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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사회적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의 시각적 탐색 패턴 
 

내용 

 

조현병 환자는 보통 관계사고를 호소 하나 이의 정량적인 측정 및 

사회적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들의 시선전략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의 

관계사고의 행동적 특징 및 시선탐색에 있어 정상인과의 차이를 규명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 18 명, 정상 대조군 18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2 명의 배우가 대화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자극을 이용하였다. 동영상 자극은 유관대화, 

무관대화, 대화없음 조건으로 구분 되었고 피험자는 시선추적과 함께 

동영상 자극을 본 뒤의 자기관계적 지각 정도, 악의적 해석 정도, 

주관적 불안감에 대해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조현병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자기관계적 편향 및 편집 반응을 보였다. 시선 탐색에 

있어 조현병 환자는 정상인과 비교해 얼굴 부위 집중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몸통 부위에서는 유의미하게 적은 시각적 집중을 

하였다. 이는 조현병 환자의 자기관계적 편향 및 이로 인한 사회 

인지 오류에 있어 시각탐색 과정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핵심정보를 내포하는 얼굴 부위 집중에 두 군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통해 시각전략 차이와 함께 획득된 정보를 

추론하는 과정의 문제가 사회인지 오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 

할 수 있다.  

 

핵심 되는 말: 조현병, 관계사고, 시선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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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의 시각적 탐색 패턴 

 

<지도교수 김재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최  승  진 

 

Ⅰ. 서론 

1.   연구 배경 

 관계사고란 중립적 상황, 사물, 사람 등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나 나와 관계 있다고 여기는 생각을 일컬으며, 정신병적 

장애에서 매우 흔한 관계망상과 피해망상의 전 단계로 나타난다1. 

관계사고의 대표적인 예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 

같은 느낌, 생각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조현병의 전구증상 또는 

재발의 징후로 인식되고 있다2,3. 국제보건기구에서 시행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811명의 조현병 환자 중 관계망상을 가진 환자의 

빈도는 55%로 정신병적 증상들 중 가장 흔한 증상으로 판명되었으며,  

이를 볼 때 관계망상의 전구 증상인 관계사고의 빈도 역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4.  



3 

 

 사회인지는 타인의 감정, 생각, 의도 및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

며 조현병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이다5,6. 조현병 

환자의 사회적응 능력은 정상인에 비해 매우 떨어지며, 이러한 사회

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사회인지의 결함 때문이라는 증거들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5,7. 조현병 환자는 얼굴 표정, 눈, 음률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추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8-10, 자신을 향하지 않은 

시선에도 자신을 향한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11. 조현병 환자의 양

성증상은 다른 사람의 의도 추론과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음이 제기되어 왔으며12,13 양성증상 중의 하나인 관계사고 또한 환자

의 사회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조현병 환자의 사회 적응 능력 저

하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제시된 관계망상, 관계사고 형성의 모델에 따르면 14 

관계사고 및 관계망상의 형성은 중립적 자극에 대해 중요한 가치를 

매긴 후 부적합한 집중을 지속함으로부터 시작됨을 제시하고 있다.  

피해망상을 가진 환자는 사회적 상황에서 위협적인 사건과 관련된 

자극에 집중 하는데 편향되어 있으며 15-18 성급한 일반화를(jumping to 

conclusion)하는 경향이 있어 결론을 도출 하는데 있어 적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19,20. 위 사실은 피해, 관계망상의 전구 증상인 관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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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조현병 환자가 사회적 상황에서 획득한 정보의 양 과 질이 

정상인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정보획득을 위한 

시선처리 전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상황자극 제시를 통한 조현병 환자의 사회인지 및 시선 

처리 전략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며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조현병 환자의 얼굴, 풍경, 그림, 기하학적 모양에 

대한 시선탐색 특징 규명을 목표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의 관계사고 특징 및 신경학적 병태생리를 찾고자 한 

Park 등(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동영상 자극 과제를 21 그대로 사용 

하고 이에 대한 시선추적을 해 조현병 환자의 사회적 상황에 따른 

관계사고의 특징 및 시선처리 전략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해 조현병 환자들의 관계사고 

및 사회인지 오류가 정상인과 다른 시선 전략으로 인한 정보획득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정보 획득 후 추론 과정에서 

기인한 문제인지에 대한 의문의 해결점을 찾고자 하였다. 첫째 

조현병 환자는 중립적 자극에 중요한 가치를 매겨 정상인과 달리 

몸짓 및 다른 신체부위에 부적합한 집중을 지속할 것이다. 둘째 다른 

시선전략으로 인해 조현병 환자는 얼굴 부위에 집중을 적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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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남자 8명, 여자 10명으로 구성된 18명의 조현병 환자와 남자 7명, 

여자 11명으로 구성된 18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군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받고 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 제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Fourth Edition)에 의거하여 조현병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과거병력과 경과관찰상 정신지체 수

준의 인지기능 저하 및 신경학적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는 배제

하였으며 조현병 이외의 다른 정신과적 진단이 동반된 환자 또한 제

외하였다. 정상 대조군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한 대상자중 정신과적 

질환의 병력과 가족력, 투약력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윤리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았으며, 모든 연구 참가자는 

연구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를 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임상적 평가 

모든 피험자를 대상으로 나이, 성별, 교육 기간의 인구학적 정보, 

안과질환 유무 및 과거력, 시력교정 방법을 조사하였다. 또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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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를 대상으로 편집성 척도(Paranoia scale)를 이용해 

편집성향의 정도를 평가하였으며 조현병 환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한국판 양성 및 음성 증후군 척도(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PANSS)를 이용해 임상 증상을 평가하였다. 

 

나. 자극 및 과제 

모든 피험자를 대상으로 그림1에 제시된 바와 같은 관계사고 유발

과제를 시행하였다. 자극은 벤치에 앉은 채 대화를 하는 두 배우의 

동영상으로 1m 거리에서 촬영되었다. 상황은 유관대화(Referential 

conversation), 무관대화(Non-referential conversation), 대화없음

(No conversation) 세가지 조건으로 설정되었으며, 동영상의 길이는 

27초였다. 유관 대화 조건에서는 두 명의 여자가 서로 대화를 하며 

간헐적으로 피험자를 언급하고 피험자 방향으로 시선을 주었다. 무관 

대화 조건에서는 두 명의 여자가 오직 서로만 바라보며 피험자와 관

련 없는 이야기를 하였다. 대화없음 조건에서는 두 명의 여자가 등을 

맞대고 앉아 한 명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였고 다른 한 명은 신문을 

읽으며 간헐적으로 혼잣말을 하기만 하였다.  

각각의 조건 별 1개의 동영상이 피험자에게 제시되었으며 피험자의 

관계사고 유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피험자로 하여금 각 조건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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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시청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게 하였다. 

첫째는 지각적 요소로서 “자기관계적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동영

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피험자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 같은지 질문하였

다. 둘째는 인지적 요소로서 “악의적 해석”을 평가하기 위해 동영

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피험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지 질

문하였다. 셋째는 정서적 요소로서 “불안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동영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감을 느껴지는지 질문하였다. 

피험자의 응답은 각각의 질문에 대해 1점(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

다)까지 마우스 클릭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었다. 각각의 질문은 5초

간 제시되었으며 과제 시행에 앞서 모든 피험자는 마우스를 통해 평

가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도록 사전과제를 시행하였다. 

 

Fig.1. A schematic description of the conditions of the idea of reference 

evok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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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선추적기 

실험 참여자들이 관계사고 유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시선 

추적기를 사용하여 120Hz 의 표본 추출비율(Sampling rate)로 시각 

정보를 수집 하였다. 피험자의 시선 방향은 시선추적기의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피험자 동공의 중앙을 추적하였으며 피험자 동공의 

중앙이 향하고 있는 화면 상에서의 위치를 해당시간과 함께 X축, Y축 

값의 두 변수로 기록하였다. 시선추적 과제 수행을 하는 동안 실험 

참여자의 양측 동공을 이은 가상의 선이 화면과 60cm 거리, 

연직각 13 도, 수평각 0 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실험기간 동안 턱을 

받쳐 시선을 고정 할 수 있는 장치를 동일한 위치에 놓아 적용하였다. 

본격적인 실험을 진행하기 전 주시고정의 교정(calibration)및 

확인(validation) 과정을 거쳐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려 하였다. 

주시고정의 교정기간 동안 피험자는 제시되는 원모양의 점을 쳐다 

보도록 지시 받았으며 당시 동공중앙의 위치가 시선추적시스템에 

기록되었다. 모든 피험자는 주시고정의 교정 및 확인 후 관계사고 

유발 과제를 시행하였으며 시선추적기는 교정기간 동공중앙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삼아 피험자의 시선위치를 기록하였다. 피험자의 시선 

추적은 SensoMotoric Instruments (SMI, Germany)의 시선추적기를 

사용하여 수행 하였으며, Experiment Center™ 3.0 및 SMI iView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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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MI BeGaze™ software 를 사용하여 과제 수행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자료 분석 

조현병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인구학적 특성 비교에는 

카이제곱검정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관계사고 유발과제의 

조건에 따른 지각적, 인지적, 정서적 평가의 결과값에 대해 환자군과 

정상대조군 사이의 차이를 보기 위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시행하였다. 시선 측정값 분석에 있어 주시고정(fixation)은 

80ms 이상의 시간 동안 100pixel 이내의 범위 내에서 x, y 의 값이 

고정되어 있을 때로 정의 되었으며 단속운동(saccade)은 x, y의 값의 

변화와 함께 22ms 이상의 시간 동안 초당 40 도 이상의 안구운동이 

있을 때로 정의 되었다. 피험자의 시각패턴 관찰을 위해 각 조건과제 

시행시의 시선의 양(amount of gaze), 주시고정 개수(fixation count) 

눈 깜박임 수(blink count), 단속운동 개수(saccade count)를 

측정하였다. 또한 흥미지역(Area of interest)으로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우의 얼굴과 몸통을 설정한 뒤 각 흥미지역의 응시횟수(glance 

count), 주시고정 횟수(Fixation count), 주시고정 시간(Fixation 

time)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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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흥미 지역(area of interest)설정은 영상 처리 프로그램인 

SMI BeGaze™ software 을 이용하였으며 Area of interest 의 예시는 

그림 2 에 제시하였다. 각 조건, 흥미지역별 시선 측정값에 대해서는 

Mann-whitney U 검정을 사용하여 정상인과 환자군을 비교하였으며 

흥미지역 시선측정값에 대해 상황조건에 따른 집단 내 영향을 

판정하기 위해 프리드만 검증(Friedman test)및 대응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 처리는 SPSS 20.0 for WINDOWS 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의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Fig.2 Area of interest of the idea of reference-evoking task 

 

Ⅲ. 결과 

1.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  

 환자군과 정상군 사이의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환자군의 평균연령은 30.1±5.3세, 정상군의 평균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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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1.6세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교육기간은 환자군 

14.2±1.5(년), 정상군 15.8±1.4(년)으로 정상군의 교육기간이 유의 

하게 길었다(p<0.01). 환자군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편집성 

척도 값을 보였으며(정상군 19.5±11.2; 환자군 39.0±13.9; p<0.01), 

관계사고 유발 과제 수행 당시의 환자의 PANSS 총점은 74.5±14.7 

이었다. 대상환자들은 모두 항정신병약물 복용 중에 과제가 

시행되었다. 동반된 안과적 질환은 정상군에서 근시 8명, 원시 1명, 

난시 7명이었으며, 환자군 에서는 근시 8명, 원시 4명, 난시 

5명이었다. 동반된 질환에 따른 시력교정 방법은 정상군에서 안경 

8명, 렌즈 2명, 시력교정술 4명이었으며 환자군 에서는 각각 안경 

11명, 렌즈 1명, 시력교정술 2명이었다. 

Table 1. Demographic & clinical characteristics of IOR task 

participants 

 Control SPR 
p-value* 

 (n=18) (n=18) 

Male  7 (38.9%)  8 (44.4%) 0.317 

Female 11 (61.1%) 10 (55.6%) 0.317 

Age 29.4 ± 11.6 30.1 ± 5.3 0.825 

Education 15.8 ± 1.4 14.2 ± 1.5 <0.01 

Paranoid scale score 19.5 ± 11.2 39.0 ± 13.9 <0.01 

Total PANSS score  74.5 ± 14.7  

Positive score  19.1 ± 4.9  

Negative score  20.7 ± 6.7  

General score  34.7 ± 6.4  

Values are mean ± SD.＊: chi-square for categorical variable and independent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 PANSS: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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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사고 유발과제 수행도 비교 

 유관대화조건에서 자기관계적 지각은 정상군이 3.0(2.0~4.0)으로 

환자군의 4.0(1.0~5.0)에 비해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악의적 해석은 환자군이 2.0(1.0~3.0)으로 정상군의 

1.0(1.0~3.0)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p<0.01), 불안반응 역시 환자

군이 2.0(1.0~4.0)로 정상군의 1.5(1.0~3.0)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p<0.01). 무관대화조건에서 자기관계적 지각은 환자군이 2.0 

(1.0~4.0)로 정상군의 1.0(1.0~2.0)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p<0.01), 악의적 해석(환자군 2.0(1.0~3.0), 정상군 1.0(1.0~2.0), 

p<0.01)과 불안반응(환자군 2.0(1.0~4.0), 정상군 1.0(1.0~2.0), 

p<0.01) 역시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대화없음 

조건에서 자기관계적 지각은 환자군이 2.0(1.0~3.0)로 정상군 

1.0(1.0~2.0)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p<0.01), 악의적 해석(환

자군 2.0(1.0~3.0), 정상군 1.0(1.0~2.0), p<0.01)과 불안반응(환자

군 2.0(1.0~3.0), 정상군 1.0(1.0~2.0), p<0.01)역시 환자군이 정상

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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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lf-referential Perception, malevolent Interpretation and 

Anxiety reaction score of IOR task participants  

 control SPR 
p-value* 

 (n=18) (n=18) 

Referential context    

Perception (P)  3.0 (2.0~4.0) 4.0 (1.0~5.0) 0.20 

Interpretation (I)  1.0 (1.0~3.0) 2.0 (1.0~3.0) <0.01 

Anxiety (A) 1.5 (1.0~3.0) 2.0 (1.0~4.0) <0.01 

Non-referential context 

Perception (P)  1.0 (1.0~2.0) 2.0 (1.0~4.0) <0.01 

Interpretation (I)  1.0 (1.0~2.0) 2.0 (1.0~3.0) <0.01 

Anxiety (A) 1.0 (1.0~2.0) 2.0 (1.0~4.0) <0.01 

No-conversation context 

Perception (P)  1.0 (1.0~2.0) 2.0 (1.0~3.0) <0.01 

Interpretation (I)  1.0 (1.0~2.0) 2.0 (1.0~3.0) <0.01 

Anxiety (A) 1.0 (1.0~2.0) 2.0 (1.0~3.0) <0.01 

*:By Mann-Whitney U test, Values are Median, minimum and maximum 

ranges are shown, Perception: Self-referential Perception score,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score, Anxiety: Anxiety score.  

 

 

 

3. 조건 자극 및 흥미지역에 따른 시선 탐색 차이 

그림 3은 관계사고유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정상군과 환자군  

주사경로(scan-path)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각 조건 별 주사경로 및 

시선정보를 수치화한 정보를 표 3,4에 제시 하였다.   



14 

 

Fig.3 Representative scan-path of IOR task participants, center of a circle: 

fixation point, circle’s radius: relates to fixation duration, connecting line 

between circles: saccade movement. 

 

가. 전반적인 시선 탐색의 차이  

유관대화 조건에서 주시고정 개수(Fixation count)는 정상군이 

147.0(50.0~200.0)으로 환자군의 94.0(0.0~224.0)에 비하여 유의미 

하게 높았다(P<0.05). 단속운동의 개수(Saccade count) 또한 정상군 

이 158.5(74.0~214.0)로 환자군의 112.5(1.0 ~232.0)에 비해 유의미 

하게 높았다(P<0.05). 이와는 달리 과제 수행 동안 측정된 총 시선의 

양(amount of gaze) <정상군 3055.5(2218.0~3175.0); 환자군 3017.0 

(774.0~3128.0); P=0.10>, 눈 깜박임 수(Blink count) <정상군 20.5 

(0.0~39.0); 환자군 24.5(4.0~110.0); P=0.40>는 두 군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표3).  

무관대화, 대화없음 조건에서는 유관대화조건과 유사한 결과가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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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정상군은 환자군에 비하여 주시고정 개수(Fixation count)및 

단속운동 개수(Saccade count)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총 시선의 양 

(amount of gaze), 눈 깜박임 수(Blink count)는 두 군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표3). 

Table 3. General eye gaze information of IOR task participants  

 control SPR 
p-value 

 (n=18) (n=18) 

1m, Referential context 

Amount of gaze (G) 3055.5 (2218.0~3175.0) 3017.0 (774.0~3128.0) 0.10 

Fixation count (F) 147.0 (50.0~200.0) 94.0 (0.0~224.0) <0.05 

Saccade count (S) 158.5 (74.0~214.0) 112.5 (1.0~232.0) <0.05 

Blink count (B) 20.5 (0.0~39.0) 24.5 (4.0~110.0) 0.40 

Non-referential context 

Amount of gaze (G) 3071.0 (544.0~3203.0) 2943.5 (2334.0~3977.0) 0.08 

Fixation count (F) 140.5 (0.0~230.0) 113.0 (16.0~208.0) <0.05 

Saccade count (S) 154.0 (0.0~230.0) 117.0 (32.0~214.0) <0.05 

Blink count (B) 20.0 (0.0~35.0) 27.5 (2.0~97.0) 0.06 

No-conversation context 

Amount of gaze (G) 2924.0 (1666.0~3076.0) 2880.0 (2026.0~3063.0) 0.24 

Fixation count (F) 139.0 (62.0~200.0) 94.0 (14.0~156.0) <0.01 

Saccade count (S) 157.5 (89.0~208.0) 99.0 (17.0~163.0) <0.01 

Blink count (B) 18.5 (5.0~61.0) 32.0 (3.0~57.0) 0.05 

By Mann-Whitney U test, Values are Median, minimum and maximum 

ranges are shown 

 

나. 흥미지역에 따른 시선 탐색의 차이 

유관대화 조건에서 몸통 지역의 응시횟수(glance count) <정상군 

1.5(0.0~13.0); 환자군 0.0(0.0~9.0); P<0.05>, 주시고정 횟수 

(Fixation count) <정상군 2.0(0.0~30.0); 환자군 0.00(0.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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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주시고정 시간(Fixation time) <정상군 303.2(0.0~7687.2); 

환자군 0.0(0.0~3197.6); P<0.05>은 정상군이 환자 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표4). 이와는 달리 얼굴 부위의 응시횟수(glance 

count), 주시고정 횟수(Fixation count), 주시고정 시간(Fixation 

time)은 두 군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표4).  

무관대화 조건, 대화없음 조건 또한 유관대화 조건과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무관대화, 대화없음 조건에서 몸통 지역의 

응시횟수(glance count), 주시고정 횟수(Fixation count), 주시고정 

시간(Fixation time)은 정상군이 환자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4). 무관대화, 대화없음 조건에서 얼굴 부위의 응시횟수(glance 

count), 주시고정 횟수(Fixation count), 주시고정 시간(Fixation 

time)은 두 군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표4).  

Table 4. Glance count, Fixation count and time in body and face Regions 

 Control SPR 
p-value 

 (n=18) (n=18) 

Referential context   

Glance count (n)     

Body (B) 1.5 (0.0~13.0) 0.0 (0.0~9.0) <0.05 

Face (F) 14.0 (0.0~34.0) 10.0 (0.0~34.0) 0.41 

Fixation count (n)     

Body (B) 2.0 (0.0~30.0) 0.00 (0.0~26.0) <0.05 

Face (F) 42.5 (0.0~83.0) 32.5 (0.0~90.0) 0.40 

Fixation time (ms)     

Body (B) 303.2 (0.0~7687.2) 0.0 (0.0~3197.6) <0.05 

Face (F) 10465.2 (0.0~19537.9) 5659.5 (0.0~21438.7)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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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ferential context   

Glance count (n)     

Body (B) 4.0 (0.0~22.0) 1.5 (0.0~12.0) <0.05 

Face (F) 10.0 (0.0~30.0) 10.5 (0.0~27.0) 0.96 

Fixation count (n)     

Body (B) 9.0 (0.0~62.0) 3.0 (0.0~30.0) <0.05 

Face (F) 18.5 (0.0~71.0) 34.0 (0.0~68.0) 0.89 

Fixation time (ms)     

Body (B) 2606.9 (0.0~11169.3) 322.5 (0.0~5263.5) <0.05 

Face (F) 5516.4 (0.0~18236.8) 7746.6 (0.0~21573.1) 0.63 

No-conversation context   

Glance count (n)     

Body (B) 8.0 (3.0~23.0) 3.5 (0.0~18.0) <0.01 

Face (F) 12.0 (0.0~20.0) 6.5 (0.0~28.0) 0.70 

Fixation count (n)     

Body (B) 22.5 (4.0~59.0) 5.0 (0.0~44.0) <0.01 

Face (F) 28.5 (0.0~67.0) 19.0 (0.0~72.0) 0.63 

Fixation time (ms)     

Body (B) 
4377.6 

(542.0~17207.7) 
959.9 (0.0~9751.3) <0.05 

Face (F) 5600.8 (0.0~20943.1) 3542.5 (0.0~20231.5) 0.63 

By Mann-Whitney U test, Values are Median, minimum and maximum 

ranges are shown  

 

다. 흥미지역 시선 탐색의 상황 조건에 따른 영향  

정상인은 몸통 지역의 응시횟수(Glance count), 주시고정 

횟수(Fixation count), 주시고정 시간(Fixation time)에있어 유관대화 

조건이 무관대화 조건과 대화없음 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결과가 관찰되었다. 조현병 환자의 경우 몸통지역의 응시횟수 

(Glance count), 주시고정 횟수(Fixation count)에서 세 조건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주시고정 시간(Fixation time)은 



18 

 

유관대화 조건이 대화없음 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유관대화 

0<0~3198>, 대화없음 960 <0~9751>)(표5). 

얼굴지역의 응시횟수(Glance count), 주시고정 횟수(Fixation 

count), 주시고정 시간(Fixation time)은 정상인, 조현병 환자 모두 

상황조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 되지 않았다 (표5).  

Table 5. Context effect on Glance count, Fixation count and Fixation 

Time in Area of interest  

Values are Median, minimum and maximum ranges are shown. 

*For Friedman test, results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P<0.05, post hoc 

paired t-test results significant at a Bonferroni-corrected P<0.017 are 

shown. †P<0.05.  

  Referential Non-referential No conversation P-value* 

Body 

Control      

Glance count(n) * 1.5 (0.0~13.0) 4.0 (0.0~22.0) 8.0 (3.0~23.0) R<NR†, R<NC 

Fixation count(n)* 2.0 (0.0~30.0) 9.0 (0.0~62.0) 22.5 (4.0~59.0) R<NR, R<NC 

Fixation time(ms)* 303 (0~7687) 2607 (0~11169) 4377 (542~17208) R<NR, R<NC 

Schizophrenia     

Glance count(n)  0.0 (0.0~9.0) 1.5 (0.0~12.0) 3.5 (0.0~18.0)  

Fixation count(n) 0.00 (0.0~26.0) 3.0 (0.0~30.0) 5.0 (0.0~44.0)  

Fixation time(ms)* 0 (0~3198) 323 (0~5264) 960 (0~9751) R<NC 

Face 

Control      

Glance count(n)  14.0(0.0~34.0) 10.0 (0.0~30.0) 12.0 (0.0~20.0)  

Fixation count(n) 42.5 (0.0~83.0) 18.5 (0.0~71.0) 28.5 (0.0~67.0)  

Fixation time(ms) 10465 (0~19537) 5516 (0~18236) 5601 (0~20943)  

Schizophrenia     

Glance count(n)  10.0 (0.0~34.0) 10.5 (0.0~27.0) 6.5 (0.0~28.0)  

Fixation count(n) 32.5 (0.0~90.0) 34.0 (0.0~68.0) 19.0 (0.0~72.0)  

Fixation time(ms) 5660 (0~21438) 7747 (0~21573) 3543 (0~20232)  



19 

 

4. 임상적 평가와의 상관성  

정상인에서 편집성 척도 점수와 총 주시고정 개수(Total 

fixation count), 총 단속운동 개수(Total saccade count), 총 시선의 

양(amount of gaze), 눈 깜박임 수(Blink count), 흥미지역의 응시 

횟수(glance count), 주시고정 횟수(Fixation count), 주시고정 

시간(Fixation time)의 시각적 탐색 양상을 반영하는 수치간의 

유의미한 상관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현병 환자 또한 편집성 

척도 점수, 양성 및 음성 증후군 척도(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PANSS)와 시각적 탐색 양상을 반영하는 수치간의 

유의미한 상관 관계는 관찰 되지 않았다.  

 

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사회적 상황에서 관계사고 및 사회인

지, 결론 도출을 위한 시선 추적과정을 알아보고자 관계사고유발 과

제 수행과 함께 시선을 추적하여 정상인과의 차이를 비교 하였다. 과

제 수행 결과 조현병 환자들은 유관 대화 조건에서 정상인에 비해 자

기관계적 지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악의적 해석과 불안반

응에서는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자신과 관계된 대화조건 

자극에서 정상군과 환자군 사이 자기관계적 지각에 차이가 없는 것은 

정상적으로 정상인에게도 관계사고가 유발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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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연구결과인 자신을 향한 시선은 정상인과 차이 없이 인식하는 

조현병 환자들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11 상기 결과는 정상

반응으로 관계사고가 유발될 상황에서도 조현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

해 악의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데 편향되어 있으며 주관적으로 높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편집증적인 조현병 환자들

이 중립적 자극을 위협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편도체의 과 

활성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

으로 보인다.22  

무관대화 조건과 대화없음 조건에서는 환자군이 정상인에 비해 

자기관계적 지각, 악의적 해석, 불안반응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는 자신을 향하지 않은 시선에 자기 

관계적 편향(self-referential bias)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 에서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잘못 해석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5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중립적인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거린 다고 

지각하는 자기관계적 편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상대방의 감정인식 또는 의도파악에 어려움을 겪어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선추적 결과 모든 대화조건에서 조현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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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고정 개수(Fixation count), 단속운동 개수(Saccade count)가 유 

의미하게 적었다. 이에 반해 시선의 양(Amount of gaze), 눈 깜박임 

수(Blink count)는 두 군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시선의 양(Amount of gaze)은 120Hz의 표본추출 비율(Sampling 

rate)로 피험자가 27초 길이의 과제 수행 동안 기록된 동공의 총 

수로 시선정보 수집 시 피험자의 동공이 화면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시선의 양(Amount of gaze)의 수치가 기록 되지 않는다. 이는 시선의 

양(Amount of gaze)이 피험자가 화면을 쳐다 보고 있던 정도를 

반영함을 의미하며 정상인 과 환자군의 시선의 양(Amount of gaze), 

눈 깜박임 수(Blink count)의 차이가 없는 것은 두 군이 유의미한 

차이 없이 화면을 쳐다 보고 동일한 양의 정보를 제시 받았음을 시사 

한다.  

주시고정, 단속운동, 응시운동은 시선 탐색 전략의 질을 반영하는 

수치로 주시고정(Eye fixation)은 동공이 일정기간 이상 한 지점에 

머물며 피험자가 흥미를 가진 지점에 대해 의미 있는 탐색을 한 것을 

의미한다. 단속운동(Saccade movement)은 두 주시고정 사이의 안구 

이동 운동으로 피험자의 흥미를 가진 지점에 대한 활발한 탐색을 

반영한다. 응시운동(Glance movement)은 흥미지역(Area of 

interest)설정 시 흥미지역 외부로부터 흥미지역으로 시선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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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속운동으로 특정영역에 대한 집중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 

두 군간의 시선의 양이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현병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유의미한 주시고정, 단속운동이 적었으며 이는 

정상인에 비해 조현병 환자들이 제한된 시선탐색전략을 사용 

하였음을 의미한다. 조현병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얼굴인식, 풍경, 

기하학적 모양 등의 인식에 있어 제한된 시각전략 패턴을 보임이 

알려져 있으며23-26 본 연구결과 또한 이러한 특징이 반영 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가설과 다르게 흥미지역에 대한 시선탐색전략에 있어 

조현병 환자는 모든 대화조건에서 몸통부위의 주시고정 횟수 

(Fixation count), 주시고정 기간(Fixation duration), 응시 횟수 

(Glance count)가 정상인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 외 얼굴 부위에 

대한 주시고정 횟수(Fixation count), 주시고정 기간(Fixation 

duration), 응시횟수(Glance count)는 두 군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피험자에게 제시되는 과제의 특성은 피험자의 관심영역 설정 및 

시선전략에 영향을 미침이 알려져 있으며27 조현병 환자는 과제의 

요구에 따라 집중의 조정 및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해 자유 시선탐색 

시 제한되어있던 시선전략의 정상화 또는 조정이 가능함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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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28 얼굴부위에 제한된 시선전략을 보이는 기존연구24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정상인과 비교해 얼굴 부위에 제한된 

시선전략을 보이지 않았다. 기존연구는 제시된 자극에 있어 특정지시 

없이 자유탐색을 시켰을 때 관찰된 결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관계적 지각여부, 상대방 의도파악의 과제가 

조현병 환자가 얼굴 정보에 집중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해 제시된 과제 수행으로 인한 조현병 환자의 

시선전략의 정상화 효과로 인해 정상인과 유사하게 얼굴 부위에 집중 

하였을 가능성을 생각 할 수 있다.  

Delerue 등(2013)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는 과제수행과 연관된 

정보에 집중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28 본 연구 

결과 조현병 환자가 몸통 등 신체언어에 상대적으로 적은 집중을 

보이는 것은 조현병 환자가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얼굴 부위 

정보에 집중을 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가치를 가진 신체언어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상황의 구분을 통해 상황에 따른 피험자의 시선 

전략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정상인은 자신을 언급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유관대화 조건에 비해 상황의 애매모호성으로 

인해 좀더 많은 정보의 획득이 필요한 무관대화 조건, 대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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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얼굴 부위 이외에도 신체언어 정보 획득을 위해 몸통 

지역에 집중하는 모습이 관찰 되었다. 하지만 조현병 환자는 애매 

모호성으로 인해 좀더 많은 정보의 획득이 필요한 무관대화 조건, 

대화없음 조건에서도 몸통 부위 집중에 큰 변화 없이 얼굴 부위 

집중을 통한 정보 획득을 하였다. 이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시선 

전략을 변화하여 주변상황 정보를 획득하는 정상인과 달리 제한된 

시선처리 전략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몸통 지역의 집중 및 시선처리 전략에 차이가 있지만 정상인과 

조현병 환자 모두 핵심 정보를 반영하는 얼굴 부위에 비슷한 시선의 

집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현병 환자는 자기 관계적 편향 및 

상대방 의도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반응을 보였다. 이는 

조현병 환자의 사회인지의 오류가 시각적 탐색과정의 문제뿐 만이 

아니라 수집된 정보에 대한 해석과정의 문제 즉 뇌 내에서 이루 

어지는 과정의 문제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뇌 영상 및 

신경생리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시선 신호 인식에는 상측두구 

(superior temporal sulcus)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29,30
, 상대방의 눈 

또는 사회적 신호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추론하고 판단하는 것은 

복내측전전두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및 안와전두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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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o-frontal cortex)의 활성과 연관이 있다.31-33
 조현병 환자는 

정상인과 비교해 복내측전전두피질의 활성 저하와 함께 구조적 

이상이 관찰되며,32,34-36
 상측두구의 과 활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37 

본 연구 결과 관찰된 조현병 환자의 시선패턴 과 자기 관계적 편향, 

악의적 해석 및 불안반응은 시선탐색 과정의 차이 외에도 

선행연구에서 증명된 복내측전전두피질과 상측두구의 기능이상이 

이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군 에서 복용하고 있는 

항정신병약물로 인한 안구운동 저하의 가능성을 고려 하지 않았던 

점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와 정상인 에게 얼굴, 

풍경 사진 제시 후 시선탐색 과정 분석 시 두 군간의 유의미한 

주시고정 수, 시간의 차이가 없었으며38 만성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주시고정 수, 주사경로 길이와 항정신병약물의 용량과의 상관성을 

보고자 한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상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39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 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관찰된 정상인과 조현병 

환자의 시선 전략의 차이는 항정신병약물로 인한 차이라기 보다는 

조현병 환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환자군과 

정상군이 각각 18명으로 적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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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많은 사례 수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상기 제시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사실

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조현병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거린다고 지각 하는 자기 관계적 편향이 있으며 이

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감을 느낀다. 둘째 사

회적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들은 정상인과 달리 제한된 시선처리 전략

을 보이고 적은 정보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이 있다. 셋

째 조현병 환자의 자기 관계적 편향 및 이로 인한 사회 인지의 오류

는 시각 탐색 과정뿐만 아니라 뇌 내 기능 이상으로 인한 획득된 정

보 추론의 오류가 같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임상상황에서 환자의 기억에 의존해 주관적이고 정량화하기 어려웠던 

관계사고를 세분화 하고 실험적 과제를 통해 사회적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의 관계사고의 특징 및 시선탐색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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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Visual searching pattern of patients with schizophrenia in 

social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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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Jae-Jin Kim) 

 

Patients with schizophrenia often present idea of reference 

in social situations but there has been limited number of 

research which examines the nature of the idea of reference and 

visual searching pattern in social situat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behavioral and visual searching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schizophrenia in social 

situations in which idea of reference can be provoked. Visual 

scan path were monitored in 18 subjects with schizophrenia (8 

males) and 18 healthy volunteers (7 males) while they were 

performing the idea of reference provoking task. Patients 

tended to avoid looking at the women’s body in every movie clip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face area. These result means 

the possibility of visual strategy difference in schizophrenia 

may be the cause of self-referential bias and paranoid response. 

And no difference in attention to core information region (face) 

may suggest the possibility of inferential error as well as the 

cause of self-referential bias and paranoid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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