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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조현병 환자의 사회적, 여가적 활동에 대한 내재동기와

외재동기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비교 연구

조현병의 음성증상 중 동기의 저하는 일상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이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활동에 대해 갖는 내재동기와

외재동기를 비교하고 그와 관련된 뇌 영역을 연구하는 것은

실험적 제약이 많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과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일상 활동의

내재동기와 외재동기에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을 조현병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대조군은

외재동기보다 내재동기와 관련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몰아냄(crowding-out) 현상이 나타났으나, 조현병

환자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대조군은 해당 활동이

갖는 부담감과 외재동기로 제시된 보상의 보상감이 외재동기와

관련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과 연관을 가져 정상적인 가치

평가를 통한 의사 결정 패턴을 보였으나 환자군은 증상의 정도

또한 외재동기와 관련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과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함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의 군 간

차이의 주 효과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안와전두엽의 활성

이상으로 인한 가치 표상의 결함과 함께 전두-피질하 회로들의

활성 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측두극과

조거구의 활성 이상 또한 환자군의 동기 저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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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되는 말 : 조현병, 음성증상, 동기 저하, 기능적 자기공명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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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현병은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나 행동, 긴장성 행동, 그리고

음성증상 등의 특징적 증상으로 진단될 수 있다.1 이 중 음성증상은

조현병 환자의 장기적인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2이지만, 

약물 치료를 비롯한 여러 치료적 대안에 한계가 있어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음성증상의 특징으로는 고전적으로 정동의

둔마(affective flattening), 무언증(alogia), 무감동(apathy), 

무쾌감(anhedonia), 무동기(amotivation) 등이 언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요인 분석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쾌감/동기의 저하와 정동의

둔마가 음성증상을 대표하는 두 가지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3 특히, 

동기의 저하는 다른 음성증상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4-7

  무동기(amotivation)란 ‘목적 지향성 활동을 시작하거나 지속하기

위한 동기의 감소’를 뜻하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된다.7 Bleuler는

조현병 환자들이 내/외적인 이유와 무관하게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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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없이 게으르고 무심하다고 묘사하였다.8 무동기는 어떠한

활동을 수행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활동으로부터 원하는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부족하거나, 혹은 일차적으로 아무런 동기 자체가 없어서

나타날 수 있다.9 조현병 환자의 이러한 동기와 관련한 결핍은 일상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10 대규모의 조현병 환자군을

대상으로 심리 측정 평가들을 시행하여 개발된 ‘음성증상 평가를

위한 임상 면담 척도 (Clinical Assessment Interview for Negative 

Symptoms, CAINS)’에서는 요인 분석을 통해 조현병 환자의

쾌감/동기의 저하를 크게 사회적, 직업적, 여가적 활동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11,12 이는 임상적 상황에서 이 세 영역의 동기 저하가

조현병 환자의 기능 저하를 유발한다는 맥락과 일치한다.6

동기와 관련한 대표적인 이론인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는, 행동을 유발하는 이유나

목적에 따라 동기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 내재동기(intrinsic 

motivation)는 행동 자체가 흥미롭거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갖게

되는 동기인 반면, 외재동기(extrinsic motivation)는 어떤 행동과

연관 되어있는 별개의 결과물에 대한 취득 혹은 회피를 위해 갖게

되는 동기를 말한다.9 개인이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유발한 동기가 내재적인지 혹은 외재적인지에 따라 그 행동에 대한

경험과 수행 능력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이 밝혀져 있다.13 정상인의

경우, 동일한 난이도의 과제를 수행할 때 과제에 대한 보상이

내재동기를 격려하도록 주어지는 경우에서 외재동기를 격려하도록

주어지는 경우보다 더 적극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4 조현병 환자에서도 역시 외재동기와 내재동기 모두 중요한

역할을 가지지만, 그 양상이 일반인과 다르게 나타난다.10

생태순간평가(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를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의 동기를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라 분석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에서는 정상 대조군에 비해 내재동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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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autonomy), 능숙성(competency)과 긍정적 자극에 대한

외재동기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나, 내재동기의

관계성(relatedness)과 부정적 자극 회피에 대한 외재동기는 유지가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15

조현병 환자의 동기 저하에 대하여 이와 같은 행동 반응 결과의

비교 연구뿐 아니라, 행동 반응의 근간을 이루는 생물학적 병인의

탐구를 위해 동기 저하와 관련한 뇌 영역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에

대해서도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가 있다.16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서

활성화 되는 뇌의 영역을 연구하는 기법으로는

양전자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뇌자도

검사(magnetoencephalography, MEG),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ngetic resonance imaging, fMRI)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기능 검사와 동시에 특정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해당 과제와 연관된 뇌의 활성 부위를 확인할 수

있어 다양한 실험 심리학 및 정신의학적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중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은 뇌의 혈류 변화에 대한

정보인 BOLD(blood oxygen level dependency) 신호를 측정하여

뇌의 활성 부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은 인체에

무해하고, 시간/공간 해상도에서 양전자단층촬영보다 우수하며 뇌의

심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뇌자도 검사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기법을 이용한 조현병 환자의 동기 저하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에서는 예측 오차(prediction 

error), 보상 기대(reward anticipation)와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의 근간이 되는 뇌의 기저핵(basal ganglia)에서 도파민

신호의 이상을 보여,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학습하는 능력은 유지되나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행동을 하도록

학습하는 능력이 저하 되어 있다.17,18 이러한 결함은 뇌의 기저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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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 신호를 통해 일어나는 강화 학습이 둔화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19 이로부터, 조현병 환자는 특정 행동을 하는 것

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극에 대한 동기, 즉 내재동기는

감소하였으나, 특정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얻게 되는 부정적

외부 자극을 피하는 외재동기는 유지가 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현병 환자의 동기 저하는 가치 평가의 이상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7 조현병 환자는 어떠한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의 가치에 대한 표상을 생성하고, 유지하고, 갱신하는데

결함을 보인다.20 가치 표상의 결함으로 인해 조현병 환자는 어떠한

행위로부터 얻게 되는 결과물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을 얻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작은 이득을 얻는

것을 선호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가치 표상의 결함은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의 이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여가적 활동에 대한 보상은 단순하고 즉각적이기

보다는, 복잡한 사회적 맥락과 연관되어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여가적 활동에 대한 내재동기가 저하된 조현병

환자는, 안와전두피질의 이상에 의한 가치 표상의 결함과의 연관성

또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조현병에서 동기 저하가 갖는 임상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까지도, 뇌영상 연구가 가능한 실험실 환경에서 일상

생활의 활동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실험 설계적 한계로

인해, 조현병 환자가 일상 생활에서 겪는 사회적, 여가적 활동에 대한

내재동기와 외재동기를 비교한 뇌영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일상적 상황을 재현하는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란 컴퓨터로 생성된 가상의 환경과 인물의 이미지를

피험자에게 제시하여 현실과 가까운 상호 작용을 하도록 돕는

기술이다.21 가상현실은 정신과 분야에서 적용 분야가 확장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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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포증,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등 다양한 불안장애의 인지 행동

치료에 이미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조현병과 같은 정신증에서도

치료적 적용 가능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22 실험 심리학적

과제에서 제시되는 자극에 가상현실을 적용하는 경우 단순화된

실험적 자극에 비해 현실적인 사회적 환경에 대한 피험자의 자세한

반응을 평가할 수 있으며 뇌영상기법과 함께 자극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바를 실험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일상 생활에서의

동기 자극을 제시하고, 해당 자극에 대한 뇌의 혈역학적 반응을

시간적으로 빠르고, 공간적으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기법을 이용하여 일상적 활동에 대한 과제를 수행할 때

뇌의 활성 변화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조현병

환자가 일상 생활에서 겪는 동기 저하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음성증상 치료의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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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피험자의 모집

피험자는 15명의 조현병 환자군 및 환자군에 나이와 성별을 맞춘

19명의 건강한 정상대조군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피험자는 연구의

목적 및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서면 동의한 뒤 연구에

참여하였다. 환자군 피험자는 20세에서 50세 사이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과적 평가에 의해 조현병으로 진단 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급성기 증상이 완화 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피험자의 제외 기준으로는 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

제4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

Fourth Edition)에 기반한 구조화된 임상 면담(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을 통해 조현병 외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정상대조군 중 정신과적 현증이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물질 및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경우, 뇌손상이나

신경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 정신지체인 경우, 왼손잡이인 경우,

인공심장박도기나 금속성 물질의 체내 이식 등 자기공명영상 촬영의

전반적인 금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2. 피험자의 평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촬영 전 모든 대상자는 자가설문지로 구성된

병원 불안 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23, 

무쾌감 척도(Anhedonia scale)24,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25, 기초 심리적 욕구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26, 직업에서의 동기 척도(Motivation at 

work scale)27를 시행하였고 임상가와의 면담을 통해

Heinrichs-Carpenter 삶의 질 척도(Heinrichs-Carpenter Quality of 

Life Scale)28 중 목적, 동기, 호기심과 관련된 세 항목으로 전반적인

동기 수준을 평가하며, 음성증상 평가를 위한 임상 면담 척도(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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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Interview for Negative Symptoms, CAINS)12로

음성증상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환자군은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양성

및 음성 증후군 척도(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PANSS)29로 전반적인 증상 정도를 평가하며 전반적 기능 평가

척도(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Scale, GAF)30로 기능수준을

평가하였다. 촬영이 끝난 뒤 모든 피험자는 사후 설문을 통해 각

과제에서 제시된 활동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부담감을 0점부터

10점 사이로 답하도록 해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 요인 중

하나인 부담감을 평가하였고, 외재동기로 제시된 보상들의 개인적인

보상감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피험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인 나이와 성별은 각각 독립적 t-검정과 χ 제곱 검정을 통해

비교하였고 임상적 척도를 독립적 t-검정으로 군간 비교하였다.

3. 실험 과제

  가. 과제의 구성

실험에 사용된 과제는 새롭게 고안된 과제로, 가상현실 아바타가

녹음된 음성 자극으로 사회적 또는 여가적 활동을 제안하는 ‘활동

제안 구간’과 각 활동에 대한 내재동기 혹은 외재동기를 제시하는

‘동기 제시 구간’으로 나뉘어 피험자에게 주어지도록 구성되었다.

활동 제안 구간에서 사회적, 여가적 활동의 두 조건과 동기 제시

구간에서 내재, 외재동기의 두 조건이 존재하여 2ｘ2의 네 범주로

나뉘었고, 가치 중립적인 인지적 판단을 요하는 대조 자극의 영역을

추가하여 그림 1과 같이 총 다섯 범주의 자극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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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섯 범주의 자극 제시의 예시.

  나. 과제의 진행

각 범주 별로 18개, 총 90개의 자극이 두 번의 세션으로 나뉘어

제시되었다. 한 시행은 총 6000ms동안 진행 되었고, 그림 2와 같이

자극 제시 구간 4000ms, 반응 구간 1500ms, 마무리 구간 500ms 

순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자극 제시 구간에서의 음성 자극은

4000ms에 맞추어 음성이 종료되도록 제작되었고, 음성이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시작되는 1500ms의 반응 구간에서 피험자는 자극으로

제시된 활동을 ‘그러하다’ 혹은 ‘그렇지 않다’로 답하도록 하였다.

이어 제시되는 500ms의 마무리 구간에서는 화면의 밝기가 어두워져

시행이 곧 종료됨을 예고하였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통한 최적의

혈역학적 반응 곡선(hemodynamic response curve)를 얻기 위해 각

시행 사이에 회색 배경에 검은색 십자 표시가 500ms에서 9500ms 

사이로 흩뜨려 제시되었다.

A. 활동 제안 구간 B. 동기 제시 구간

이번 동창회에 같이 갈래? (사회적활동) 친했던 친구들이 많이 온대. (내재동기)

이번 동창회에 같이 갈래? (사회적활동) TV를 경품으로 준대. (외재동기)

주말에 등산 하러 갈거니? (여가적활동) 단풍이 아주 예쁘대. (내재동기)

주말에 등산 하러 갈거니? (여가적활동) 비싼 등산모자 하나 줄게. (외재동기)

지하철 2호선에 있던가? 신촌역 말이야. (중립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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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극 제시 구간 (4000ms) 2) 반응 구간 (1500ms)

3) 마무리 구간 (500ms) 4) 시행 사이 구간

그림 2. 과제의 진행 순서.

4. 영상 획득 및 전처리

해부학적 영상 및 기능적 영상을 얻기 위해 3.0T의 Achieva

(Philips Healthcare, Amsterdam, Netherlands) 자기공명영상 기기가

사용되었다. 기능적 영상은 echo planar pulse sequence (TE=30ms, 

TR=2000ms, field of view=240mm, matrix=64x64, number of 

slices=30, slice thickness=4mm)로 획득하고, 기능적 영상에 정합을

하기 위한 해부학적 영상은 T1-weighted gradient-echo sequence 

(TE=4.6ms; TR =9.7ms, flip angle=80°, field of view=220mm, 

matrix=224x224, slice thickness=1.20mm)로 획득하였다. 얻어진

영상은 SPM12 (Wellcome Department of Imaging Neuro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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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 UK)을 사용하여 전처리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전처리 과정은 슬라이스 타이밍(slice timing) 후 움직임 교정을

위한 공간 재배열(realignment)을 하고 평균 영상에 각 피험자의

해부학적 영상을 정합(coregistration)하였다. 공간적

완화(smoothing)는 6mm full-width-at-half-maximum Gaussian 

kernel로 시행하였다. 각 피험자의 머리 움직임은 직접 확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작스러운 움직임이 없도록 하였고,

전처리 과정 중 세 축의 머리 움직임 값을 공변량으로 대입하여

제거하였다. 전처리가 완료된 기능적 영상으로부터 과제의 다섯

범주에 해당하는 음영(contrast)을 얻었고, 개인 결과 산출(1st-level 

analysis)을 통해 대조 자극의 음영을 기준으로 한 네 범주의 음영을

획득하였다.

5. 통계적 분석

    가. 행동 반응의 분석

행동 반응의 결과 행동에 참여하는 ‘그러하다.’를 선택한 경우

1점을, 참여하지 않는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경우 0점을 부여하여

대조 자극을 제외한 네 범주에 대해 평균 값을 내어 모든 피험자에

대해 범주별 ‘참여 비율값’을 구하였다.

대조군과 환자군의 내재동기, 외재동기에 따른 활동의 참여 여부에

대한 비교를 위해 각 군의 내재동기, 외재동기 범주에 대한 참여

비율값 차이의 반복 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시행하였다. 사후 분석으로 각 군 내에서 내재동기와 외재동기에

의해 활동을 선택하는 정도가 차이를 갖는지에 대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각 피험자의 참여 비율이 피험자의 다른 상태

혹은 특성과 연관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주별 참여 비율값과

실험 직전 시행된 척도와의 상관 분석을 군별로 시행하였다.



- 12 -

    나. 기능적 영상의 분석

전처리가 완료된 기능적 영상은 집단 분석(2nd-level analysis)을

시행하여 군 간 비교를 진행하였다. 모든 피험자에 대한

군(대조군/환자군), 동기의 종류(내재동기/외재동기)를 포함한 2ｘ2의

조건에 해당하는 음영을 대입하여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반복 측정 분산분석 결과 중 군 간 차이의 주 효과와 군 간 차이 및

동기의 종류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군 간 차이의 주

효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뇌 영역에 대해 각 영역에서의

기능적 활성을 대변할 수 있는 혈류 신호 변화의 값을 피험자별로

추출하여 도출한 평균값을 음성증상의 임상 지표인 음성증상 평가를

위한 임상 면담 척도와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혈류 신호 변화

추출을 위한 뇌의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 설정은 집단 분석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복셀(voxel)들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지정하였다. 모든 통계적 임계값은 Familywise 오차 교정을

p<0.05으로 설정하여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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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피험자의 인구학적 요인 및 임상적 척도

  피험자는 나이, 성별, 병원 불안-우울척도로 평가된 불안과 우울의

정도에서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Heinrichs-Carpenter 삶의 질

척도 중 세 항목의 평균, 음성증상 평가를 위한 임상 면담 척도는 군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1).

표 1. 피험자의 인구학적 요인 및 임상적 척도*

변수 정상군 환자군 t (χ2) p

나이 36.05±6.654 37.07±9.691 -0.361 0.720

성별 11/8 7/8 0.424 0.515

CAINS† 3.53±3.133 15.73±5.561 -7.602 <0.001

QLS 14.42±1.895 8.53±3.021 6.953 <0.001

HADS-A 5.21±1.960 7.60±4.687 -1.851 0.081

HADS-D 5.74±2.491 8.07±4.728 -1.852 0.073

* 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냄

† CAINS: 음성증상 평가를 위한 임상 면담 척도, QLS: 

Heinrichs-Carpenter 삶의 질 척도 중 세 항목의 평균, HADS-A: 

병원 불안-우울척도 중 불안 부분 척도, HADS-D: 병원

불안-우울척도 중 우울 부분 척도

2. 행동 반응 분석 결과

대조군과 환자군의 내재동기, 외재동기에 따른 참여 비율값은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 (p=0.004)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추가적인 사후 분석에서 환자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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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동기와 외재동기에 따른 참여 비율값은 대응 표본 t-검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t=-0.302 p=0.767), 정상군의

내재동기와 외재동기에 따른 참여 비율값은 대응 표본 t-검정에서

내재동기가 유의미하게 참여 비율값이 높은 것(t=3.835 p=0.001)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대조군과 환자군의 내재동기 및 외재동기에 따른 참여

비율값의 반복 측정 분산분석 결과. 정상군은 내재동기가 외재동기에

비해 참여 비율값이 유의미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으나 환자군은 두

조건에서 참여 비율값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각 피험자의 참여 비율값과 실험 전 시행된 척도와의 상관분석에서,

정상군은 내재동기의 참여 비율값이 무쾌감 척도 중 신체적 무쾌감

부분 척도, 기초 심리적 욕구 척도 중 자율성 부분 척도, 직업에서의

동기 척도 중 내재동기 부분 척도와 유의미한 연관을 보였으나

환자군에서는 내재동기와 외재동기의 참여 비율값이 무쾌감 척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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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및 사회적 무쾌감 부분 척도, 기초 심리적 욕구 척도 중

관계성 부분 척도, 직업에서의 동기 척도 중 무동기, 외재동기 부분

척도, Heinrichs-Carpenter 삶의 질 척도, 음성증상 평가를 위한

임상 면담 척도와 유의미한 연관을 보이고, 외재동기의 참여

비율값은 추가적으로 기초 심리적 욕구 척도 중 유능감 부분 척도와

유의미한 연관을 보였다. 사후 설문 결과 중 활동의 부담감은

내재동기의 참여 비율값과, 보상감은 외재동기의 참여 비율값과 두

군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2).

3. 기능적 영상 분석 결과

집단 분석의 반복 측정 분산분석에서 군 간 차이의 주 효과는 우측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 우측 가쪽전두피질(lateral frontal 

cortex), 우측 측두극(temporal pole), 등쪽 전대상피질(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 우측 섬엽(insula), 전방 뇌량(corpus 

callosum), 좌측 보조운동영역, 좌측 복부 외측핵(ventral lateral 

nucleus)을 포함하는 시상(thalamus), 좌측 두정엽(parietal lobe)과

양측 조거구(calcarine fissure)에서 나타났다(표 3). 군 간 차이 및

동기의 종류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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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피험자의 참여 비율값과 임상 척도 및 사후 평가 항목의 상관

분석

척도 부분척도
정상군 환자군

내재동기 외재동기 내재동기 외재동기

무쾌감
신체적 -0.594** -0.347 -0.875** -0.911**

사회적 -0.423 -0.072 -0.707** -0.790**

기초

심리적

욕구

자율성 -0.607
** -0.446 0.015 -0.103

관계성 0.319 0.041 0.615* 0.551*

유능감 0.357 0.064 0.449 0.603*

직업에서의

동기

무동기 0.071 -0.027 -0.548* -0.616*

내재동기 0.517* 0.298 0.345 0.463

외재동기 0.043 0.237 0.518* 0.678**

Heinrichs-Carpenter 

삶의 질
0.337 0.385 0.757** 0.749**

음성증상 평가를 위한

임상 면담
-0.407 -0.297 -0.529* -0.514*

사후 설문
부담감 -0.660** -0.278 -0.619* -0.476

보상감 . 0.785** . 0.648**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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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군 간 차이의 주 효과를 보이는 뇌의 좌표

부위 위치 kE p* F x y z

안와전두피질 우 1 0.047 29.80 42 48 0

등쪽가쪽전두피질 우 9 0.021 32.54 40 40 16

측두극 우 1 0.046 29.87 48 14 -12

전대상피질 좌 90 <0.001 53.20 -4 12 44

섬엽 우 1 0.040 30.39 40 12 2

뇌량 16 0.005 37.84 0 2 28

보조운동영역 좌 1 0.045 30.01 -18 -2 68

시상 좌 2 0.024 32.05 -16 -16 14

두정엽 좌 3 0.035 30.83 -46 -48 52

조거구 좌 7 0.016 33.42 -20 -68 8

조거구 우 1 0.036 30.73 4 -74 14

* Familywise 오차 교정 후 유의수준

군 간 차이의 주 효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열한 개의 영역을

관심영역(region of interest)으로 설정하여 각 영역의 기능적

활성도와 임상 척도와의 상관 분석을 시행한 결과 환자군에서는 우측

측두극과 우측 조거구의 활성 정도가 음성증상 평가를 위한 임상

면담 척도의 총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대조군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4).



- 18 -

그림 4. 과제 수행시의 활성이 음성증상 평가를 위한 임상 면담

척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뇌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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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일상적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의 내재동기와 외재동기에

따른 반응과 뇌 활성 영역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내재동기와 외재동기의 참여 비율값에 대한 군 간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의 결과, 정상군은 기존 연구의 결과와 같이 동일한 활동에 대해

외재동기를 격려하는 경우 오히려 내재동기의 내몰림

현상(crowding-out)이 나타나 활동의 참여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내몰림 현상은 금전적 혹은 외부적인 보상이 한

개인의 과제에 대한 내적 동기 수준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현상으로

선조체(striatum)와 중뇌(midbrain)을 포함하는 피질-기저핵 회로의

결과에 대한 주관적 믿음을 제시하는 기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32 반면 조현병 환자들에게서는 활동에 대해 격려되는

동기의 종류와 무관하게 비슷한 정도의 참여 비율이 나타났다. 이는

조현병 환자에서 내몰림 현상이 둔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에 다루어지는 참여 비율값과 임상 척도의 상관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조현병의 증상이 환자군의 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조현병 환자는 외재동기가 격려될 때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제시되는 보상의 보상감과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무쾌감의 정도와 내적인 동기 수준 자체에 연관이 있었다.

이는 외적인 보상감의 정도가 외재동기를 격려하는 활동에서 참여

비율을 결정하는 단일 요인으로 작용한 정상인과 달리 환자군은

외재동기를 격려하는 활동에서도 무쾌감, 내적인 동기 수준 등의

증상과 연관된 특성이 참여 비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능적 영상의 분석 결과 일상적 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제에서 조현병 환자는 시상과 전대상피질, 안와전두피질,

등쪽가쪽전두피질, 보조운동영역 등의 구조를 포함하는 부위의

활성이 정상군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두엽의 구조들과

시상은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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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쪽가쪽회로(dorsolateral circuit),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안와전두회로(orbitofrontal circuit), 동기에 의한 행동을 담당하는

전대상회로(anterior cingulate circuit),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운동회로(motor circuit) 등을 포함하는

전두-피질하회로(frontal-subcortical circuit)를 이루게 되며, 본

실험에서 보인 환자군의 기능적 활성 이상은 이 회로들에 이상이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전두-피질하 회로들의 핵심 부위 중 하나인 시상은 다양한 정보의

입력과 출력을 제어하는 뇌의 중추 역할을 한다. 시상은 또한

기저핵과 함께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제어하는 보상회로를

이루어 중독, 행동의 동기와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조현병 환자는

시상의 신경화학적인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와

연관이 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아직 지속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33 조현병 환자에서 시상의 기능적 활성 이상은 전두-피질하

회로의 이상뿐 아니라 보상회로에서 담당하는 보상 기대와 강화

학습의 둔화로 이어져, 환자군의 내재동기와 외재동기의 양상이

정상군과 다르게 나타난 것의 근간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대상회로는 자발적 동기로 참여하는 활동 및 무감동과 연관이

있어 이 회로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무동무언증(akinetic mutism)이

생길 수 있으며 이 상태는 의식의 저하 없이 자발적인 행동이나

운동이 감소하는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전대상회로의 구성 중

전대상피질은 행동의 감시 및 제어, 반응 억제(response inhibition) 

그리고 자기 참조 처리(self-referential processing)등의 기능을

가지는 구조이다.34 조현병 환자에서는 전대상회로의 이상으로 행동의

자기 감시(self-monitoring)35, 오류 관련 제어36, 자기 참조 처리의

기능37에 이상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조현병 환자의

전대상피질의 활성 이상은 동기와 관련한 행동의 반응을 결정하는데

부담감, 보상감을 포함한 제반 상황에 대한 자기 감시 및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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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의 결함을 가져와 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의 결정이 정상인과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조현병

환자가 외재동기를 격려한 활동에 대해 참여 여부를 결정한 것과

무쾌감을 비롯한 증상들의 정도가 연관을 보였다는 점과, 내재동기

활동의 군 간 참여 비율값이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한다.

등쪽가쪽회로는 실행 기능과 연관을 가지며 이 회로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사고의 유연성이 저하되고 추상적 사고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 조현병 환자는 등쪽가쪽회로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 회로의 이상으로 환자의 인지적 왜곡을 일부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38 환자군에서 내재동기를 제시한 활동의 참여

비율과 외재동기를 제시한 활동의 참여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등쪽가쪽회로의 이상에서 비롯된 사고의 유연성

저하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안와전두회로는 전두엽의 감시 기능과 변연계를 연결하여 사회적인

판단을 하고 공감(empathy)을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회로로, 이

회로에 이상이 생길 경우 성격이 충동적,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가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이 회로에 포함된 안와전두엽은 조현병 환자에서 가치 표상의

결함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현병 환자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안와전두엽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 안와전두엽을

포함하는 안와전두회로의 활성 이상은 조현병 환자가 사회적

상황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사고 과정 및 동기가

정상인과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두-피질하 회로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군의 뇌 영역 중 측두극,

조거구, 섬엽, 뇌량 또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의 활성이 정상군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측두극과 조거구는 조현병에서의 역할이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나, 조현병의 뇌 구조 연구에서 이상을 보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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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이다. 측두극과 조거구는 조현병 환자에서 정상인에 비해 크기가

작고39,40, 사후 뇌 생검 연구에서 측두극의 신경세포 미세구조가

정상인의 뇌와 다른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다.41 측두극은 해마와

같은 변연계부터 안와전두엽과 같은 대뇌 피질까지 연결을 이루는

부위로 이 부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사회성과 감정 조절에 결함을

보이게 된다.42 측두극의 역할 및 조현병 환자에서 측두극과 조거구의

구조적 이상을 고려하였을 때 조현병 환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동기 저하에 측두극과 조거구의 활성 이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측두극과 조거구의 활성

정도가 음성증상의 정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요약하건대, 조현병 환자의 일상적 활동에 대한 내재동기와

외재동기를 가상현실과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

조현병 환자군은 정상군에 비해 내재동기의 내몰림 현상이 적게

나타났고, 증상에 의해 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보였다. 이러한

결함은 조현병 환자에서 안와전두엽의 활성 이상으로 인한 가치

표상의 결함과 함께 전두-피질하 회로들의 활성 이상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 실행 기능, 행동의 제어 및 반응 억제 기능에 이상을

보여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측두극과 조거구의 활성 이상 또한

환자군의 동기 저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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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조현병 환자의 일상적 활동에 대한 내재동기와 외재동기를

가상현실과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 조현병

환자군은 정상군에 비해 내재동기의 내몰림 현상이 적게 나타났고

증상에 의해 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보였다. 이러한 결함은

안와전두엽의 활성 이상으로 인한 가치 표상의 결함과 함께

전두-피질하 회로들의 활성 이상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 실행 기능,

행동의 제어 및 반응 억제 기능에 이상을 보여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측두극과 조거구의 활성 이상 또한 환자군의 동기 저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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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for involvement in social and 

recreational activities in schizophrenia: an fMRI study

Byung-Hoon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ae-Jin Kim)

Motivational deficit is one of the negative symptoms in 

schizophrenia that affects various domains of daily life and 

leads to long-term functional impairment. Studies focusing on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related to daily activities and 

their functional neural correlates have not been carried out 

due to its experimental limitations. The study compared 

schizophrenia patients with healthy volunteers on neural 

correlates related to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for 

daily activities using virtual reality and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The control group replicated the 

crowding-out effect, while the patient group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The rate of involvement in activities 

related to extrinsic motivation correlated only with the 

psychological contentment of the extrinsic rewards in the 

control group, but the rate of involvement correlated with 

other symptoms in the patient group. Results from fMRI 

suggest that this impairment may have its biological 

underpinning in impaired frontal-subcortical circuits and the 

abnormalities in the temporal pole and the calcarine fi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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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 schizophrenia, negative symptom, motivational 

deficit,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