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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무동기(amotivation)는 “목표지향행동(goal-directed be-
havior)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려는 의욕의 감소”로 정의되며, 조

현병의 주요 음성증상 중 하나이다.1) 이러한 무동기 증상은 즐

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추구하는 것, 생산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것, 치료를 받는 것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

에 영향을 줄 수 있다.2) 동기는 흔히 외재동기와 내재동기로 

구분된다. 외재동기는 실재하는 보상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

을 하는 동기를 말하며, 내재동기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에 만

족을 느껴서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3) 그 중에서

도 내재동기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조현병 환자에

서는 내재동기가 저하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재동기의 저하가 

심리사회적 기능을 악화시키고 예후를 나쁘게 만드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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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impaired self-referential processing and intrinsic motivation in schizophrenia has been 
suggested, but is not investigated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self-referential processing 
and its relationship with intrinsic motivation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Methods : Ninetee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nd 24 healthy controls performed a self-referential processing task, in which a 
face (self, familiar other, or unfamiliar other) and three words (positive, neutral, and negative nouns) were presented. Participants 
were asked to indicate which word is relevant to the face. Intrinsic motivation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affecting intrinsic 
motivation were assessed using self-reports.
Results : Compared to healthy controls, the relevance rating between self-face and neutral word was significantly lower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p=0.02).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i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trinsic motivation (r=-0.47, p=0.04) 
and competence (r=-0.47, p=0.05) which is known to influence intrinsic motivation. 
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n impairment in self-referential processing in schizophrenia and it is associated 
with an impairment in intrinsic motivation. In particular, amotivation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may represent a facet of self-
disorder. (Korean J Schizophr Res 2015;18: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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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인자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4)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자율성

(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세가

지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이 내재동기를 증진시키게 된다고 

한다.3,5) 자율성이란 자신이 행동에 대한 주체이고 조절자라

는 신념이며, 유능성은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다고 지

각하는지를 말하고, 관계성은 자신을 둘러싼 주요 타인들과 

단단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각을 의미한다.3)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들의 내재동기는 자율성과 유

능성 욕구에는 영향을 덜 받지만, 관계성 욕구에 의해서는 

정상대조군과 비슷한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6) 

자기참조 처리(self-referential processing)는 자기 자신과 

강하게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자극을 처리하는 과정이다.7) 조

현병 환자의 경우 자기참조 처리의 문제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며,8) 예전부터 조현병의 근본증상은 자기(self)의 장애라

고 여겨져 왔다.9) 실제로 Emil Kraepelin은 내적 통합(inner 

unity)의 상실이 조현병의 핵심증상이라고 하였으며, 현대에 들

어와서도 현상학적 정신의학자들은 조현병이 근본적으로 자기

장애(self-disorder)라고 주장하고 있다.9) 조현병에서 자기의 

이상은 지금까지 주로 망상, 환청 등의 양성증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되어왔지만,10) 음성증상과 연관된다는 가설도 있다.9) 최

근 한 연구에서는 망상형 (paranoid type) 조현병 환자에 비해 

음성증상이 심한 환자들에서 자기의 이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는 결과가 나왔다.11) 하지만 조현병 환자에서 자기의 이

상과 동기와의 관계에 대해 다룬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현병환자에서의 자기참조 처리가 정상

대조군에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자기참조 처리

가 내재동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

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참고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

다. 첫째, 조현병환자는 자기참조 처리에서 정상대조군과 다

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둘째, 조현병환자에서 나타난 자기참

조 처리의 특징이 내재동기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조현병 환자 19명과 정상대조군 2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환자군은 외래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에 모집되었

으며, 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 제4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Fourth Edition)12)에 의거하여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환자의 과거병력과 경과 관찰상 

지적장애 수준의 인지기능 저하 및 신경학적 질환의 과거력

이 있는 경우는 배제하였으며, 조현병 이외의 다른 정신과적 

진단이 동반된 경우 또한 제외하였다. 정상대조군은 공개모

집을 통해 지원받았으며 정신과적 질환의 병력과 가족력, 투

약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윤리심사위

원회의 허가를 받았으며, 모든 연구 참여자는 연구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서면 동의를 하였다.

척  도

내재동기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모든 피험자에게 내재동

기질문지(Intrisic Motivation Inventory)의 흥미/즐거움(in-
terest/enjoyment) 소척도를 수행하게 하였다.13) 이는 총 6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험자는 각 문항을 보고 ‘전혀 아

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7)’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선택하게 

된다. 또한 내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

해 기본심리욕구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14)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가지 소

척도로 나누어지며, 각 소척도 당 6문항으로 총 18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고, 각 문항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

렇다(6)’ 중 해당되는 점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환자

군의 임상 증상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양성 및 음성 증후군 

척도(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 PANSS)15)를 

시행하였다.

실험절차

피험자들에게 얼굴 사진 하나와 세가지 단어를 동시에 제시

한 후, 해당 얼굴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는 행동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얼굴 사진으로는 자기(self), 익숙한 타인

(familiar other), 익숙하지 않은 타인(unfamiliar other) 등 세

가지 종류 중 하나가 제시되었으며, 표정은 중립(neutral)이었

다. 자기 사진은 실험 당일 카메라로 촬영한 뒤 파일로 변환

되었으며 매번 동일한 조명과 배경에서 촬영되었다. 익숙한 타

인 사진은 유명 운동선수인 남녀 각각 1명의 사진을, 익숙하지 

않은 타인 사진은 한국인얼굴감정표현16)에서 선택한 남녀 각

각 1명의 사진을 사용하였다. 단어 자극으로는 긍정, 중립, 부

정의 감정가를 갖는 한국어 명사가 사용되었다. 

자극 제시는 얼굴 사진 아래 긍정, 중립, 부정의 세 종류 

단어를 두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피험자는 3초 내에 어느 단

어가 얼굴 사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판단해 해

당 버튼(1 : 긍정, 2 : 중립, 3 : 부정)을 눌러 평가하였고, 이 반

응은 자동으로 기록되었다. 각각의 얼굴 조건당 90개의 얼굴-

단어 조합이 제시되었으며, 실험자극은 1초의 간격을 두고 얼

굴-단어 조합이 3초씩 270회 제시되어, 총 18분의 시간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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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요되었다. 

통계분석

환자군과 정상군 사이의 인구학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의 차

이에 대해서 범주형 변수는 카이 제곱검정, 연속형 변수는 독

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각 얼굴 조건 별로 단어 

조건에 따른 얼굴-단어 적합성(relevance rating)은 환자군, 

정상군에서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며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

고 있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 후 

유의미한 집단 x 단어 상호작용이 나타난 경우 사후검증을 위

해 독립표본 t-검정를 수행하였고 다중비교(multiple com-
parison) 보정을 위해 Bonferroni 교정을 사용하였다. 얼굴-

단어 적합성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조건에서는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해 얼굴-단어 적합성과 내재동기, 기

본심리욕구의 소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      과

인구학적, 임상적 특성

표 1에서와 같이 두 집단 간 나이와 성비는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 평균 교육기간은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미

하게 짧았다(p＜0.001). 내재동기(p=0.04), 기본심리욕구척도

의 자율성(p＜0.001), 유능성(p=0.001), 관계성(p=0.003) 소척

도 모두에서 환자군이 정상군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얻었다. 

환자군의 PANSS 양성증상, 음성증상, 일반증상의 평균 점

수는 각각 12.1±3.6, 16.7±6.6, 29.3±5.2 점이었다. 평균적인 

조현병의 이환기간은 13.5±7.2년이었고, 복용 중인 항정신병약

물의 평균 용량은 chlorpromazine 등가용량으로 524.9±315.1 

mg이었다. 

행동반응

각 얼굴 조건 별로 얼굴-단어 적합성을 반복측정 분산분

석으로 분석한 결과, 자기얼굴 조건에서 유의미한 단어의 주

효과(F(2,82)=24.10, p＜0.001), 집단 x 단어 상호작용(F(2,82)=3.76, 

p=0.03)이 확인되었으며,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

다. 사후검증 결과 자기얼굴-중립단어[p=0.015 ＜0.017(0.05/3)] 

조건에서 집단간 적합성 점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자

기얼굴-긍정단어, 자기얼굴-부정단어 조건에서는 유의미한 

집단간 적합성 점수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1). 익숙한 

타인(F(2,82)=7.69, p=0.003), 익숙하지 않은 타인(F(2,82)=8,89, p= 

0.001) 조건에서 모두 유의미한 단어의 주효과는 관찰되었지

만, 유의미한 집단의 주효과, 집단 x 단어 상호작용은 보이지 

않았다. 

내재동기 관련 척도와의 상관성

환자군에서 자기얼굴-중립단어 조건의 적합성 점수와 내

재동기(r=-0.47, p=0.04), 기본심리욕구의 유능성 척도(r=-0.47, 

p=0.05) 점수간 유의미한 상관성이 관찰되었으나, 정상군에

서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보이지 않았다(그림 2). 환자군에서 

자기얼굴-중립단어 조건의 적합성 점수와 기본심리욕구의 자

율성, 관계성 척도와의 유의미한 상관성은 없었지만, 정상군

에서는 적합성 점수와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 척도(r=0.52, 

p=0.01)가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다.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Patients (n=19) Controls (n=24) χ2/ta p-value

Gender (M/F) 13/6 15/9 0.16 0.69

Age (years) 43.9±6.30 41.9±4.2 1.26 0.21

Education (years) 13.0±1.50 15.9±1.8 -5.72 ＜0.001

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 4.9±1.4 05.7±0.7 -2.20 0.04

BPNS autonomy 4.0±0.9 04.9±0.6 -4.04 ＜0.001

BPNS competence 3.8±1.1 04.8±0.5 -3.59 0.001

BPNS relatedness 4.1±1.0 04.8±0.4 -3.30 0.003

PANSS positive 12.1±3.60

PANSS negative 16.7±6.60

PANSS general 29.3±5.20

Duration of illness (years) 13.5±7.20

Dose of antipsychotics (mg)b 524.9±315.1
a : Pearson’s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 b : Chlorpromazine 
equivalent dose. BPNS :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PANSS :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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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와17) 마찬가지로 조현병 환자

들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내재동기 점수를 보였

다. 게다가 내재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자율성, 유능

성, 관계성 욕구에서도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조현병 환

자들이 자율성, 유능성 욕구는 정상군에 비해 낮게 보고했지

만 관계성 욕구는 정상군과 비슷했다는 기존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6) 반구조화된 면담법을 사용한 기존 연구와 달

리 본 연구에서는 자가보고식 검사를 사용하여, 방법상의 차

이가 이러한 다른 결과를 나타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자기얼굴-중립단어 간의 적합성이 환자군에

서 유의미하게 낮게 나왔다. 결국 이 결과는 환자군에서 자기

얼굴에 대해 중립으로 평가하지 않고 긍정 또는 부정으로 평

가하는 반응이 정상군에 비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얼굴-부정단어 

간의 적합성이 환자군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될 가능

성도 있다. 실제로 과거연구들에서는 일관적으로 자기참조 처

리 과제에서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자기자신을 더 부정적

으로 평가한다고 보고되었다.18,19) 또한 이러한 자기얼굴에 대

한 반응 패턴이 익숙한 타인, 익숙하지 않은 타인의 얼굴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자에게서 일반적으로 발견되

는 감정처리 이상20)과 관련된다기 보다는 자기관련 자극에만 

국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기얼굴-중립단어 간의 적합성은 환자군에서 내재동기, 

유능성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존연구에서 유

능성이 높을수록 내재동기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므로3) 자기

얼굴-중립단어 간 적합성과 내재동기와의 관계에는 유능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조현병

에서 자기참조 처리가 내재동기에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에 자기참조 처리에 관련된 뇌영역들이 무동기를 포함한 

음성증상에 관련된다는 뇌영상 연구들은 있었지만21,22) 자기

참조 처리와 동기와의 관련성을 입증한 것은 본 연구가 최초

이다. 하지만 상관성만으로는 원인-결과 관계를 알 수 없고 

Fig. 2. The relationship between relevance 
rating and intrinsic motivation related scales 
in each group.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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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등

오히려 환자의 음성증상 및 긴 유병기간이 자기참조 처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조현병환자에서 자기참조 처

리와 동기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추후 초발환자

를 비롯한 다른 환자집단에서도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

이 될 수 있겠다. 

자기얼굴-중립단어 간 적합성과 내재동기 사이에 나타난 음

의 상관성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환자군에서 정상군에 비

해 자기얼굴-중립단어 간 적합성이 낮았는데, 음의 상관성은 

환자군 내에서는 적합성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내재동기가 

좋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쩌면 조현병 환자에서는 자

기얼굴-중립단어 간 적합성이 낮은 것, 즉 자기에 대해서 긍

정 또는 부정적 평가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조현병의 주요병리

인 자기장애에 대한 일종의 방어기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기얼굴-중립단어 간 적합성이 높은 

환자는 방어기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고 그 때문에 유능

성을 느끼고 내재동기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미 있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환자군 19명 정상군 24명으로 피험자 수

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재동기 

관련 척도가 모두 자가보고식 검사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임

상가에 의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내재동기에 대한 좀

더 객관화된 평가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모든 환자

들이 항정신병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비록 최근 연구에서 

조현병환자에서 항정신병약물의 복용은 동기 수준과 큰 관련

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나,23) 항정신병약물이 내재동기

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조현병 환자는 자기참조처리에서 정상인과 

다른 반응을 보이며 이러한 자기참조 처리의 차이가 내재동

기와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현병환자의 무동기 

증상도 환자의 자기장애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현

병 환자에서 동기와 자기참조 처리 간의 관계를 더 알아보기 

위해 향후 뇌영상연구로 자기참조 처리 관련 영역 중 어떠한 

뇌영역이 동기와 관련되는지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하겠다. 또

한 무동기 증상 이외의 다른 음성증상과 자기참조 처리가 어

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추후 다른 연구들을 통해 검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심 단어：조현병·자기참조 처리·내재동기·기본심리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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