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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감정 자극이 양극성 장애 조증 환자의  

시간 지각에 미치는 영향 

 

 배경: 시간지각은 신체 내 조율기에 의해 유지된다고 

추정되고 외부 자극에 대한 주의력의 변화, 각성도, 감정 상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극성 장애 

조증  상태의 환자는 수면-각성의 일주기 리듬 변화와 말과 

사고, 행동의 처리 속도도 빠른 속도로 증가되어 있는바 이는 

생체 내 리듬 이상으로 인한 시간지각 이상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극성 조증 환자에서 감정 자극을 

이용한 시간 추정과 생성 과제를 통해 양극성 환자의 시간 

지각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에 입원한 22 명의 양극성장애의  

조증 삽화기에 있는 환자와 24 명의 정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시간 추정 및 생성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시간 과제의 감정자극은 감정가 (긍정, 부정), 각성도 

(높은 각성, 낮은 각성) 에 따른 표준화된 사진을 이용하였다. 

각 정서 자극은 각각 2,4,6 초의 시간에 따라 세 번씩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피험자의 시간 추정과 시간 생성을 

측정하였다. 결과의 분석은 T 교정값=(T 측정값-T 제시값)/T 제시값 의 

공식을 통해 산출한 시간 교정값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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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여 시간 추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감정가, 각성도, 시간의 주효과 및 각성도와 군간의 

교호 작용, 시간과 군간의 교호 작용, 각성도와 시간과의 교호 

작용, 감정가와 각성도의 교호 작용, 감정가와 시간과의 교호 

작용이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각 군별로 나눠 분석했을 때 

정상군에서는 높은 각성 시에 부정 자극을 과대 추정하고 

긍정 자극을 과소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환자군에서는 

높은 각성 시에 긍정 자극을 과소 추정하는 양상이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시간 생성 결과는 감정가, 시간에 따른 

주효과 및 감정가와 시간의 교호 작용, 감정가와 각성도의 

교호 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임상 증상이 

심각할수록 시간을 과대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정상 대조군에서는 높은 각성 시 긍정 

자극에 대해 과소 추정 양상이 나타났으나 환자군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환자군의 경우, 정상 

대조군에 비해 정서의 영향을 쉽게 받아 긍정 정서에 대한 

반응 억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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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되는 말 : 양극성 장애, 시간 지각, 각성도, 감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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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자극이 양극성장애 조증 환자의  

시간 지각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조현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국 소 담 

 

Ⅰ. 서론 

 

시간은 정보처리 과정의 필요 요소로서 시간을 

지각(perception)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 대한 판단과 의사결정에 

있어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간지각은 

시간생물학(chronobiology)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종(species)과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1 예를 들어, 응급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부 시계는 빨리 돌아가면서 생존 활동의 준비를 

신속히 하게 되고 원래 시간보다 길게 인식하게 된다.2 시간 지각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몇몇 개념들이 있는데 시간추정 (time 

estimation), 시간생성 (time production), 과대추정 

(overestimation), 과소추정 (underestimation) 등이 있다. 

시간추정이란 일정 기간의 시간이 제시될 때 피험자가 스스로 

측정한 시간을 ‘30분, 3초’ 등으로 명명하여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고, 

시간 생성은 특정 시간을 자신이 창출해내도록 하여 피험자가 특정 



 

４ 

 

시간의 시작과 끝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간 추정 시, 과대 

추정은 실험자가 주어진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기술하는 것이고, 

과소 추정은 주어진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을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3,4  

인간은 시간을 지각할 때 시간을 측정하는 특정한 메커니즘을 

사용하는데,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동 

조율기(pacemaker)에 따른 생체 시계가 작용한다는 인지 모델이 

알려져 있다.5 즉 개개인은 특정한 시간 단위 (time unit)로 

이루어진 생물 시계를 통해 시간을 지각하는데 이는 감정 상태에 

따른 직간접적인 주의력과 각성 정도에 영향을 받아 시간 단위의 

축적을 증가 혹은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시간을 과대 추정 혹은 

과소 추정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3  즉,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도파민계가 활성화되고 증가된 도파민의 작용에 의해 

생채 내 조율 박동기의 박동이 증가하면 개개인의 시간 단위의 

축적이 증가되어 시간을 과대 추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적인 상황 판단과 유용성은 기억의 

단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생체 시계에 의한 주관적 시간 

지각은 작동 기억의 형태로 저장되고 이전의 경험들에 의해 

강화되고 조율된 표준적 시간으로 기억 속에 저장된다. 마지막으로 

의사 결정 단계에서 이러한 표준적 시간은 비교 자료로서 사용되어 

현재의 시간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관여하는 물질은 

세로토닌으로서, 이전 경험을 통해 기억 속에 저장된 조율기의 

박동수와 현재의 박동수를 비교하여 적절한 시간 평가 및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5 실제로, 도파민 수용체 길항제인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했을 때, 시간 단위의 축적이 감소하여 시간 지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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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6  

양극성 장애는 조증 및 경조증 삽화와 우울증 삽화라는 양 

극단의 감정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교대로 나타나는 주요 정신과 

질환이다.  또한 양극성 장애는 불안정한 감정과 기분 변화 등의 

정서 문제뿐 아니라 주의 집중력 및 실행 기능의 손상 등의 인지 

문제를 동반하여 심각한 정신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7-9 이는 양극성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정이 부하된 

자극을 주었을 때 사회적 인식의 손상을 보여줬던 이전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10,11 양극성 장애 환자들은 

특징적으로 불규칙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전이된 일중체계(circadian 

system)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면-각성주기 이상, 기분의 

계절성 변화 등을 보인다. 12,13 또한 양극성 장애 조증 환자에서는 

정상인에 비해 생각의 양과 속도 및 계획 등이 증가되어 있고 말과 

같은 운동 기능의 속도가 늘어나 있는 경우를 흔히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수면-각성 주기 및 비정상적인 일중체계는 양극성 장애 

환자의 삶의 질에 비중 있는 영향을 미치며,14 양극성 장애의 증상 

유발 뿐 아니라, 선행 인자로서 작용하기도 한다.15 또한 양극성 

장애 환자의 핵심 증상인 감정 조절 혹은 표현의 문제를 

일으키는데,12,13 특히 수면 장해 및 감정 조절 간의 영향에 대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16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서 시간지각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다. 우울증 환자에서 시간 지각에 대한 연구들은 

있었으나, 정상인과 비교하여 일부는 시간의 과대추정을17, 일부는 

과소추정을 보고하였고18,19, 다른 연구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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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결과의 일관성이 없었다. 소수의 양극성 장애 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두 연구에서는 시간 추정과 시간 생성 과제에서 

과대추정이 관찰되었다.18,19 최근 많은 양극성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조증 및 우울 상태에 따른 시간과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시간 경험은 조증 환자에서 주관적 속도 

증가를, 우울 상태 환자는 주관적 속도의 감소를 보였으나, 시간 

지각에서는 양 군 모두 과대 추정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십 분 

이상의 비디오 자극을 보여줬을 때에 더욱 두드러졌는데 각 군의 

시간 지각의 차이를 드러내기 보다는 흥미가 떨어지는 자극을 오랜 

시간 제시함으로써 피험자에게 지루함을 유발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22 한편, 감정을 부하한 자극에 대한 시간 지각의 몇몇 

연구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The international 

affective digitals sounds (IADS) 를 이용한 청각 감정 자극을 

제시할 때에 피험자는 중립적 소리 자극보다 감정이 부하된 소리 

자극을 더 길게 평가했으며 긍정 감정보다는 부정 감정을 길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24 이밖에, The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s system (IAPS) 를 이용한 시각 감정 자극을 제시한 

연구에서는 긍정/부정의 감정가뿐 아니라, 각성도에 따라 

시간지각의 변화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정서 각성도가 높을 때 시각 

부정 감정에 대해 시간을 과대 추정, 긍정 감정에 대해서는 

과소추정을 하였으며 정서 각성도가 낮을 때에는 부정 감정에 대해 

과소추정, 긍정 감정에 대해 과대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람이 시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각성도가 낮을 때에는 주의력 

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만 각성도가 높을 때에는 각성을 주도적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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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시간을 판단하고 지각하는 것에 대한 특성은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되어왔다. 실제로, 정상인을 대상으로 시간 

지각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및 시간지각에 미치는 

감정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양극성 

장애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지각의 연구는 극소수로, 감정 

자극이 주어졌을 때의 시간 지각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양극성 장애는 감정 조절 혹은 표현의 문제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수면-각성 주기의 이상 및 비정상적인 

일중체계를 등을 나타낸다. 따라서 양극성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시간지각의 이상이 예상될 뿐 아니라, 정서 상태에 

따른 시간지각에도 특징적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기분 장애 질환인 양극성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감정이 부하된 자극을 제시할 떄 시간 지각의 

특성이 어떠한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극성 장애 환자들 

가운데 조증 상태의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각성 정도 

(arousal) 와 긍정/부정도 (valence) 에 따라 분류되는 감정 자극을 

제시하여 각각의 감정 자극의 특성에 따른 시간 지각의 차이를 

평가할 것이다. 실험 및 분석을 통해, 양극성 장애 조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시간지각의 특성이 임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밝히고 이를 치료와 예후 증진 방법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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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tempor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Gibbon et 

al.1984)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환자 가운데 평가 항목에 대한 면담이 가능하며 

임상적으로 안정되어 시간 과제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1형 

양극성장애의 조증 상태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군에 

대한 진단은 구조화된 진단도구인 Mini-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를 사용하여 정신과 의사에 의해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25 정상 대조군은 면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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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장애의 과거력이나 현병력, 직계가족 내 유의한 정신과적 

질환의 가족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성인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양극성장애 증상이 환자의 주진단일 때에는 정신분열병, 

분열정동장애를 제외한 다른 정신과적 질환이 동반된 경우도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만성적인 운동장애나 무도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최근 6 개월간 알코올 및 다른 물질 의존의 증거가 있는 경우, 

뇌수술이나 뇌염, 뇌손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 정신 지체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연구 

대상자들에게 설명을 한 후 서면동의를 받았다. 

 

2. 연구 방법 

가. 증상 및 정서 평가  

실험 과제 수행 전에 양극성 장애 조증 환자의 기분 상태와 

동반된 정신증적 증상 및 증상의 심각도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BPRS)26, Young Mania Rating Scale 

(YMRS)27 및 Montgomery-Asberg Depression Scale (MADRS)28 

를 측정하였다. 또한, Clinical Global Impressions Ratings (CGI)29 

를 시행하여 전반적인 임상적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시행하였다.  

 

나. 실험 과제 및 방법  

시간지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과제는 시간 추정과 시간 생성의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시간 추정 세션에서는 

무작위로 섞인 감정 자극 슬라이드를 피험자에게 제시하고 

피험자가 제시된 시간을 평가하여 10초짜리 visual analo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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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VAS) 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실제 마음속에서 초를 세는 

경우 이것이 혼란요인으로 강력히 작용할 가능성이 믾아 

피험자에게는 초를 세지 (counting) 않도록 미리 교육하여, 

주관적으로 경험한 시간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감정 자극 

슬라이드는 Figure 2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화 연구가 

진행된 The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 (이하 IAPS) 

사진을 이용하였다.30 이 사진들 가운데 1) 높은 각성과 긍정 

정서를 가진 사진, 2) 높은 각성과  부정 정서를 가진 사진, 3) 낮은 

각성과 긍정 정서를 가진 사진, 4) 낮은 각성과 부정 정서를 가진 

사진 네 그룹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각각의 사진은 IAPS 의 

표준 점수 기준에 따라 긍정 정서는 6.5에서 8.5, 부정 정서는 

1에서 4, 높은 각성은 6.5에서 7.5, 낮은 각성은 3에서 5.7의 

범위에서 선정하였다.31 각 그룹 별로 세 장의 다른 사진을 

배정하였으며 각각의 사진은 2초, 4초, 6초의 시간으로 제시되었었다. 

따라서, 3장의 사진* 2/4/6초의 시간 * 네 그룹의 총 36장의 다른 

사진들이 피험자에게 제시되었다. 이는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간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제시 자극을 2초, 4초, 6초로 한정함으로써 자극 

시간이 수 분 이상 길어졌을 때 피험자가 지루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Figure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 

생성 세션에서도 시간 추정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을 구성하였으며, 

이때 피험자는 화면에 지시된 시간을 스스로 생성하도록 하였다. 즉, 

피험자는 사진이 제시되면 처음 버튼을 누르고 지시된 시간만큼 

지났다고 생각되면 다시 한 번 버튼을 누르게 하였다.  

한편, 시간 추정 및 시간 생성 결과는 시간 교정값을 

이용하였는데, 피험자의 측정값에서 제시된 각각의 2,4,6 초를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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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제시값으로 나누어 T교정값=(T측정값-T제시값)/T제시값 의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23 예를 들어, 감정 자극 슬라이드가 2초 간 

제시되었을 때, 피험자의 측정값이 3초면 3-2/2=0.5 로 산출된 

0.5를 T교정값 으로 사용하였다. 

 

다. 통계 분석 

모든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은 SPSS 17.0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0.05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사회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 및 시간 지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t-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제시된 감정 자극의 네 

가지 그룹 특성과 제시된 자극 시간에 따라 시간, 감정가, 각성도, 

그룹 간의 교호 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사용하였다. 이밖에, BPRS, YMRS, MADRS, 

CGI 등의 척도와 시간 지각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 계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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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amples of stimuli using in time perception 

tasks 

Figure 3. Time perception tasks consisting of time 

estimation and time product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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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양극성 장애 조증 삽화 환자군 22명, 정상 

대조군 24 명이었다. Table 1의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환자군 및 대조군의 평균 나이는 각각 30.3±6.2세, 

27.8±2.7세로 두 군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12).  또한 

평균 교육기간에서도 각각 14.7±2.0년, 15.0±1.2년으로 두 군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0.58). 환자군의 경우, 기분 상

태 및 증상 심각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시행한 척도 상, YMRS는 평

균 24.9±7.8점, MADRS는 4.3±2.9점, BPRS 는 21.8±7.5점, CGI는 

4.8±1.0점을 나타냈다.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features 
 

*Abbreviation: YMRS, Young Mania Rating Scale; MADRS, Montgomery-Åsberg                

 Patients (N=22) Control (N=24) p 

Age(years) 30.3±6.2 27.8±2.7 .12 

Sex (M/F) 11/11 13/11 .78 

Education(years) 14.7±2.0 15.0±1.2 .58 

YMRS 24.9±7.8  

MADRS 4.3±2.9  

BPRS 

CGI 

21.8±7.5

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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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ession Rating Scale ; CGI, Clinical Global Impression of Severity  

 

 

2. 시간 지각의 특성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성도 및 감정도(긍정/부정도)에 따

라 네 그룹으로 나눈 감정 자극에 대해 환자군 및 정상 대조군 간

의 시간 지각 차이를 분석하였다. 시간 지각의 차이는 시간 교정값

을 산출하여 시간 추정 및 시간 생성에 대해 따로 분석하였으며 시

간 교정값 자체는 군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여 시간 추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정가에 따른 주효과 (F = 10.5, p = 

0.002), 각성도의 주효과 (F = 46.6, p < 0.001), 시간의 주효과 (F = 

130.6, p < 0.001) 및 각성도와 군간의 교호작용 (F = 34.6, p < 

0.001), 시간과 군간의 교호작용 (F = 26.2, p < 0.001), 각성도와 시

간과의 교호작용 (F=7.4,p=0.001), 감정가와 각성도의 교호작용 

(F=86.0,p<0.001), 감정가와 시간과의 교호작용 (F=25.6,p<0.001) 

이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특히, 시간 추정 결과에 대해 감정가와 군

간 교호 작용 (F=1.1,p=0.30) 및 각성도와 군간 교호 작용 (F=34.6, 

p< 0.001)을 살펴본 결과는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자군에

서는 높은 각성에서 과대추정, 낮은 각성에서 과소추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대조군과 환자군 각각에서 감정가와 각성도의 교호작

용을 비교한 결과는 Figur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낮은 각성에 

대해서는 정상 대조군 및 환자군에서 모두 긍정 자극에 대해 과대 

추정, 부정 자극에 대해 과소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높은 

각성에서 정상 대조군에서는 긍정 자극에 대해 과소 추정, 부정 자

극에 대해 과대 추정하는 경향을 보인 데 반해 환자군에서는 긍정 

자극에 대해 과소 추정하는 양상이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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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transformed values of time estimations and 

time productions for the emotional stimuli  

Emotional stimuli  Group  Estimation* Production* 

Positive high arousal  Patients  -0.03±0.11   0.00±0.43 

 Control  -0.11±0.13   0.12±0.59 

Positive low arousal  Patients  -0.09±0.08  -0.09±0.33 

 Control  -0.02±0.13  0.04±0.40 

Negative high arousal  Patients  0.09±0.19   -0.04±0.40 

 Control  0.02±0.13   -0.05±0.36 

Negative low arousal  Patients  -0.10±0.15   -0.06±0.37 

 Control  -0.09±0.15   -0.03±0.40 

*In ordinate duration estimations and productions are expressed as 

percentage of variation: Tcorrected=(Testimated –Ttarget)/ T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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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repeated-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in time estimation  

Effects   df  F  p  

Emotion (E)   1,44  10.5 0.002  

Group (G)   1,44 0.2 0.63 

Arousal (A)   1,44 46.6 <0.001 

Time (T)   2,88 130.6 <0.001 

E＊G   1,44 1.1 0.30 

A＊G   1,44 34.6 <0.001 

T＊G   2,88  26.2 <0.001  

A＊T   2,88 7.4 0.001 

E＊A   1,44 86.0 <0.001 

E＊T   2,88 25.6 <0.001 

E＊A＊G   1,44 5.3 0.03 

E＊A＊T   2,88 1.5 0.22 

E＊T＊G   2,88  9.1 <0.001  

E＊A＊T＊G   2,88  26.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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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시간 추정 결과에서는 2초 자극에서 군의 주효과

(F=10.2,p=0.03), 각성도의 주효과(F=32.9,p <0.001), 감정가와 군

간 교호 작용(F=26.4,p<0.001), 각성도와 군간 교호 작용 

(F=31.1,p<0.001), 감정가와 각성도의 교호 작용 (F=13.4,p=0.001)

이 유의미하게 관찰되었다. 4초 제시 자극에서는 감정의 주효과 

(F=32.8,p<0.001), 감정과와 군간 교호 작용 (F=46.3, p<0.001), 감

정가와 각성도의 교호 작용 (F=89.5,p<0.001)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6초 제시 자극에서는 감정의 주효과 (F=22.9,p<0.001), 군

의 주효과 (F=21.6,p<0.001), 각성도의 주효과 (F=12.8,p=0.001) 

및 각성도와 군간 교호 작용 (F=6.3,p=0.02), 감정가와 각성도의 교

호 작용 (F=26.0,p<0.001) 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다양한 

시간 자극에 따른 시간 추정 결과는 Figur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 대조군과 환자군 모두에서 각성도 상관없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과대 추정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낮은 각성에 비해 높은 각성

에서 과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간 생성 결과에서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정가

에 따른 주효과 (F=7.1, p=0.01), 시간의 주효과 (F= 62.8, p<0.001), 

감정가와 시간의 교호 작용 (F=5.2,p=0.03), 감정가와 각성도의 교

호 작용 (F=4.9,p=0.03) 외에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

시 시간별 분석에서는 2초 자극에서 감정가와 각성도의 교호 작용 

(F=9.7,p=0.003), 4초 자극에서 감정의 주효과(F=5.0,p=0.03), 6초 

자극에서 감정과 군간 교호 작용 (F=7.9,p=0.01) 에서 유의미한 결

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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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Interaction of valence by group and (b) 

Interaction of arousal by group in time estimation tasks. In 

ordinate duration estimations are expressed as percentage of 

variation: Tcorrected=(Testimated –Ttarget)/ T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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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nteraction of arousal by valence in time estimation 

tasks in (a)control and (b)patients. In ordinate duration 

estimations are expressed as percentage of variation: 

Tcorrected=(Testimated –Ttarget)/ Ttarget 

 

 

 

 

Figure 6. Interaction of arousal by durations in time 

estimation tasks in (a)control and (b)patients.  In ordinate 

duration estimations are expressed as percentage of variation: 

Tcorrected=(Testimated –Ttarget)/ T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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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repeated-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in time production  

Effects   df  F  p  

Emotion (E)   1,44 7.1 0.01 

Group (G)   1,44 0.3 0.57 

Arousal (A)   1,44 3.8 0.06 

Time (T)   2,88 62.8 <0.001 

E＊G   1,44 5.2 0.03 

A＊G   1,44 0.3 0.58 

T＊G   2,88  2.2 0.12  

A＊T   2,88 0.9 0.43 

E＊A   1,44 4.9 0.03 

E＊T   2,88 2.4 0.10 

E＊A＊G   1,44 0.1 0.82 

E＊A＊T   2,88 5.0 0.01 

E＊T＊G   2,88  0.9 0.40  

E＊A＊G   1,44  0.1 0.82 

E＊A＊T＊G   2,88  1.9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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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추정 과제와 BPRS, YMRS, CGI 등의 척도 간의 상관 분석에서

는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YMRS 와 CGI 에서 점수가 높을

수록 과대 추정하는 결과를 보여, 조증 증상이나 임상적 심각도가 

증가할수록 시간을 과대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YMRS는 

부정 자극과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0.69(p<0.001), 높은 각성과의 

피어슨 상관 계수가 0.67(p<0.001) 로 높게 나타났고, CGI 의 경우

는 부정 자극과의 피어슨 상관 계수가 0.78(p<0.001), 높은 각성과

의 피어슨 상관 계수가 0.81( p<0.001) 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ime estimation 

values with BPRS, YMRS, and CGI scores   

*Abbreviation: YMRS, Young Mania Rating Scale; CGI, Clinical Global Impression of 

Severity, r,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Positive Negative High  Low  

BPRS  r 0.01  0.00  -0.06  0.10  

 
p 0.97  1.00  0.78  0.67  

YMRS  r  0.50  0.69  0.67  0.57  

 
p 0.02  <0.001  <0.001  0.01  

CGI  r  0.76  0.78  0.81  0.74  

 
p <0.001  <0.001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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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양극성 장애 조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정 자극을 제

시하였을 때 각성도 및 감정가에 따라 시간 지각에 어떤 차이가 있

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양극성 장애 조증 환자들은 정상 대조

군과 비교하여, 시간 교정값 자체는 군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22 자극 시간이 십 여 분 이상으로 

길어졌을 때는 조증 및 우울 삽화의 환자군이 정상 환자군에 비해 

과대 추정하는 양상을 극명하게 보였지만 수 분 이내의 짧은 자극

을 주었을 때는 군 간의 시간 지각의 차이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결

과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양극성 조증 환자의 특성 상, 자

극 시간이 길어지면 쉽게 지루해지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 감정 

부하 자극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극 시

간을 2초,4초,6초의 짧은 자극으로 한정시켰던 것에 기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시간 추정 교정값에 대해 감정가, 각성도, 시간 및 군간 교호 작

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감정가에 따른 주효과, 각성도의 주효과, 시

간의 주효과 및 각성도와 군간의 교호작용, 시간과 군간의 교호작용,

감정가와 각성도의 교호작용이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따라서 군간 

교호 작용에서 자극의 감정가보다는 각성도가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정상 대조군과 양극성 장애 조증 환

자군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 진다. 정상 대조군의 경우 낮은 각

성에서 긍정 자극을 과대 추정, 부정 자극을 과소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반대로 높은 각성에서는 긍정 자극을 과소 추정, 부정 자

극을 과대 추정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였

던 이전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23 정상의 경우에는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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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거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높은 각성 상태 시에 부정 자극에 대

해서는 내부 시계를 빨리 돌아가게 하여, 기민하게 대처하도록 하지

만 긍정 자극에 대해서는 긍정적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 시계를 느리게 돌아가게 하는 것으

로 이해 할 수 있겠다. 실례로, 교통 사고를 당했을 때 수 초 만에 

경험한 일을 사고 피해자는 훨씬 긴 시간이 흐른 것으로 인식한다

거나 스릴 넘치는 스포츠 등을 즐길 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흐

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Figur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극성 조증 환자군의 경우, 낮은 각

성 시에 감정가에 따른 시간 추정의 결과가 정상 대조군과 일치하

는 것과 대조적으로 높은 각성 시에는 긍정 자극과 부정 자극을 모

두 과대 추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환자군에서는 높은 각성 시에 

감정가보다는 각성에 주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향이 관찰되지 않

은 것이다. 정상 대조군에 비해 환자군의 경우, 정서의 영향을 쉽게 

받아 긍정 정서에 대한 반응 억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이는 양극성 장애 조증 환자가 긍정 자극보다 부정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더 짧게 나타났던 이전 연구32와 같은 맥락의 결

과로, 조증 환자의 긍정 정서에 대한 일치 편향성을 시사하는 것이

며 임상적으로는 조증 환자들이 과도하게 흥미 유발 활동에 몰두하

는 현상과 연관될 것으로 생각된다. 2초, 4초, 6초 각각의 다양한 시

간 자극에 따른 시간 추정 결과는 정상 대조군과 환자군 모두에서 

각성도 상관없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과대 추정하는 양상을 보였

으며 낮은 각성에 비해 높은 각성에서 과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환자군에서는 자극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을 길게 느끼는 정

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이는 이전 연구에서도 관찰된 바,22 양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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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조증 환자들은 자극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지루하게 느끼는 

임상 양상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밖에, 양극성 장애 조증 환자에서 YMRS 와 CGI 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을 과대 추정하는 결과를 보여, 증상이 심각할수록 시

간을 과대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YMRS 와 CGI 에서 모

두 부정 자극과 높은 각성 자극과의 상관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앞

서 환자군의 경우, 높은 각성의 부정 자극을 과대 추정하는 결과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것이 증상 및 임상적 양상의 심각도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인다는 것은 증상이 심각해질수록 쉽게 각성되고 부

정 자극에 더욱 예민해 지는 특성과 관련이 있겠다. 양극성 장애 조

증 환자들에서 증상이 심각할수록, 쉽게 자극되고 흥분하거나 짜증

을 내는 일은 임상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 시간 추정 결과와 함께 살펴보았던 시간 생성 결과

에서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정가에 따른 주효과, 시간의 

주효과, 감정가와 시간의 교호 작용, 감정가와 각성도의 교호 작용 

외에 군간 교호 작용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

간 생성 방법은 시간 지각을 평가할 때 함께 사용되는 개념이기는 

하나3, 실제 실험 과제를 수행할 때는 정확한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

던 것으로 생각된다. 피험자가 시간의 초를 세지 않도록 미리 교육

을 받지만, 시간을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4초가 지났다고 생각하면 

버튼을 누르시오” 하는 식으로 숫자가 명시되기 때문에 숫자 자체

에 영향을 받아 무의식적으로 초를 세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또한, 피험자는 제시된 시간의 처음과 끝에 버튼을 누름으로써 시간

을 생성하였는데, 이 때 피험자의 운동 반응 속도에 따라 버튼을 누

르는 시간에 차이가 생겨 시간 생성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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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양극성 장애 환자들 중에 조증 삽화 환

자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전 연구들에서 우울 삽화 환

자의 경우에도 시간 지각에서 유의한 차이점을 보였던 점을 감안한

다면 연구 대상의 규모를 우울 삽화 환자 및 정상 기분 환자군까지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향후 확장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밝혀진 양극성 장애 환자의 시간 지각적 특성이 질병 

특성에 의한 것인지, 기분 상태 특성에 의한 것이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자군에 대한 실험 진행 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통제하지 못하여 항정신병 약물의 복용 등이 시간 지각 과제

의 수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한편,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인지 검사를 포함한 신경심리검사를 시행하여 

인지와 시간 지각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실험 설계상 시간 추정과 시간 생성의 두 가지 세션을 

구성하여 시간 지각의 특성을 살펴 보고자 했으나 시간 생성 세션

을 진행할 때에는 장비의 기술적 문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험자가 버튼을 누를 때에 좀 더 예민하게 감

지하여 세분화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장비를 보완한다면 시간생

성 세션에서도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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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대표적인 기분 장애 질환인 양극성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감정이 부하된 자극을 제시할 떄 시간 지각의 특성에 

대해 입증한 국내 첫 연구이다. 양극성 장애 조증 상태의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시간 과제에서 각성(arousal) 정도와 

감정가(valence)에 따라 분류되는 감정 자극을 제시하였을 때,  

높은 각성 시 정상인에서 긍정 자극에 대해 과소 추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여 환자군에 서는 오히려 과대 추정 양상을 

보였다. 이는 조증 환자의 경우, 각성 상태에서 감정을 평가할 때, 

긍정 자극에 대한 반응 억제가 떨어져, 긍정 정서에 대해 쉽게 

편향되는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추후, 양극성 장애 우울 

삽화 및 정상 기분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 지각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여 진행한다면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 나타나는 각성 

여부 및 감정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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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Perception of time during one’s processing of 

information plays a fundamental role in his or her judging 

external environment and decision making. Bipolar disorder 

patients have an irregularly transformed circadian rhythm 

which gives rise to dysfunction of sleep-arousal cycle. In 

addition, increased psychomotor speed, executive speed and 

motor speed is frequently observed in clinical settings.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 of time perception between 

bipolar manic patients and normal controls after the 

presentation of affective stimuli. 

 

Method Twenty-four normal control subjects and 

twenty-two bipolar manic patients, who were clinically 

stable, and able to understand and perform time perception 

task were recruited. The task consisted of two sessions; 

time estimation and time production. The tasks were 

conducted with affective stimuli using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 (IAPS). We classified affective stimuli into 4 

groups according to each level of arousal and valence; 1)high 

arousal and pleasant 2)low arousal and pleasant  3)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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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sal and unpleasant 4)low arousal and unpleasant. In 

order to evaluate the time perception, participants were 

educated to estimate the time of stimuli presentation, which 

was presented randomly during 2, 4, 6 seconds, respectively, 

and to produce the presented time. We used results of a 

transformation, expressed as a proportion of the target 

period (Tcorrected = (Testimated - Ttarget)/Ttarget . We evaluated 

YMRS, MADRS, BPRS and CGI of the patients. 

 

Results  Anova anlaysis was applied to evaluate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ime estimation, We observed an 

interaction of arousal by valence. In the control subject, 

underestimation at high arousal and pleasant stimuli were 

observed but in the manic patients, the tendency to 

underestimation at high arousal and pleasant stimuli was 

disappeared. The analysis of time production also showed an 

interaction of arousal by valence. The severity of manic 

symptoms was correlated with overestimation of time 

perception. 
 

Conclusion In bipolar manic patients, overestimation was 

observed in response to high arousal and pleasant stimuli. 

These results were in contrast with that in normal control 

group where underestimation was demonstrated. This 

phenomenon suggests the lack of ability to inhibit the 

response to positive emotional process in manic patients on 

time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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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 bipolar disorder, time perception, arousal, emotional 

pro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