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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조현병 환자의 시각적 탐색과 추상적 사고 능력의 저하 

 

 

내 용 

 
조현병 환자의 추상적 사고 능력 저하는 사회적 행동 및 상호 작용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일으킨다. 특히 조현병 환자는 사물의 결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핵심 영역을 주시하지 못하는 등 정상인과 다른 

시선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정보 

탐색 과정이 추상적인 사고 과정을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 20명, 정상 대조군 22명을 

대상으로 조현병 환자가 추상적 사고 과제 동안 시각적 탐색 양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시선추적기를 사용하여 이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조현병 환자들은 추상적 사고 

능력이 떨어지지만 구체적 사고 능력은 보존되고 있었다. 환자군은 

구체적 사고 과제에서 핵심 영역을 주시하지 못했으며, 시각적 

탐색의 질은 추상적, 구체적 사고 과제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가 구체적 사고 시에 손상된 

인지 기능에 맞는 대안적 주시 과정을 사용할 가능성, 구체적 사고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각적 탐색의 질이 더 낮을 가능성, 추상적 

사고 능력의 저하가 시각적 탐색 이후의 뇌 내 과정의 문제일 

가능성을 나타낸다. 또한 피험자의 공통점 찾기 검사의 수행 및 교육 

수준, 지능이 낮을수록 시각적 탐색의 질이 저하되어 있었는데, 이는 

인지 기능과 시각적 탐색의 질이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되는 말 : 조현병, 추상적 사고, 시선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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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의 시각적 탐색과 추상적 사고 능력의 저하 

 

<지도교수 김재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오 주 영 

 

 

Ⅰ. 서론 

  추상적 사고 능력이란, 전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고, 공통된 특성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되며1, 주의, 기억, 언어, 계산 등과 함께 여러 가지 

인지 기능 중 하나에 속한다. 이러한 추상적 사고 능력은 개념을 

문장 그대로 인식하는 구체적 사고와는 서로 반대되는 뜻으로 

사용되며, 주로 속담 검사 및 사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말하기 등으로 

평가되어 왔다. 또한 소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추상적 

사고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인물화 검사와 같은 다른 도구가 

사용되기도 한다.2 

조현병 환자들의 인지기능의 저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이미 진행된 바 있으며3-5, 추상적 사고 능력에 대해서도 속담 검사 

및 신경 심리 검사를 통해 평가한 몇몇 연구들이 있었다.6-9 선행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는 추상적 사고 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특히 질병이 만성화되거나, 증상이 심한 시기일 때에 이러한 능력의 

저하가 더 심한 것으로 보고된다.7 추상적 사고 능력의 저하가 

나타나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 및 상호작용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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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며10, 조현병 환자의 일의 수행이나 재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6 

 한편, 조현병 환자들의 진단 및 분류를 위한 유전적, 생물학적인 

표지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는데11, 비전형적인 안구 

운동과 시선 경로가 조현병 환자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12 특히 조현병 환자의 정상인 가족들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전형적 안구 운동과 시선 경로가 나타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양상이 조현병을 구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유전적인 

표지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3 또한 근래에 

시선추적기를 통하여 시선의 양(amount of gaze)과 같은 양적인 

개념의 시각적 탐색, 고정주시(fixation) 및 단속운동(saccade)과 

같은 질적인 개념의 시각적 탐색에 대한 분석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14,15 시선추적기를 통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상인의 

시선 처리는 행위의 목적에 따라 다르고, 특히 결정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반면, 조현병 환자들은 안구 운동이 느리고, 

정보 탐색의 양이 적은 것이 확인 되었다.16 이렇게 정보 탐색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과제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무감동 

등의 음성 증상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의 동기 부여가 줄어드는 것 

등을 들 수 있고17, 투약으로 인한 도파민 전달의 감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이와 같은 조현병 환자들의 비전형적인 

주시 과정 및 정보 탐색의 부족은 사물의 핵심적인 정보를 얻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정보 탐색 과정이 정보의 통합 

및 추상적인 사고 과정을 어렵게 하고 구체적 사고에 머무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현병 환자에서 자극의 시각적 탐색과정이 

추상적 사고 능력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추상적 사고 능력과 구체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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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각 과제 수행 시, 조현병 

환자의 시선 양상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만일 조현병 환자가 추상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시각적 탐색의 문제라면, 오직 추상적 사고 

과제를 하는 동안만 시선 양상에 문제를 나타낼 것이다. 특히, 

결정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조현병 

환자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데16, 이 역시 추상적 사고 과제 동안 더 

두드러진다면, 추상적 사고 능력의 저하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조현병 환자는 추상적 사고 

과제를 하는 동안 정상인에 비하여 시선의 양, 고정주시의 개수가 

적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구체적인 사고를 하는 과제에서는 

정상인과 조현병 환자의 시선의 양, 고정주시의 개수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셋째, 특히 추상적 사고 과제 수행 시에, 정상군이 많이 

주시한 핵심 부분을 환자군은 주시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연구 

참여자의 추상적 사고 능력이 떨어질수록 시선의 양, 고정주시의 

개수, 핵심 영역 주시는 적게 나타날 것이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강남 세브란스 병원 외래에 내원한 조현병 환자 중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환자는 내원 당시 

2인 이상의 정신과 의사의 면담을 거친 뒤에 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 

제4판(DSM-IV)의 조현병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였다. 환자 중 

증상이 심하여 과제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과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환자, 다른 1축의 진단, 정신 지체 및 두부 외상의 과거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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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대조군은 인터넷 공개 모집을 통해 모집한 

신청자 중 환자군과 연령 및 성별을 맞춘 건강한 성인 남녀 2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정신과적 과거력 및 가족력은 없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나이, 성별, 교육 정도 등의 인구학적 

정보를 조사하였으며, 안과적 질환 및 과거력, 근시, 원시 및 난시의 

여부, 안경 및 콘텍트렌즈 사용 여부, 시력 교정술 여부 등의 임상적 

정보도 조사하였다. 

 

    2. 방법 

    가. 행동과제 

     (1) 주제찾기 과제 

42명의 실험 참여자의 추상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과제로 

다음과 같은 주제찾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Figure 1-1. Examples of the theme identification task 

 

 

각각 긍정 주제 및 부정 주제와 관련된 사진이 10장씩 총 20장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중심이 되는 주제를 3가지의 보기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보기는 사진의 포괄적인 중심 주제를 가장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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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단어(주제 단어, Theme word), 주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사진에 나타난 대상이나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연관 단어, 

Related word), 사진에는 있으나 중심 주제와 관련이 없는 단어(비 

연관 단어, Unrelated word)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그림 1-1에서 

중독은 주제 단어, 주사는 연관 단어, 팔뚝은 비 연관 단어를 

나타낸다. 과제에 사용된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15명의 정상인(남자 8명, 여자 7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진행하여, 세 가지 보기 중 주제 단어를 선택한 비율이 60%가 넘는 

사진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실험과제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각각의 사진마다 처음 3초간은 사진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초 후 사진의 아래쪽에 보기가 나타나면 이후 3초 동안은 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한 사진당 6초씩 총 20장의 사진이 

사용되어 2분간 과제가 수행되었다. 세 가지 보기 중에서 주제 

단어를 올바르게 선택한 경우의 비율을 주제찾기 과제의 정답률로 

정의하였다. 

 

     (2) 성별선택 과제 

    그림 1-2와 같이, 주제찾기 과제에서 사용되었던 긍정 주제와 

관련된 10장의 사진과 부정 주제와 관련된 10장의 사진을 합해 총 

20장의 사진을 제시하고, 사진에 나타난 사람의 성별이 남성만 

있으면 남성, 여성만 있으면 여성, 둘 다 있으면 혼성을 택하도록 

하였다. 주제찾기 과제와 동일하게 각 사진 당 6초씩 총 2분간 

과제가 수행되었다. 각 사진에 나타난 성별을 올바르게 선택한 

비율을 성별선택 과제의 정답률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성별선택 

과제는 추상적 사고를 하는 주제찾기 과제와는 대조적으로 실험 

참여자의 구체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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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xamples of the sex identification task 

 

     나. 시선추적기 

       (1) 시선의 측정 및 분석 

실험 참여자들이 주제찾기 및 성별선택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시선추적기를 사용하여 120Hz로 측정된 총 시선의 양, 고정주시의 

개수, 눈 깜박임(blink) 및 안구의 단속운동의 개수가 측정되었다. 

고정주시는 80ms 이상의 시간 동안 100pixel 이내의 범위를 

주시하였을 때에 측정되었으며, 단속운동의 경우 22ms이상의 시간 

동안 초당 40도 이상의 안구 운동이 있을 경우 측정되었다. 과제 

수행을 하는 동안 실험 참여자의 눈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얼굴이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자세에서 턱을 받칠 수 있는 장치를 실험 기간 동안 동일한 위치에 

놓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시선추적기 내의 교정(calibarion) 및 확인(validation) 과정을 거쳐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실험 참여자의 시선을 

측정하기 위하여 SensoMotoric Instrument (SMI, Boston, USA)의 

시선추적기를 사용하였으며, Experiment Center™ 3.0 및 SMI i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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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system, SMI BeGaze™ software를 사용하여 과제 제시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2)관심영역 분석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정상군이 많이 주시한 특정 영역을 

환자군이 어느 정도 주시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이러한 

정상군과의 시선의 유사성이 추상적 사고 과제와 구체적 사고 과제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관심영역(area of 

interest)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관심영역은 그림 2와 같이 각 

사진마다 정상군 22명이 평균 50ms 이상 주시한 영역으로 

정의하였으며, 시선추적기에서 짙은 붉은 색으로 표시되도록 한 뒤, 

관심영역을 표시하였다. 각 사진 별로 관심영역에 시선이 머무른 

시간(net dwell time)의 비율과 관심영역에 고정주시를 한 

시간(fixation time)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Figure 2. Examples of the AOI 

 

다. 임상적 평가 

실험 참여자의 추상적 사고 능력에 대해 주제찾기의 과제 정답률 

이외에도 기존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국판 웩슬러 지능 검사(K-WAIS)19의 14항목, 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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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으로 구성된 공통점 찾기 검사를 연구자가 실험 참여자에게 직접 

시행하였다. 또한 추상적 사고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능에 대해 Raven’s standard progressive matrices 

(SPM)20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전반적인 실험 참여자들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해 평가하기 위하여 간이 정신 진단 검사(Symptom 

Check List 90)21를 시행하였다. 그 외에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각적 탐색과 무쾌감증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체적 무쾌감증 

척도(Physical Anhedonia Scale)와 사회적 무쾌감증 척도(Social 

Anhedonia Scale)22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험에 참여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 시점에서의 양성 및 음성 증상의 정도를 

파악하고, 각각의 시각적 탐색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양성 및 

음성 증후군 척도(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PANSS)23를 

평가하였다. 여기에 추가하여 환자군에서는 약물 사용에 따른 

추체외로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Simpson-Angus Scale24을 

시행하였다. 

 

3. 통계 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SPSS(version 20.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구학적, 임상적 특징 중 범주형 변수는 

카이 제곱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연속형 변수는 독립 표본 t-검정을 

시행하여 비교하였다. 정상군 및 환자군 사이의 시선의 양, 

고정주시의 개수, 눈 깜박임 및 안구의 단속운동의 개수의 평균, 

관심영역에 대한 주시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으며, 무쾌감증 척도 및 양성, 음성 증상과 시각적 탐색, 

주제찾기 및 성별선택 과제의 정답률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earman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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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가. 인구학적, 임상적 특성 

각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두 군 

간의 성별 및 연령의 차이는 없었고, 교육 기간은 정상 대조군에서 

더 길게 나타났다. 또한 지능을 나타내는 SPM 점수는 차이가 없었고 

추상적 사고 능력을 나타내는 한국판 웩슬러 지능 검사의 공통점 

찾기 검사 점수는 정상 대조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동반된 안과적 

질환은 정상 대조군에서 근시 10명, 원시 2명, 난시 8명, 사시 1명, 

색각이상 1명이었으며, 조현병 환자군에서는 근시 10명, 원시 4명, 

난시 3명이었다. 정상 대조군에서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각각 안경 14명, 콘텍트렌즈 3명, 시력교정술 

4명이었으며, 환자군에서는 각각 안경 12명, 콘텍트렌즈 1명, 

시력교정술 3명이었다. 

 

 나. 주제찾기 및 성별선택 과제 수행 결과 

그림 3에서와 같이 추상적 사고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주제찾기 

과제의 정답률은 정상군에서 91.1±9.9%로 환자군에서의 

81.0±17.0%보다 높게 나타났다(p=0.026). 반면, 구체적 사고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성별선택 과제의 정답률은 정상군에서 90.7±8.6%, 

환자군에서 90.1±9.7%로 두 군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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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   Normal 

(N=22) 

Schizophrenia 

(N=20) 

p-value 

Male / Female 12/10 11/9 0.610 

Age (years) 30.2±11.7 31.4±9.3 0.720 

Education (years) 15.7±1.4 14.3±2.3 0.016 

SPM 50.6±8.3 43.9±15.2 0.080 

Similarity 18.7±3.9 14.7±4.5 0.004 

P-AS 12.2±8.1 18.4±10.1 0.037 

S-AS 10.1±6.8 16.6±6.7 0.004 

SCL-90    

SOM 4.8±3.3 9.9±11.3 0.043 

O-C 7.7±5.2 13.7±8.9 0.012 

I-S 7.4±4.9 11.8±9.0 0.023 

DEP 8.8±7.1 15.8±14.2 0.023 

ANX 5.0±3.9 11.2±9.7 0.005 

HOS 2.9±2.2 5.9±5.7 0.018 

PHOB 1.9±2.8 5.7±6.8 0.006 

PAR 2.6±2.3 5.9±4.5 0.003 

PSY 3.7±3.3 11.0±9.4 0.001 

SAS  1.0±1.4  

PANSS_positive  13.5±5.3  

PANSS_negative  17.3±5.8  

PANSS_general  33.4±10.1  

PANSS_total  64.1±18.1  

*by chi-square for categorical variable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 SPM: raw score of Raven’s standard Progressive 

Matrices, Similarity: Score of similarity test (K-WAIS), P-AS : Physical 

Anhedonia Scale, S-AS : Social Anhedonia Scale, SAS: Simpson-Angus Scale, 

PANSS :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SCL-90 : Raw score of Symptom Check List 90 (SOM: 신체화, O-C: 강박증, I-S: 

대인 예민, DEP: 우울, ANX: 불안, HOS: 적대감, PHOB: 공포불안, PAR: 편집증, 

PSY: 정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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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rrect rates of theme and sex identification task 

 

  

Figure 4-1. Examples of mean eye gaze pattern on theme 

identification task (Left: Control, Right: Schizophr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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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Examples of mean eye gaze pattern on sex 

identification task 

(Left: Control, Right: Schizophrenia) 

 

다. 시선추적기를 통해 평가한 두 군간의 시각적 탐색의 차이 

그림 4-1은 주제찾기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정상군과 환자군의 

평균적인 시선 양상의 한 가지 예이다. 또한 그림 4-2는 성별 찾기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두 군의 평균적인 시선 양상의 한 가지 예이다. 

이러한 수행에 대해 수치화된 분석을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 2와 

같이, 주제찾기 과제 및 성별선택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모두 

정상군에 비하여 환자군에서 고정주시의 개수 및 안구의 단속운동의 

개수가 적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과제 수행 동안 

측정된 총 시선의 양, 눈 깜박임의 개수는 주제찾기, 성별선택 과제 

모두 두 군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관심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주제찾기 과제에서는 

관심영역에 시선이 머무른 시간의 비율 및 고정주시 시간의 비율이 

두 군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성별 찾기 과제에서는 

관심영역에 시선이 머무른 시간 및 고정주시 시간의 비율이 

환자군보다 정상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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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ye gaze results during theme and sex identification 

task 

Characteristic  Normal 

(N=22) 

Schizophrenia 

(N=20) 

p-value 

Abstract(theme task)    

Amount of gaze 338.7±8.6 323.7±41.2 0.102 

Fixation 17.4±7.3 12.1±8.1 0.031 

Saccade 19.1±6.9 14.1±8.2 0.041 

Blink 2.3±1.2 3.0±2.6 0.249 

Concrete(sex task)    

Amount of gaze 335.7±12.6 319.7±53.9 0.184 

Fixation 17.2±7.3 10.4±8.1 0.007 

Saccade 18.5±6.1 12.2±8.2 0.007 

Blink 2.1±1.1 2.91±2.0 0.096 

*by independent sample t-test 

   

라. 임상적 평가와의 상관성 

표 1과 같이, 임상적 평가 항목에서는 간이 정신 진단 검사에서 

신체화, 대인 예민, 강박증,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의 항목 모두가 두 군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전반적 

정신증상이 환자군에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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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OI results during theme and sex identification task 

Characteristic  Normal 

(N=22) 

Schizophrenia 

(N=20) 

p-value* 

Abstract(theme task)    

Net dwell time(%) 13.6±12.2 7.9±7.6 0.079 

Fixation time(%) 11.8±12.8 6.5±7.8 0.096 

Concrete(sex task)    

Net dwell time(%) 12.7±11.4 6.6±7.0 0.044 

   Fixation time(%) 11.1±11.5 5.1±7.0 0.048 

*by independent sample t-test 

     

Spearman 상관 분석 시행 결과, 전체 피험자가 주어진 두 가지의 

과제 수행을 하는 동안 보이는 고정주시의 양이 각각 상관계수 0.496, 

0.427, 0.358로 지능, 공통성 검사 점수, 교육 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 p=0.005, p=0.020). 안구의 단속운동의 

양 역시 각각 상관계수 0.581, 0.482, 0.363으로 지능, 공통성 검사 

점수, 교육 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 p=0.001, 

p=0.018). 관심영역에 시선이 머무른 시간의 비율 역시 각각 

상관계수 0.314, 0.481, 0.334로 지능, 공통성 검사 점수, 교육 

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43, p=0.001, p=0.031). 

관심영역에 고정주시를 한 시간의 비율은 각각 상관계수 0.389, 

0.368로 공통성 검사 점수, 교육 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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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외 무쾌감증, 간이 정신 진단 검사로 측정한 정신 

증상, 양성 및 음성 증상 등의 임상적 척도 점수와 시각적 탐색의 

양상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Ⅳ. 고찰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추상적 사고 능력을 

반영하는 주제찾기 검사,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체적인 사고를 

반영하는 성별선택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선택 과제에서는 조현병 환자들이 정상인과 수행의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주제찾기 과제에서는 환자들이 정상인보다 더 

떨어지는 수행을 보였다. 조현병 환자들에서 추상적 사고 능력이 

저하되어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7,10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과제 수행을 같이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수행의 저하가 조현병 환자의 전반적인 인지적 

과제 수행의 저하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두 과제의 상대적인 난이도 차이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인 시각적 탐색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에 사용된 두 가지 과제 모두에서 조현병 환자의 

고정주시의 개수와, 안구의 단속운동의 개수가 정상인보다 적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시선의 양과 눈 깜박임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선의 양은 초당 120회로 3초 간의 

과제 탐색 시간 동안 자극을 주시하고 있을 때에만 측정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두 군간의 사진을 주시한 정도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정주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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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80ms 이상의 기간 동안 100pixel 이내의 범위를 응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진에서의 정보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안구의 단속운동 역시, 시각 

대상의 위치가 갑자기 변하거나 새롭게 나타날 때, 또는 대상을 

수의적으로 자유롭게 탐색할 때에 목표하는 점으로 향하는 안구의 

운동으로 정의25되고, 본 연구에서는 22ms이상의 시간 동안 초당 40도 

이상의 안구 운동이 있을 경우 측정되었던 바, 이 역시 고정주시와 

마찬가지로 시각적 탐색 과정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들이 추상적 사고 및 

구체적 사고를 하는 과제 모두에서 시각적 탐색의 양은 저하되어 

있지 않으나, 그것의 질이 저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조현병 환자들의 시각적 탐색 양상을 관심영역을 

설정하여 수행한 연구에서, 탐색의 범위가 감소해 있다는 것16은 잘 

알려져 있고, 전반적인 고정주시 및 단속운동이 감소해 있다는 사실 

역시 밝혀져 있다.26 본 연구의 가설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추상적 

사고 과제를 하는 동안 더 두드러지고, 구체적 사고를 하는 동안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가설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정상군이 과제 수행 과정에서 많이 주시했던 부분을 관심영역으로 

설정하여 수행한 분석에서는 추상적 사고 과제에서 두 군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구체적 사고 과제에서 

정상인이 많이 보는 영역을 환자군이 잘 주시하지 못했던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환자군이 추상적 사고를 하기 위해 관찰해야 하는 

핵심적인 영역을 정상군만큼 잘 관찰하지 못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해 

본다면, 구체적 사고 과제에서는 조현병 환자들이 손상된 인지 

기능을 만회하기 위한 대안적인 주시 방법을 통해 정상군과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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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보였고, 추상적 사고 과제에서는 대안적인 주시 방법을 

동원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조현병 환자의 주제찾기 과제 수행이 정상군에 비해 

떨어지고, 성별선택 과제 수행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앞서 이야기한 대로 구체적 사고 과제 

시에는 손상된 인지기능에 적합한 대안적인 주시 방법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둘째로는, 구체적인 사고를 위해 요구되는 시각적 

탐색의 정도가 추상적 사고를 위해 요구되는 정도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즉 조현병 환자가 전반적인 시각적 탐색의 질은 

떨어지지만, 구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탐색 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조현병 환자의 추상적 사고 능력의 

저하는 시각적 탐색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뇌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시각적 탐색의 

질은 전반적으로 두 과제에서 모두 비슷하게 감소하여 있으나, 

결과적으로 두 과제의 수행의 차이를 일으키는 것은 탐색 이후의 뇌 

내 과정이라면, 조현병 환자가 구체적인 과제만 잘 수행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단속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이미 단속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단계에서부터 외측 두정엽 내구 영역(lateral 

intraparietal area), 배외측 전전두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등을 비롯하여 많은 뇌 내 영역이 연관성을 가지며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7 즉, 탐색 과정 이전에 이미 

주어진 과제 수행을 위한 뇌 내 과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임상적 평가에서는, 간이 정신 진단 검사로 평가한 정신 증상, 

조현병의 양성 및 음성 증상, 무쾌감증 등이 모두 시각적 탐색의 

질과 특별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능 및 공통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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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교육 수준은 모두 고정주시의 개수, 안구의 단속운동의 개수, 

관심영역에 시선이 머무른 시간의 비율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공통성 검사 점수가 낮을수록 시각적 탐색의 질이 떨어진 것은 본 

연구의 가설 중 하나인 추상적 사고 능력이 떨어질수록, 고정주시의 

개수가 적게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을 입증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교육 기간 및 지능과도 전반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는 

상기 결과를 통해, 시각적 탐색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은 조현병의 

특징적인 양상일 뿐 아니라, 나아가 전반적인 인지 기능의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에서 단속운동의 장애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런 

장애는 인지 기능의 부하가 심할수록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28 물론, 인지 기능의 저하가 원인이 되어 시각적 탐색의 질 

저하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이미 시각적 탐색의 

질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진 개인의 인지 기능이 더 낮게 형성되는 

것인지는 추후에 밝혀져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사고를 

평가하기 위한 성별선택 과제가 주제찾기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가 쉽게 답을 선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 조현병 환자가 구체적인 사고를 

정상인 만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과제이기 때문에 정상인과 

조현병 환자의 차이를 구분해내지 못한 것일 수 있다. 둘째, 투약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군에서 복용 중인 항정신병 

약물이 연구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두 집단 간의 교육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이 

제한점이다. 그러나 두 집단의 지능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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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20명 정도의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의 시각적 탐색의 질이 각기 다른 수행 결과를 

보이는 추상적 사고 및 구체적 사고를 하는 과제 모두에서 저하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 조현병 환자가 과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주시하지 못하여 추상적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시각적 탐색의 질은 지능 및 교육 수준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여 전반적인 인지 기능 저하와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Ⅴ.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조현병 환자는 전반적으로 과제 수행 시에 

시각적 탐색이 질이 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추상적 사고 과제보다 

구체적 사고 과제 수행은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조현병 환자가 구체적 사고 동안에는 손상된 인지 기능에 맞는 

대안적 주시 과정을 사용하기 때문이거나, 구체적 사고 과제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각적 탐색의 질이 더 낮기 때문일 수 있겠다. 

더불어 추상적 사고 능력의 저하는 시각적 탐색 이후의 뇌 내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일 가능성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추상적 사고를 비롯한 인지 기능과 시각적 탐색의 질은 서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인지 기능의 저하와 

시각적 탐색의 질 저하의 선후 관계를 밝히기 위해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앞서 제시된 여러 

제한점을 극복하여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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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cit in abstract thinking makes some difficulties, such as 

social behavior and interaction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Normal populations are able to concentrate in the core part of 

whole object, whereas schizophrenics show different features 

in the gaze pattern. These abnormal gaze patterns could make 

difficulties in abstract thinking of schizophrenia. So, we 

hypothesized schizophrenics may show different visual 

searching pattern, and it would be remarkable during the task 

of abstract thinking. 22 normal controls and 20 schizophrenic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s a result, the patients 

showed deficit in abstract thinking, but the ability to think 

concretely was not impaired. The patients didn’t see the core 

part of the picture during concrete thinking, and showed 

decreased eye fixation and saccadic eye movement during both 

tasks. These results mean a possibility about patients used 

alternative gaze pattern during concrete thinking to 

compensate their impaired cognitive function, or visual 

searching demand to think concretely is very small, or abstract 

thinking deficit is the result of the process after visual 

searching. This study also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function and the quality of visual sear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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