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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청각 사건관련 전위검사 P300과 정신분열병 임상 증상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치료중인 정신분열병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증상은 간이
정신 평가척도(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BPRS), 양성음성증후군(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PANSS) 평가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청각 사건관련 전위검사 P300은“Oddball paradigm”을
이용하여 검사하였다.

결 과：
정신분열병 환자 P300의 전위값과 잠복기는 T4보다 T3에서 더 낮았고 지연되어 있었다. 특히, T3, Fz에서의
P300은 간이정신 평가 척도 점수 및 양성음성증후군 척도 점수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 론：
이 결과는 전두부와 좌측 측두부의 P300이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임상 증상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 단어：P300·정신분열병·BPRS·PANSS.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진단이나 분류도 원인에 의

서

론

한다기 보다는 증상에 의한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

정신분열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

하여 정신분열병의 원인 및 병태 생리에 대한 많은 정

혀지지 않고 있어 단일 원인론 또는 다인론 등 다양한

신생리학적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사건관련
전위검사에 대한 연구가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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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국내외의 사건관련 전위를 이용한 정신분열
병의 정신생리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정신분
열병과 양극성 장애 및 정상 대조군간의 차이를 규명하
려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정신분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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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상증상 유형에 따라 뇌의 각 부위와 P300 관련성
에 대한 연구는 적은 실정이다.

계가 없다는 상반되는 보고를 한 바 있다.
이에 저자들은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사건관련

사건관련 전위검사 중에는 주로 P300에 대한 연구

전위검사 P300과 간이정신 증상척도 및 양성음성증후

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사건관련 전위 중 과업과 관련된

군 척도를 시행하여 P300과 정신분열병 임상 증상의

자극이 주어진 후 약 300msec 후에 나타나는 양성파

유형과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

를 P300이라 하고, P300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였다.

P300 잠복기(latency), 그 파의 높이를 P300 전위값

연구대상 및 방법

(amplitude)이라고 한다.2) 그리고 P300 전위값(amplitude)은 기억을 갱신할 때 할당되는 주의력의 양을 의
미하고, P300 잠복기(latency)는 주의력을 할당하고 기
3)4)

억을 갱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2월까

뇌에서의 사건관련 전위값 중 P50, N100 등 초기에

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 중

나타나는 전위값은 감각적이어서 물리적인 특성을 반영

인 환자 중에서 DSM-Ⅳ1)에 의거하여 정신분열병으로

하고, 후기에 나타나는 P300등의 전위값은 인지적이어

진단된 29명의 환자들 중 비교적 인지기능이나 기억력

서 주의집중과 관련된 고위 분석기능을 반영한다.5) 그

의 장애가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4명을 대

래서 P300등을 이용한 인지적 사건관련 전위는 정신분

상에서 제외하고 연령과 성비를 고려하여 25명(31.3±

열병에서 정보분석 과정의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으

10.7세：mean±SD, 이하 동일)중 남자 15명(33.2±

로 이용되어 왔다.

15.2세), 여자 10명(29.6±5.5세)을 대상으로 선정하

6)

Mathalon 등 은 정신분열병 남자 환자 36명을 대상
으로 수 차례의 간이정신 평가척도(Brief Psychiatric
7)

였다.
이상의 모든 연구대상은 청력이 정상이고 경련장애,

Rating Scale) 를 시행한 결과 각 개인의 평균 청각 및

의식의 상실을 동반한 두부외상,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

시각 사건관련 전위 P300의 전위값이 간이정신 증상척

기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신질환이나

도 점수와 역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청각 사건관련 전위

신경학적 장애의 과거력이나 현 병력이 없는 사람으로

P300 전위값은 거의 증상이 없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하였다.

경우라 할지라도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되어 있었다고 보

대상군의 평균 교육정도는 12.2±2.9년이었고 평균 유
병기간은 47.7±33.6개월이었다. 하루에 투여되는 항정

고하였다.
5)

Friedman 은 정신분열병 환자의 P300은 과업을 수

신병 약물의 양(chlorpromazine equivalent dose)16)

행할 때 정보처리 과정에 장애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

의 평균 용량은 1059.6±661.4mg이었다. 또한 정신분

에 정신분열병 증상의 신경생물학적 기전을 연구하는 유

열병은 주 증상이 사고 및 인지기능의 장애인 점과 오

용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임상적 증상이

른 손잡이의 경우 대부분이 좌반구가 우세반구로서 언어,

P300과 관련된 정보처리 과정의 장애에 의하는 것인지

수학, 추상능력, 논리적 인식, 순차적 인식 등의 기능이

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우세한 점17)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상군을 모두
8)

현재까지의 연구를 보면 Pfefferbaum 등,
9)

eier 등,

Eikm-

오른 손잡이로 선정하기 위하여 모든 대상에게 Edin-

Strik 등 은 P300 전위값과 정신분열병의

burgh 손잡이 조사(Edinburgh Handedness Inven-

11)

tory)18)를 실시하여 어떤 손잡이인지를 확인하였다. 그

10)

음성증상과의 관계성을 주장하였으며, McCarley 등,
12)

Egan 등 은 P300 전위값과 정신분열병의 양성증상
13)

결과 평균이 0.9±0.1점으로 모두가 오른 손잡이이었다.

과의 관계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Pritchard 는

그리고 본 연구의 모든 대상에게 한국판 간이정신 상

P300은 정신분열병의 임상적 증상과 관련성이 없다고

태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

하였으며, Pallianti 등14)도 간이정신 증상척도 및 양성

mination, MMSEK)19)를 시행하여 인지기능 저하가 의

음성증후군 척도(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심되는 24점 이하인 환자 2명은 P300 결과에 영향을

Scale)15)의 점수와 P300의 변화사이에 유의한 연관관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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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of the subjects(n＝25)
Items

사에 집중하게 하고 검사를 마친 후 피검자가 센 표적

Total(mean±SD)

자극의 횟수와 실제로 주어진 표적자극의 횟수의 비율

Age(years)

31.3± 10.7

을 백분율로 계산하였다(correct counted percent＝

Education level(years)

12.2±

Duration of illness(months)

47.7± 33.6

Medication(CPZ equiv*)
Handedness(EHI†)
MMSEK

††

2.9

number of correct count stimuli/number of given
stimuli×100). 계산한 결과가 100±10% 이내인 결

1059.6±661.4
0.9±

0.1

27.7±

1.5

과만 신뢰성을 인정하여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를 보
인 2명(남자 1명, 여자 1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

GAF scale
36.5± 5.8
*：chlorpromazine equivalent dose
†：Einburgh handedness inventory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scale
†††

하였고, 나머지 25명의 자료만 전산화된 뇌전위 검사
기(Neuronics MN3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300은 자극 후 250~500msec에서 가장 큰 전위
를 보이는 위치에서 정하였으며, 그 위치에서 지형학적
영상을 근거로 전위값과 잠복기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

이 2명과 사건관련 전위검사의 신뢰도가 의심되어 제외
한 2명을 뺀 나머지 25명 대상군의 한국판 간이정신 상
태검사 결과 평균 점수는 27.7±1.5점이었다. 전반적
기능평가척도(Global Accessment Functing Scale：
GAF Scale)1)도 시행하였는데 평균 점수는 36.5±5.8
점이었다(표 1).

에서는 아침 식사 후 오전에 시행하였다.

2) 정신병리의 평가
정신병리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이정신 증상척
도와 양성음성증후군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는데 사
건관련 전위검사를 시행한 후 3일 이내에 시행하였으며
P300의 결과를 모르는 다른 평가자가 검사하도록 하였

2. 연구방법

다. 간이정신 평가척도는 27.7±1.5점이었으며 양성 및
음성증상 평가는 정신분열병의 임상 증상의 정량적인 평

1) 사건관련 전위검사
사건관련 전위검사는 미래엔지니어링에서 제작한 컴퓨
터화된 프로그램(Neuronics MN32)을 이용하였다. 전
극은 염화은에 은이 도금된(Ag-AgCl) 전극을 사용하
였고, 국제적인 방법인 10~20 체계에 따라 전극을 두피
에 부착하였다. 전극저항은 5.0 KOhm이하가 되도록 하

가를 할 수 있는 양성 음성증후군 척도를 이용하여 양성
증상, 음성증상, 일반정신병리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양
성증상은 평균이 22.7±6.5점이었고, 음성증상은 평균이
18.9±7.2점이었으며, 일반정신병리는 평균이 32.1±
5.7점이었다.

였으며, 뇌파는 Fz, Cz, Pz, T3, T4 부위에서 측정하였

3) 통계처리

으며 기준전극은 양측 귓불에 부착하였으며 접지전극

이상에서 얻어진 자료들은 t-검정(t-test), Pearson

은 미간에 부착하였다. 증폭기의 이득은 30,000배로 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유

였다.

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피검자에게 헤드폰을 씌우고‘oddball paradigm’
으

결

로 양측에 청각자극을 주었다. 즉 표준자극은 1000Hz

과

의 저음을, 표적자극은 2000Hz의 고음을 주었으며, 표
준자극과 표적자극의 비율(oddball ratio)은 4：1로 하

정신분열병 환자 25명(남자 15명, 여자 10명)을 대상

였다. 그리고 자극 유지시간은 50msec, 자극의 강도는

으로 사건관련 전위검사 P300 및 간이정신 증상척도

80dB, 자극의 간격은 1.0초 간격으로 300회 연속으로

와 양성음성증후군 척도를 시행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는

주었다. 분석시간은 640msec까지로 하였으며, 저역 필

다음과 같다.

터는 0.5Hz, 고역 필터는 50Hz로 하여 잡파를 방지하
도록 하였다.

1) 정신분열병 환자의 P300 전위값은 T 3에서 3.6±
2.0μV로 T 4에서의 4.7±3.0μV보다 낮았으며(p＝

피검자는 무작위로 주어지는 표준자극과 표적자극 중

0.042), P300 잠복기는 408.3±84.9msec로 T4에서

고음의 표적자극의 횟수를 머리 속으로 헤아리면서 검

의 359.8±77.1msec보다 지연되어 있었다(p＝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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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300 amplitude and latency of the subjects
(by t-test)
T3

T4

Mean±SD

Mean±SD

3.6± 2.0

4.7± 3.0

0.042

Latency(msec) 408.3±84.9 359.8±77.1

0.035

Peak P300
Amplitude(μV)

p-value

없었다(표 3).
3) 정신분열병 환자의 Fz에서의 P300 전위값은 양성
음성증후군 척도의 음성증상 점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가 있었으며(r＝-0.438 p＝0.033), 잠복기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409 p＝0.042)(표 4).
4) 정신분열병 환자의 T3에서의 P300 전위값은 양성

Table 3. Correlation P300 components(amplitude and
latency) with BPRS† score
R score*
Fz

Amplitude
Latency

Cz
Pz

Amplitude

p-value
0.12

-0.32
0.06

0.76

-0.33

0.11

음성증후군 척도의 음성증상 점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가 있었으며(r＝-0.468 p＝0.018), 잠복기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638 p＝0.010)(표 4).

고

찰

Latency

-0.01

0.96

Amplitude

-0.39

0.08

정신분열병의 원인에 대한 많은 정신생리학적인 접

0.25

0.23

근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에서 사건 관련전위 P300

-0.39

0.03

은 1965년 전위의 생성과정이 처음 보고20)된 이후로 이

Latency
T3

Amplitude

T4

Amplitude

Latency

0.74

0.01

-0.27

0.19

Latency
0.16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에 대한 연구가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매우 주
목받고 있다.21)

0.44

Polich3)는 사건 관련전위 P300이 피검자의 인지기능
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임상에서는 P300의 생성원인이

Table 4. Correlation P300 components at Fz and T3
(amplitude and latency) with PANSS† score
R score* p-value
Positive
smptoms

Negative
symptoms

나 기전을 해석하려 하기보다는 그 현상을 어떤 정신기
능의 표시자로 간주하여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현재까지 사건관련 전위 P300의 매

Fz Amplitude

0.33

0.26

개변수(paramaters)로서 전위값(amplitude)과 잠복

Latency

0.25

0.30

기(latency)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

T3 Amplitude

0.19

0.35

Latency

-0.22

0.28

Fz Amplitude

-0.44

0.04

0.41

0.04

-0.47

0.02

Latency
T3 Amplitude
Latency

구에서도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사건관련전위
P300 검사를 시행하여 임상증상과의 관련성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좌우측 비대칭성
은 T3에서의 P300 전위값은 T4에서보다 낮았으며, 잠

0.64

Fz Amplitude

-0.01

0.95

복기는 지연되어 있었다. 즉, 정신분열병 환자의 좌측 측

Latency
General
psychopathology T3 Amplitude

0.39

0.15

두부에서의 P300 전위값은 우측에 비하여 감소되어 있

0.06

0.76

-0.37
Latenc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0.07

었고, P300의 잠복기도 우측에 비하여 지연되어 있었
다. 이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경우 좌측 측두부의 기능이
우측에 비하여 감소되거나, 우측 측두부의 기능이 좌측
에 비해서 항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정신분열병의 정신생리학적 발병원인에 대한 P300의

2) 정신분열병 환자의 T3에서의 P300 전위값은 간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Morstyn 등22)에 의해

이정신 증상척도 점수와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

서 시도되었는데 그들은 10명의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

었으며(r＝-0.39 p＝0.034), 잠복기는 유의하게 양의

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우측에 비하여 좌측 측두부에

상관관계가 있었다(r＝0.74 P＝0.017). 그러나 Fz, Cz,

서 P300의 활성이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

Pz, T4에서의 전위값과 잠복기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소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Salisbury 등23)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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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한 정신분열병 환자, 양극성장애 환자, 정상 대조

본 연구에서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Fz과 T3의 P300

군 각각 14명씩을 대상으로 P300을 비교한 연구에서

전위값은 양성음성증후군 척도의 음성증상 점수와 유의

도 정신분열병 환자의 경우 P300 전위값이 우측에 비하

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잠복기는 유의한 양의 상

여 좌측 측두부에서 감소하여 정신분열병의 첫 발병이

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Cz, Pz, T4에서의 P300 전위

좌측 측두부의 기능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

값과 잠복기는 양성음성증후군 척도의 양성증상, 음성

결과와 유사한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증상, 일반정신병리 점수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경우, 정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

김재민 등27)은 37명의 정신분열병 환자군과 30명의

으므로 정신분열병의 발병과 좌측 측두부의 전위값 감

정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에서 정신분열병 환

소나 혹은 우측 측두부의 전위값 항진과의 관련성은 단

자군의 경우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되

정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어 있었는데 이는 Cz와 Fz에서의 P300 잠복기의 지연

8)

6)

Pfefferbaum 등 과 Mathalon 등 은 항정신병 약물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우울증상 및 인지기능의

을 투여하거나 투여하지 않으며 경과를 관찰 중인 정신

저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음성 정신분열병

분열병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P300 전위

환자군에서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하여 본 연구

값은 시간에 따른 경과관찰 중에 증상의 임상적인 변동

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을 추적할 수 있는 검사라고 하였다. 전양환 등24)은 정

본 연구에서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사건관련 전

신분열병 환자 30명과 정상대조군 30명을 대상으로 연

위검사 P300, 간이정신 증상척도 및 양성음성증후군 척

구한 결과 정신분열병의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증상이 소

도를 시행하여 비교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좌측 측두부

멸되어도 P300의 전위값은 변화가 없어 성향 표시자로

는 우측 측두부에 비해서 전위값이 낮았고, 잠복기는 지

서, P300 잠복기는 감소하여 정신분열병의 상태 표시자

연되어 있었다. 또한 간이정신 증상척도 점수와 정신분

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열병 환자의 좌측 측두부에서 P300 전위값은 유의하게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T3에서의 P300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잠복기는 유의하게 양의 상

전위값은 간이정신 증상척도 점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

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양성음성증후군 척도의 음성증

계가 있었으며, 잠복기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상 점수와 전두부와 좌측 측두부에서의 P300 전위값

다. 그러나 Fz, Cz, Pz, T4에서의 전위값과 잠복기는 유

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잠복기는 유의한 양

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분열병 환자

임상증상의 심각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Iw25)

의 음성 증상은 전두부 및 좌측 측두부의 P300과 상관

anami 등 은 29명의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

관계를 보여 정신분열병의 음성 증상을 잘 반영한다고

로 P300의 전위값을 검사한 결과, 사고장애가 심한 환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정상 대조군이 포함되지 않아 비

자의 경우가 심하지 않은 환자에 비하여 더 낮아 사고장

교 연구가 제한되었으며, 기술적인 척도에 의존하여 임

애의 심한 정도와 반비례한다고 하였다. 이는 정신분열

상 증상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관련성은 미진한 부분

병 환자에서 P300 전위값의 감소가 정보처리 과정에 근

이 있어 향후 사건관련 유발검사 P300를 이용하여 정신

본적인 장애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분열병의 임상 증상중 세부 항목을 비교하거나, 임상 증

Ford 등26)은 28명의 중증(severe) 정신분열병 환자
와 29명의 중등도(moderate)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

상 경과와의 연관관계를 추적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겠다.

으로 사건관련 전위 P300을 시행하여 전위값과 간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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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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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ymptoms and P300 in Schizophrenia
Ki-Beom Yun, M.D., In-Joon Park, M.D.,
Young-Joon Kwon, M.D., Hee-Yeon Jeong, M.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Chunan

Objective：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relation clinical symptoms and P300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Methods：25 patients with schizophenia by DSM-Ⅳ in Soonchunhyang Chunan University hospital
were participated. Clinical symptoms were checked by BPRS(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and
PANSS(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Auditory event related potentials P300 components
were obtained with “Oddball paradigm”.
Results：P300 in T 3 was smaller and more delayed than T 4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Especially, P300 on T 3 were correlated with BPRS scores and negative symptoms scores of PANSS, which
were also correlated with P300 on Fz.
Conclusion：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300 on frontal and left temporal lobe reflect
clinical symptom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KEY WORDS：P300·Schizophrenia·BPRS·PAN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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