의 우울척도로 임상증상을 평가하였다. 대상군의 후각기억을 측정하기 

위하여 후각재인 과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후각재인과제를 통하여 측정한 

후각기억과 언어성 기억, 시각성 기억을 비교하기 위하여 Rey-Kim 기억검

사에서 K-AVLT, K-CFT의 즉시기억 과제를 실시하였다. 언어성 기억은 

K-AVLT 즉시기억 과제를 5회 반복 측정한 원점수의 평균으로 측정하였으

며, 시각성 기억은 K-CFT 즉시기억 과제의 원점수로 측정하였다.  

 

3. 통계 방법 

 

대상군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임상척도의 측정값은 평균±표준편차로 표

시하였다. 후각재인과제의 원점수와 K-AVLT, K-CFT의 즉시기억 과제의 

원점수의 평균이 집단별로 유의하게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과제별로 독립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기억검사의 집단 간 평균차이를 표준적인 양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효과크기 지수인 Cohen의 d를 산출하였다. 표준화된 집단 

간 효과크기가 각 기억검사별로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각 기억검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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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표준화된 점수로 변환한 후, 집단과 검사종류를 독립변인으로 한 이원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후각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정도가 변

화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후각재인과제 수행 시 표적향이 제시된 위치

(즉, 시간차이)에 따른 정답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각 집단과 표적 향의 위치

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하여 표적 향의 위치에 따라 집

단과 위치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후각재인 과제 

수행 시 후각세포의 적응 또는 피로도에 따라 정답율이 달라지는지를 검증

하기 위하여 과제의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 각 5개 세트의 정답율을 가

지고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하여 과제 수행의 경과에 따라 집단과 수행정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정신분열병 환자군의 후각재

인 과제의 수행 정도와 상관이 있는 변수를 검증하기 위하여 환자군의 인구

학적, 임상적 척도를 놓고 피어슨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v.15.0을 이용하였고, 통계적인 유의도는 p<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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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결과 

 

1. 대상군의 인구통계학적, 임상적 특성  

 

  대상군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1과 같다.  

      표 1 : 대상군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Schizophrenia 

(n=43) 

Normal Control 

(n=30) 

Sex (male:female) 31:12 19:11 

Age (years) 38.74±8.19 40.77±7.30 

Education (years) 12.07±2.23 13.47±1.96 

Smoking (smoker : non-smoker) 23 : 20 16 : 14 

 

환자군의 정신분열병 아형은 편집형 21명 미분화형 20명 와해형 2명이었

으며, 평균 발병연령은 24.51±6.17세, 평균 유병기간은 13.58±7.17년이었

다. 환자군의 양성 및 음성증상 척도에서 양성척도는 평균 14.35±3.81, 음

성척도는 평균 16.60±6.85, 일반정신병리 평균 37.09±6.94, 전체 평균 

67.98±12.27이었으며 Beck의 우울척도에서 5.6±1.2 였다. 환자군이 복용

하고 있는 항정신병 약물은 haloperidol 2명, chlorpromazine 1명, 

risperidone 21명, paliperidone 1명, quetiapine 3명, olanzapine 6명, 

ariprazole 2명, amisulpride 1명, ziprasidone 3명, zotepine 3명이었으며, 

chlorpromazine 등가용량으로 평균 562.16±278.22mg을 복용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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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군의 후각재인과제, K-AVLT, K-CFT의 비교  

 

집단별로 과제에 대한 독립 t-검정을 수행한 결과가 표 2 에 제시되어 

있다.  

표2. 대상군의 후각재인과제, K-AVLT , K-CFT의 수행결과 및 효과크기 

 Group Mean±S.D. t p-value 
Cohen's d 

(effect size) 

Schizophrenia 

(n=43) 
10.95±2.71 

ORT 

 
Normal Control 

(n=30) 
13.37±1.45 

4.451 .000 1.061 

Schizophrenia 

(n=43) 
35.35±11.66 

K-AVLT 
Normal Control 

(n=30) 
53.27±7.56 

7.395 .000 1.759 

Schizophrenia 

(n=43) 
13.26±7.68 

K-CFT 
Normal Control 

 (n=30) 
28.17±2.82 

10.156 .000 2.417 

 S.D. : Standard Deviation, ORT : Olfactory Recognition Task,  

 K-AVLT : Korean 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K-CFT : Korean Complex Figure Test 

 

 

집단별로 청각기억점수의 평균이 다른지 검증한 결과, 정신분열병집단의 

청각기억 평균점수 35.35±11.66가 정상집단의 청각기억 평균점수 

53.27±7.56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71)=7.395, p<.001). 

시각기억 평균점수에 대하여, 정신분열병집단의 시각기억 평균점수 

13.26±7.68이 정상집단의 시각기억 평균점수 28.17±2.82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71)=10.156, p<.001). 후각기억 평균점수는 

정신분열병집단의 후각기억 평균점수 10.93±2.85이 정상집단의 후각기억 

평균점수 13.37±1.45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t(61)=4.451, p<.001).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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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점수에 대해 표준적인 집단 간 평균차이지수인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시각기억점수의 효과크기가 2.417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청각기억점수의 

효과크기는 1.759로 시각기억점수의 효과크기보다 약간 낮았으며, 

후각기억점수의 효과크기는 1.061로 시각기억과 청각기억의 효과크기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  

  세 가지 검사의 효과크기가 유의하게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원점수를 

표준화된 점수로 변환한 후 집단과 검사종류를 독립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집단과 검사종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142)=10.926, p<.001). 즉, 집단 간 표준화한 

평균차이가 검사종류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후각기억의 표준화한 평균차이가 청각과 시각기억의 표준화된 

평균차이보다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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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상군의 후각재인과제, K-AVLT , K-CFT 수행의 표준화 점수 

 
 ORT : Olfactory Recognition Test, K-AVLT : Korean 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K-CFT : Korean Complex Figure Test 

 

 

3. 대상군 간 후각재인과제의 인구학적, 임상적 변인의 비교 및 상관분석 

 

성별에 따른 후각기억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t(61)=0.893, p>.1), 흡연 여부에 따른 

후각기억의 차이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t(50.456)=0.270, p>.1). 환자군의 

후각재인과 상관이 있는 변인을 알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임상척도 변수 등을 놓고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환자군의 후각 

재인의 원점수는 음성척도(r=-0.486, p=0.001) 및 양성 및 음성 증후군 

척도의 총점(r=-0.335, p=0.28)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외의 

변수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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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각재인과제의 재시 순서 및 시간에 따른 정답율 비교 

 

시간에 따른 후각기억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4가지 보기로 구성된 

15개의 후각재인과제에서 표적향이 제시된 위치에 따라 정답률이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대상군 별로 표적향이 제시된 위치에 따른 정답률을 

산출하였다. 표적향이 n 번째로 제시된 경우의 정답율은 표적향이 n 번째로 

제시되었을 때 정답을 맞힌 문항 수를 표적향이 n 번째로 제시된 전체 문항 

수로 나눈 값으로 하였으며 이는 표3과 같다. 

 

     표 3. 후각재인과제에서 과제 내 표적향 위치에 따른 정답률 

Location of Target Odor
*
 

 

1st 2nd 3rd 4th 

Schizophrenia        

(N=43) 
0.65±0.29 0.76±0.21 0.78±0.26 0.71±0.30 

Normal Control   

(N=30) 

0.88±0.15 0.87±0.18 0.93±0.13 0.89±0.20 

Total                

(N=73) 
0.74±0.27 0.81±0.21 0.84±0.23 0.78±0.27 

       *
 : value is Mean±Standad deviation 

 

 

집단과 표적향의 위치에 따라 평균정답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변량분석결과, 집단에 따라 

평균정답률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F(1,71)=19.689, p<.001), 

집단과 표적향 위치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F(3,213)=1.223, 

p>.1), 표적향의 위치에 따라 평균정답은 유의하게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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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F(3,213)=2.495, p>.05). 

15개의 후각재인과제의 순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1-5번 후각재인과에 

대한 정답개수와 6-10번 후각재인과제에 대한 정답개수, 11-15번 

후각재인과제에 대한 정답개수가 유의하게 다른지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와 같다. 

 
            표 4. 후각재인과제의 과제 순서에 따른 정답율

*
 

Turns of Olfactory Recognition Task 

 

1-5th 6-10th 11-15th 

Schizophrenia 

(N=43) 

3.56±1.12 3.79±1.06 3.53±1.28 

Normal Control 

(N=30) 

4.3±0.79 4.70±0.47 4.23±0.94 

Total  

(N=73) 

3.86±1.06 4.16±0.97 3.82±1.19 

                    *
 : value is Mean±Standad deviation 

 

 

정상집단의 평균정답개수는 1-5번 후각재인과에 대해서 4.30±0.79, 

6-10번 후각재인과제에 대해서 4.70±0.47, 11-15번 후각재인과제에 대해서 

4.23±0.94였다. 정신분열병 집단의 평균정답개수는 1-5번 후각재인과제에 

대해서 3.56±1.12, 6-10번 후각재인과제에 대해서 3.79±1.06, 11-15번 

후각재인과제에 대해서 3.53±1.28였다. 집단과 질문제시순서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F(2,142)=.380, p>.5), 질문 제시순서에 따라 

평균 정답개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F(2,142)=4,756,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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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ferroni 교정을 이용한 쌍 비교결과, 6-10번 후각재인과제에 대한 평균 

정답개수가 1-5번 후각재인과과 11-15번 후각재인과에 대한 평균 

정답개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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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고찰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낯선 향을 이용한 

후각재인과제를 통하여 언어 기억이 관여하는 것을 통제한 뒤 청각, 

시각기억과 비교하여 후각기억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서 냄새 식별(smell identification)에 결함이 있다는 

많은 보고가 있었다.
34-37

 이러한 연구에 UPSIT가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 검사는 40개의 미세캡슐에 넣은 냄새(microencapsulated 

odorants)들이 4페이지 분량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연필 등으로 

긁은 다음 냄새를 맡는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대상군은 향의 이름이 

적힌 4개의 보기 중에서 냄새 맡은 향의 이름을 1개 고르게 되어 있으며, 

총 40점의 척도로 되어 있다. UPSIT를 이용한 과거 연구들에서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18.6±7.8점에서 34.6±5.0점 정도의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대부분 정상대조군과 비교하면 수행능력이 저조하였다.
38-40

 본 연구는 

선별검사를 통하여 5점 척도로 모든 문항을 2회에 걸쳐 문항을 다 맞춘 

대상자에 한하여 연구에 참여를 시켰다. 이때 선별검사에서 전체 정신분열병 

환자 198명 중 78% 정도인 155명의 환자가 냄새 식별에 정상에 비하여 

결함을 나타냈다. 이러한 비율은 UPSIT 등을 이용한 연구들과 비교하여 

연구도구 등의 방법상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상당수의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냄새 식별에 결함이 있다는 보고들과 일치한다.
 34-37

  

따라서 이러한 환자군을 선별하지 않고 후각기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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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자칫 기억기능과 감각기능을 혼동한 결과를 보여줄 우려가 있다.  

이렇게 환자군에서 향을 식별하는 기능의 결함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는 

후각 신경계의 결함, 장기간의 항정신병 약물의 항콜린성 효과에 의하여 

후각 점막이 건조해져 후각의 민감도가 변화되었을 가능성.
41

 그리고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환자들에 

비하여 다양한 향에 노출되는 빈도가 낮았을 가능성, 마지막으로 냄새 맡은 

향에 대한 감각적 특성을 자신이 경험했던 향의 이름과 연결하는 능력의 

결함 등이 있을 것이다.  

선별검사를 통하여 향의 식별에 결함이 없었던 43명의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후각재인과제를 수행하였으나 환자군의 과제수행 평균은 

정상대조군과 비교하면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은 말초 

후각신경계의 결함이나 의미처리 과정의 결함이 없는 환자에게서도 

후각기억이 저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후각구를 통해 들어온 후각정보들은 

후각 내피질(Entorhinal cortex), 이상피질(Piriform cortex) 등의 일차  

후각피질에 저장이 된다.
42

 Turetsky 등은 후각 주위피질(Perihinal 

cortex)의 용적축소가 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서 관찰되며 이러한 

용적축소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측두엽 용적의 

축소와는 독립적이라고 하였다.
43

 또한 후각구에서 들어온 정보를 해마와 

관련된 피질 영역으로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후각피질에서 

용적축소가 관찰되며
44-46

 이것은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초발 

정신분열병 환자에게서도 관찰되었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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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서 관찰되는 

후각기억의 결함은 말초신경계의 결함이나 다른 인지기능의 결함 혹은 

약물의 영향과는 독립적인 정신분열병의 병태생리의 특징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정신분열병 초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를 수행한 결과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언어기억, 시각기억이 저하되어 있었으며
48

, 

초발 이후 2-5년간 언어기억의 점진적인 악화가 일어났고
49

, 유병 기간과 

상관없이 시각기억과 언어기억의 저하가 관찰 되었으며
50

,  향정신병약물의 

투입 이후 언어성 기억이 더 저하되거나
51

, 노인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정신분열병이 없는 노인 환자보다 지연회상에서 더 큰 결함이 보인다는
52

 등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언어기억 및 시각기억의 결함이 관찰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정상대조군보다 K-CFT, 

K-AVLT의 즉시기억의 평균이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집단 간의 

평균차이를 표준적인 양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효과크기지수인 Cohen의 d를 

산출한 결과,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는 후각재인과제에 비하여 K-CFT, 

K-AVLT의 즉시기억의 효과크기가 유의하게 작았지만, 정상대조군에서는 

더 크게 나타났다.  

 원시적 단계(primitive level)에서 후각적 경험은 쾌/불쾌와 친숙함의 정보만 

받아들인다. 다음 상위단계에서는 향에 대한 묘사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며 

(예, 톡 쏘는, 묵직한) 이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지식을 표현하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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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생일날 먹었던 음식 맛) 아직 향의 이름과 연결짓지는 못하며, 마지막 

최상위 단계에서는 향의 이름을 객관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게 된다.
53

 

이러한 면은 후각기억이 절차기억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의미기억의 

영향을 받으며 정교화되고 공고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작업기억의 

핵심요소로 음운 루프와 시-공간 스케치판(visuo-spatial sketch pad) 등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각, 청각 정보보다 후각정보들은 

기억의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
54,55

 본 연구에서 정상대조군의 K-AVLT, 

K-CFT의 즉시기억의 효과크기가 후각재인과제의 효과크기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요인의 작용일 수 있다. 하지만 정신분열병 환자군은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정신분열병 환자의 

후각식별기능과 언어기억 간에 관련이 있으며 후각식별의 결함과 

언어기억의 결함이 비례한다는 기존 보고들과 상반된다.
56.57

 

그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이 있다. 첫째로 기존의 UPSIT를 이용한 

후각식별검사들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향을 

이용한 검사이기 때문에 향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언어기억과 연결하는 작업이 연계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통한 

후각기능검사는 후각 자체의 특성에 더하여 상당 부분 의미처리 과정에 

대한 기능을 반영하게 되므로 언어기억의 결함과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후각재인검사의 목표향 선별 시 특정한 대상이 

연상되는 향은 제외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기에 UPSIT 등을 이용한 

후각기능에 대한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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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기억을 이용하는 후각식별과 달리 낯선향을 이용한 후각기억은 다른 

인지기능과는 다른 기전을 가졌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둘째로 언어성 

기억은 주로 대뇌 좌측두엽에 영향을 받게 된다.
58

 때문에 편측 콧구멍에서 

실시한 후각식별기능검사의 결과에 차이가 나고 왼쪽의 경우가 후각식별의 

장애를 더 크게 나타낸다.
59

 반면 본 연구에서는 좌우 구분 없이 실시 

하였기 때문에 좌측두엽의 결함 때문인 후각인지의 장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상쇄되었을 수 있다. 셋째로 의미처리 과정이 배제된 향은 

친숙함, 먹음직스러움(edibility), 쾌/불쾌, 강도 같은 요소들에 의존하여 

식별하게 되며
3
 이러한 요인들은 삽화기억의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삽화기억은 해마의 결함이 있을 때에도 서술기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잘 보존되는 특성이 있다.
60

 따라서 낯선향을 이용한 후각재인검사시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청각, 시각기능 보다 후각기능이 잘 보존되어 있을 

수 있다. 넷째로, 후각 신경계는 다른 감각 신경계와 비교하여 

계통발생학적으로 초기에 생성이 된다.
61 

또한 대부분의 원시적 생명체에서 

시각, 청각감각보다 후각감각이 가장 잘 발달되어있다.
62

 이러한 발생학적 

특징은 정신분열병 환자들에서 사춘기 이후 고위인지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 점차로 퇴보(deterioration)하는 과정에서 후각 신경계의 퇴보가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제시한다.
63,64 

다섯째로 후각신경계는 

시상을 우회하여 해마 또는 기타 대뇌피질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해부학적 특징은 후각정보가 시상의 결함 때문에 왜곡과 변질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시각, 청각 정보들은 의미기억의 영향으로 부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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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공고화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시상의 결함 때문에 애초에 

왜곡된 정보가 부호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왜곡된 시각, 청각 

정보들을 의미기억과 연관시키는데 더 큰 어려움을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로 후각기억에서 편도체는 쾌/불쾌를 좌우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한다.
65

 정신분열병 환자들에서 불쾌한 향을 처리하는 속도가 증가하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66

 이러한 점은 의미처리 과정이 통제된 낯선향을 이용한 

후각재인과제에서 정신분열병 환자군은 쾌/불쾌의 감각을 이용하여 향을 

구분해내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후각재인과제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후각재인과제의 수행 정도와 양성 및 

음성 증후군 척도의 음성증상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UPSIT를 이용한 후각식별검사에서 정신분열병 환자의 

음성증상이 후각식별의 결함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4,67

 

이러한 점은 의미기억의 결함을 배제한 후각기억의 결함이 정신분열병의 

음성증상과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일차 후각피질의 결함과 

정신분열병의 음성증상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한다.  

본 연구에서 낯선 향 과제 수행 동안 한 과제 내에서 표적향이 제시된 

순서와 정답률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단기 기억은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소멸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대상군은 한 과제 내에서 표적 향 제시 후 30초 후에 처음 기억했던 향을 

재인해 내는 것과 75초 후에 재인해 내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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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은 낯선 향에 대한 기억 이후 적어도 75초 동안 기억의 소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후각재인과제에서 과제의 제시 순서에 따라서 정답율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6-10번 과제의 정답률이 1-5번 과제 그리고 11-15번 

과제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한 과제에서 표적향의 위치에 따른 정답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 과제에서 과제의 제시순서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통상적으로 한 과제의 수행에는 75초가 소요되며 전체 

과제의 수행에는 25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전체 과제 수행에 

지속 주의력(continuous attention)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ADHD와 달리 지속주의력 과제 수행 시 초기에 낮은 수행능력을 

보이지만 점차로 익숙해지면서 수행능력이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
68,69

 

이러한 이유로 낯선 환경과 과제의 수행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때문에 

초래되는 불안 때문에 생기는 수행불안 때문으로 해석하며 이는 여러 번의 

반복 덕분에 향상될 수 있다.
70

 하지만 25분간의 지속 주의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거나 후각의 피로 때문에 반대로 후반부 과제에서 

정답률이 낮게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71

 그러나 통계적으로 질문제시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이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후각재인과제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각 과제에 측정은 환산점수를 이용하지 않고 원점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후각재인과제가 다른 과제에 비하여 어려워 상대적으로 두 군을 분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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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 격차가 작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K-CFT, K-AVLT, 낯선 향 과제 모두 재인검사를 수행하지 않아서 

감각기관별로 단기기억이 장기기억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시간에 따른 

특성을 비교할 수 없었다. 또한 낯선 향 과제의 수행에서 한 표적당 75초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후각기억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측정하기에 

시간이 짧았다. 세 번째로 대상군의 숫자가 많지 않아 환자가 복용하는 

항정신분열병 약물의 차이에 따라 후각기능이 영향을 받는지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고찰하지 못하였다. 네 번째로 왼쪽 콧구멍을 이용한 

후각검사가 후각기능의 결함을 더 정확히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하여 

실시하지 못하였다. 추후 후속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가진 후각기억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정신분열병 환자군은 정상대조군보다 후각기억이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었으나 시각기억, 언어기억과 비교해볼 때 저하된 정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작았다. 이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고위인지기능의 결함 및 

시상의 결함의 영향을 적게 받는 후각신경계의 특성상 기능이 더 잘 

보존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낯선향을 이용한 후각기능에 

관한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병태생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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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Olfactory Memory using Olfactory 

Recognition Task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Tae-Young,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ae-Jin, Kim) 

 

The olfactory sense has a significant role in studies on 

the memory functions of patients with schizophrenia 

because the interference or influence of the thalamus 

can be minimized. An olfactory recognition task using 

unfamiliar odors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verbal 

memory was carried out on 43 schizophrenic patients 

and 30 controls. Korean-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K-AVLT) and Korean-Complex Figure Test (K-CFT) 

were carried out to compare verbal and visual memory.  

The schizophrenic patients showed notable deterioration 

in the ability to fulfill the olfactory task, K-AVLT, and 

the K-CFT compared to the controls. The standardized 

scores for the olfactory recognition task for 

schizophrenic patients showed less decline than the other 

tasks. For patients with schizophrenia, olfactory memory, 
which does not need semantic processing, is relatively 

well-preserved compared to verbal memory and visual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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