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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세가지 청각 자극“Oddball”모형에 의한
사건관련전위 P3a와 P3b
1

2

은혜병원 신경정신과,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신경정신과

진용탁1·박이진2·남지민2·한상익2·전양환2
Event-Related Potential P3a and P3b using 3-Stimulus Auditory
“Oddball”Paradigm in the Patients with Schizophr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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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Using 3-stimulus auditory “oddball” paradigm reflecting fronto/central and temporo/parietal functions simultaneously, we examined patients with schizophrenia.
Methods：Fiftee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from outpatient clinic and fifteen normal controls from hospital staffs were
recruited for the study. To elicit P3a and P3b, 3-stimulus auditory oddball paradigm was employed. The 3-stimulus auditory
oddball paradigm was composed of standard tone (1,000 Hz, 75 dB, 80%), target tone (2,000 Hz, 75 dB, 10%) and distracter
(White noise, 95 dB, 10%).
Results：P3a and P3b were prominent in fronto/central and temporo/parietal areas, respectively, in both schizophrenics and
normal controls. The P300 amplitude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was reduced across P3a and P3b (p<0.01). The P300
latency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was delayed across P3a and P3b (p<0.01).
Conclusion：Thes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frontal and temporo-parietal lobe dysfunctions in schizophrenics. The 3stimulus auditory paradigm could be applied for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nd useful for further exploration the disorder.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5;44(5):56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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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요하다.2-6)
정신질환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이루어짐에 따라 Emil

정신분열병의 원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생물학적 발

Kraepelin은 정신분열병을 조기치매로 기술하면서 뇌의 기

견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많은 치료적 성과를 보인 것

능 이상이 정신분열병의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7) 이

도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정신분열병의 진단과 분류는 현

후 분자생물학이나 뇌 영상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신분열병

상학적 기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1) 이는 정신분열병

의 복잡하고 다양한 생물학적 원인과 임상적 특성을 구체

의 원인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정신분열병의 병인에 대한 여러가지 보다 깊은 이

특히 주의력이나 기억력과 같은 인지기능을 중심으로 정

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측정 가능한 객관적 평가가 필

신분열병의 뇌 신경회로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축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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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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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신분열병의 정신생리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인
지기능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사건관련전위(Event-related
potential, ERP)의 일종인 P300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가지 자극을 무작위로 제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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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드물게 나타나는 표적자극(target stimuli)에 대해

으로 이루어진“oddball”모형을 적용하여 정신분열병 환

반응하도록 하는“oddball”모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때

자에서 전두엽과 측두 두정엽의 기능을 동시에 평가할 수

나타나는 P300은 피험자의 인지기능을 반영하고, 특히 측

있는 P3a와 P3b를 동시에 추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8-11)

두엽과 일부 두정엽의 기능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또한 P300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과 대뇌 양반구간의 효

방

율성을 반영한다고 하는데,12,13) 피험자에게 동기를 자극하

법

여 주의력을 증가시키면 P300의 전위값도 증가한다는 보
고도 있었다.14)
한편 P300에 있어서 잠복기는 인지 기능을 반영하는데

대 상
외래 통원 치료 중인 정신분열병 환자 15명(M=8, F=7,

있어서 전위값과 서로 다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대체

평균 나이 34±12세)과 대조군으로 병원에 근무하는 직

로 현재까지 정신분열병에 대한 연구에서 P300 전위값에

원 15명(M=10, F=5, 평균 나이 29±6세)을 대상으로

대한 연구는 상당히 주목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잠

연구하였고, 두 군간의 연령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복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이는 치매 연구에

않았다(p=0.17). 대조군은 모두 신경정신과적 병력이 없

서 P300 잠복기가 상당히 주목 받고 있다는 점과 대조를

으며 뇌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는 P300 전위값은 다양한 모

고, 환자군은 모두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을 복용하고 있었

형의 연구에서 거의 일치된 소견을 보이지만 잠복기의 경

다. 사용약물은 리스페리돈(5명, 2~6 mg/day), 올란자핀

우 검사 모형, 환자 상태, 분석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결

(4명, 10~20 mg/day), 쿼티아핀(3명, 400~600 mg/day),

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워 본격적인 시도와 결과

아미서피라이드(3명, 400~800 mg/day) 였다. 환자군이

해석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P300 잠복기

나 대조군 모두 정상적인 청력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모

도 정상인과 환자군 간의 변별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두 오른손잡이였다. 정신분열병 환자군의 평균 유병기간은

뿐 아니라 정신분열병에 대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정보

6.9±6.2년이었다.

15,16)

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자의 증상을 양성 및 음성증상 척도(The positive and

P300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자극으로 구성된 일

negative syndrome scale, PANSS)26)를 사용하여 평가

반적“oddball”모형 검사방법에 제 3의 새로운 자극(novel

하였다. 환자들은 양성증상 평균 20점, 음성증상 평균 20

stimuli)을 섞게 되면, 기존의 표준자극(standard stimuli)

점, 일반정신병리 45점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증상에 따

과 표적자극(target stimuli)의 전형적 구성에 일종의 혼

른 비교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대상군의 수가 적으며

돈(distracter)의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검사모형을 세

환자들의 증상 정도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여서 증상 분포

가지 자극 모형(three stimulus paradigm)이라고 한다. 피

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증상에 따른 분류 및 비교는 하

험자는 두가지 자극 모형에 의한 검사와 마찬가지로 표적

지 않았다. 본 실험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검사 목

자극을 감별하도록 지시 받는데, 이 모형에서는 두 가지 형

적을 충분히 설명한 뒤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태의 P300을 얻을 수 있다. 표적자극에 의한 P300을 P3b
을 P3a라고 하는데, P3a는 예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자극

뇌파 측정
32채널 전극모자를 사용하여 전두부(frontal；Fz, F3/4,

(novel stimuli)에 의해 생성되는“novelty”P300과 기

F7/8), 전중부(fronto-central；FCz, FC3/4, FT7/8),

라고 하고 혼돈 역할을 하는 자극에 의해 생성되는 P300

17,18)

본적으로 같은 성분으로 여겨진다.

P3b가 두정엽(pa-

중앙부(central；Cz, C3/4, T7/8), 중앙두정부(centro-

rietal) 부위에서 최대치를 보이는 반면 P3a는 전두부/중

parietal；CPz, CP3/4, CP7/8), 두정부(parietal；Pz,

앙부(frontal/central)에서 두드러진다. 비교적 P3b에 비

P3/4, P7/8) 등 25개의 전극과 후두부(occipital；Oz, O1/

해 짧은 잠복기를 보이며 기본적으로 전두엽의 기능을 반

2), 그리고 양측 유양돌기(M1, M2)로부터 뇌파를 측정

19-24)

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였다. 코에 참고전극(reference)을 위치시키고 앞이마

한편 세가지 자극“oddball”모형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

(forehead)에 접지(ground)시켰다. 전극 저항은 10 kΩ

에서 P3b는 두가지 자극모형에서 표적자극에 의해 생성되

이하가 되게 하였으며, 양 외안부와 좌안 상하에 전극을

는 P300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하였다.25)

위치하여 안구 전도를 측정하였다.

저자들은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세가지 종류의 청각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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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극 전 100 ms를 포함하여 1000 ms동안 500 Hz로

조군에서 41±2.0, 환자군에서 40±1.5로(t=0.4, p>0.1)

획득하였다. 파형은 검사 후 별도의 분석과정을 거쳤으며

두 군간에 차이는 없었다.

뇌파가 ±100 μV를 벗어날 경우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자료 분석
P300은 각 전극위치에서 자극 제시 후 300~800 ms

자료의 분석 전 눈에 의한 잡파(artifact) 등을 제거하기 위
27)

해 이를 교정하였으며,

10 Hz의 저역 주파수 영역을 통

과시켰다(low-pass filtering).

에서 가장 큰 양 전위값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간
결하게 나타내기 위해 대표적인 중앙부 위치 전극들(Fz, Cz,

검사 모형
자극은 세가지 종류의 청각자극을 사용하였는데. 표준

Pz)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P300 전위값은 자극 전 기저

자극(1000 Hz, 75 dB, 80%), 표적자극(2000 Hz, 75

부터 양 전위 극점까지의 시간으로 하였다.

값을 기준으로 측정하였고 잠복기는 자극 제시 시점으로

dB, 10%), 그리고 혼돈자극(White noise, 95 dB, 10%)

P300 전위값과 잠복기에 대해 각각 혼합반복측정분산

을 무작위로 섞어 주었다. 자극 상승하강은 10 ms, 자극

분석(mixed within-and between-repeated measures

제시 시간은 50 ms, 자극 간격은 0.5초로 하였다. 검사 수

ANOVA)을 적용하였고 환자군과 대조군(group；controls

행의 난이도를 줄이기 위해 표적자극과 표적자극 간의 간

vs. schizophrenics)을 군 간 요인으로, 그리고 중앙부 전

격은 2초 이상이 되게 하였다. 제시된 자극 개수는 500개

극(electrode；Fz, Cz, vs. Pz)과 P300 추출 모형(P3a

였으며 검사시간은 약 10분 이내로 소요되었다. 분석에 포

vs. P3b)을 군 내 요인으로 하였다. 반복요인에 대해 두

함된 epoch의 수는 P3a의 경우 대조군에서 42±0.9, 환

수준을 넘어선 전극위치 요인에 대해서는 구형성의 가정위

자군에서 41±0.9였으며(t=1.4, p>0.1), P3b의 경우 대

반을 보정하기 위해 Greenhouse-Geisser 방법으로 교정

VEOG

HEOG

F7

F3

FT7

FC3

T7

C3

M1

P7

Fz

F4

F8

FC4

FT8

Cz

C4

T8

CP3

CPz

CP4

M2

P3

Pz

P4

P8

FCz

Fig. 1. P3a grand average waveforms of controls
(N=15, unbroken lines) and schizophrenics (N=15,
broken lines). The inter-tick interval of X and Y axis
refer to 100 ms and 2.5 μV,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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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교정된 확률값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은

전위값과 잠복기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1은 통계량을

Statistica(version 6.1)을 사용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

제시하고 있다.

미만으로 양측검정을 시행하였다.

P300 지형적 분포도(Fig. 1, 2 and 3)
P300 전위값은 대조군보다 환자군에서 작았으며, P3a가

이상의 뇌파측정, 검사모형 및 자료분석은 정신분열병
15)

환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P3b보다 크게 나타났다. P3a는 정중부(Cz)에서 두드러졌

결

과

고 P3b는 두정부(Pz)에서 두드러지는 분포를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과제수행능력
표적자극에 대한 적중률은 대조군 95%, 환자군 93%

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환자군에서는 P3a보다 P3b가 더

로써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p>0.2). 반응시간(reaction

연장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극위치에 따

time)은 대조군 299±38 ms, 환자군 403±69 ms로써

른 차이가 없었다.

P300 잠복기는 환자군에서 연장되었으며, P3a가 P3b

환자 군에서 지연된 반응을 보였다(p<0.001).

P300 통계적 분석 결과(Table 1)
P3a가 P3b보다 전위값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으며(F=

사건 관련 전위 P300 결과
Fig. 1과 Fig. 2는 25개의 전극위치에서의 전체 평균

26.5, p<0.001), 잠복기도 P3a가 P3b보다 유의하게 짧
았다(F=11.2, p=0.002).

사건관련전위(grand average event-related potentials)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전두엽의 기능을 반영하는 P3a와

를 제시하고 있다. Fig. 3은 중앙부 전극 위치에 따라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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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7

F3

FT7

FC3

T7

C3

M1

P7

Fz

F4

F8

FC4

FT8

Cz

C4

T8

CP3

CPz

CP4

M2

P3

Pz

FCz

P4

P8

Fig. 2. P3b grand average waveforms of controls
(N=15, unbroken lines) and schizophrenics (N=15,
broken lines). The inter-tick interval of X and Y axis
refer to 100 ms and 2.5 μV,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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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엽의 기능을 반영하는 P3b의 전위값이 유의하게 감소

교호작용은 없었다(F=3.3, p=0.08).

되어 있고(F=10.5, p=0.003), 잠복기도 유의하게 연장되

고

었다(F=7.9, p=0.009). P300의 전위값에 대해서 P300

찰

의 추출 모형(P3a vs. P3b)과 실험군(정신분열병 vs. 대
조군)간의 교호작용(interaction)은 관찰되지 않았다(F=

P300은 뇌기능을 측정하는데 있어 이미 보편적으로 사

2.1, p=0.16). P300 잠복기에 대해서도 P300의 추출 모

용되고 있는 검사이지만 연구자들마다 다른 자극 모수들

형(P3a vs. P3b)과 실험군(정신분열병 vs. 대조군)간의

(parameters)을 선택하고 그 측정방법도 다양하여 각각
의 연구 결과를 비교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P300을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청각자극을 이용한

20

oddball paradigm”
이며 자극 모수는 Polich의 방법28)을
“
보편적으로 이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따

Amplitude (microV)

15

랐다.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P300

10

전위값의 감소를 보였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정신분
5

열병 환자에서 P300 전위값의 감소는 주의력등 인지기능

Controls (N=15)
Schizophrenics (N=15)

의 이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15,29) 한
편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P300 전위값의 감소는 발병 연

0
Fz

Cz

Pz

Fz

P3a

Cz

Pz

P3b

령이 어릴수록 크게 나타난다고 하며,30,31) 또한 양성증상
과 관련성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32,33) 또한 항정신병약

450

물등의 치료에 의해 증상이 완화되거나 호전되는 경우에도
P300 전위값이 비정상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아 이는 정
신분열병을 나타내는 안정된 특성(trait)이라고 알려져 있

Latency (ms)

400

다.34,35) 한편으로는 안면 자극과 같이 주의력이나 감정적
각성을 일으키는 방법을 통하여 P300이 정신분열병을 평
가하는 상태 표지자(state-marker)로 사용할 수 있고,36)

350

특히 적어도 P300의 일정 부분요소(subcomponent)는 양
성증상에 따른 상태 의존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보
고들이 있어 흥미를 끌고 있다.37,38)

300
Fz

Cz

Pz

Fz

Cz

Pz

P3b

P3a

이번 연구와는 달리 기존의 연구들에서 P300은 두가지
종류의 자극 모형에 의해 형성되는 P3b를 의미하며 이는

Fig. 3. Upper and lower panels show P3a (left panel) and P3b
(right panel) amplitude and latency in controls (N=15) and
schizophrenics (N=15), respectively.

주로 두정엽과 측두엽의 기능 이상을 반영하는 특성이 있
어 전두엽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제한점

Table 1. Summary of ANOVA
Factor

(d.f.)

G

(1, 28)

Amplitude

Latency

F

ε

P

F

ε

P

10.5

-

<0.003*

07.9

-

0.008*

P

(1, 28)

26.5

1

<0.001*

11.2

1

0.002*

P*G

(1, 28)

02.1

1

<0.163

03.3

1

0.080*

E

(2, 56)

33.5

0.72

<0.001*

02.3

0.79

0.105*

E*G

(2, 56)

02.2

0.72

<0.119

01.3

0.79

0.290*

P*E

(2, 56)

43.6

0.85

<0.001*

<1

0.89

0.964*

P*E*G

(2, 56)

03.4

0.85

<0.041*

<1

0.89

0.699*

p<0.05：statistically significant, repeated measures ANOVA, G：Group (controls vs. schizophrenics), P：P300 (P3a vs. P3b), E：
Midline electrodes (Fz, Cz, P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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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정신분열병은 측두엽 뿐 아니라 전두엽의 기능

경퇴행성 질환임을 시사하는 증거로 보여지기도 한다.55)

이상이 잘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번 연구와 같은 세가지

Mathalon 등30)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지지하면

종류의 자극 모형에 의한 검사방법이 전두엽의 기능을 보

서 특히 P300 잠복기의 연장은 발병연령이 아니라 유병

22)

기 위해서 유용하다. Knight 는 전전두엽에 손상을 받은

기간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환자는 P3b와 P3a가 서로 지형적 분포와 잠복기의 차이

이번 연구에서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P3a 잠복기에 비

가 없다고 하여 P3a와 전두엽의 관련성을 입증한 바 있

해 P3b 잠복기가 두드러지게 연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다. 하지만 모든 세가지 종류의 자극에 의한 검사 방법이

에 대해 P3a 자체는 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지

반드시 P3a와 P3b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잘

만, P3b는 과제를 수행하고 처리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반

추출된 P3a와 P3b는 그 분포가 독특하여 P3a는 주로 정

영되기 때문에 정보처리속도와 관련하여 P3b 잠복기가 두

중부(Cz)에서 두드러지고 P3b는 두정부(Pz)에서 두드러

드러지게 연장되는 결과를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모형은 지형적 분포상으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은 비록 비정형 항정신병약
물을 복용하고 있는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균

로도 P3a와 P3b를 적절히 잘 추출할 수 있었다.
정신분열병에서 P3a와 P3b가 감소되어 있다는 이번

질적인(homogenous)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절대적

연구 결과는 정신분열병에서 전두엽 및 측두엽 모두에서

인 표본수가 작아 개별적인 변수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그 기능이 감소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Merrin 등39)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의 종류나 용량,

은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새로운 자극(novelty stimuli)에

증상의 종류나 심각도, 발병 연령이나 유병 기간 등 P300

의한 P300이 표적자극에 의한 P300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대조군보다 더 감소되고 전두엽 편향이 감소되어 나타나

하기에는 표본수가 작았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려웠다. 향

는 지형학적 분포를 보인다고 하며 전전두엽의 장애를 시

후 보다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P300 연구가 이루어

사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novelty P300과 음성증상과

지고, 다른 뇌 영상도구나 신경인지적 연구와 결합된다면

의 관련성을 시사하였다. 지금까지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전

정신분열병에 대한 보다 명쾌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두엽의 결핍이상과 음성증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여러가지
40-42)

보고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세가지 종류의 청각 자극“odd-

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신분열병에서 P3a

ball”모형에 의한 P3a와 P3b가 정신분열병의 인지 기능

의 임상적 역할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보다 많이 이루

을 연구하는데 있어 보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

어져야 할 것이다.

을 제시한 점이다. 또한 치매 연구와 마찬가지로 정신분열

P300의 잠복기는 어떤 정보를 평가하고 처리하는 속도

병에서도 P300 잠복기가 연장될 수 있고 임상적 의의를

43,44)

나 효율성을 반영하는 정신기능의 척도로 여겨지는데,

가지기 때문에 향후 P300 연구에서 잠복기에 대해 많은

이번 연구에서 P300의 잠복기가 정신분열병에서 유의하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P300 잠복기를 연구하기

게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였다. 사건관련전위 연구에서

위한 검사모형과 분석방법에 보편적이고 타당한 지침이

P3b 잠복기에 대한 결과는 뇌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

마련되어 사용된다면 정보를 교환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

45)

과(filtering)하는 정도에 영향을 받는 등

일관된 결과를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얻기가 어렵지만 정신분열병에서 P300 잠복기가 연장되

요

어 있다는 보고46-50)가 많이 있어왔고 메타분석(meta-an-

약

한편

연구목적
우선 세가지 청각자극 모형에 의해 사건관련전위 P3a와

에서는 이런 현상이 항정신병약물에 의한 것일 뿐 실제는

P3b가 잘 추출되는 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정신분열병

정상인과 차이가 없다는 보고51,52)도 있었지만 Blackwood

에 있어서 전두엽과 두정엽의 기능이상을 동시에 조사하

alysis)에서도 P300은 그 전위값(amplitude)이 작고 잠
15)

복기(latency)가 연장된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53)

등 은 증상의 초기에 약물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 후 검사

고자 하였다. 또한 정신분열병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론의

에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따라서 정신분열

여지가 많은 P300 잠복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

병의 P3b 잠복기는 약물과 무관하게 연장되어 있다는 것

였다.

을 보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P3b 잠복기는 나이가 들
면 점차 연장되는 경향이 있지만,54) 특히 정신분열병의 경

방 법
외래에서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을 복용하며 치료받고 있

우에는 그 정도가 정상인에 비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 신

는 정신분열병 환자 15명을 실험군으로, 또 이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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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 15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사건관련전위를 유발

Y.T. Jin, et al
13) Picton TW. The P300 wave of the human event-related potential. J

Clin Neurophysiol 1992;9:456-479.

하는데 세가지 종류의 청각자극을 사용하였는데. 표준자

14) Carrillo-de-la-Pena MT, Cadaveira F. The effect of motivational instruc-

극(1,000 Hz, 75 dB, 80%), 표적자극(2,000 Hz, 75 dB,

15) Jeon YW, Polich J. Meta-analysis of P300 and schizophrenia: Patients,

tions on P300 amplitude. Neurophysiol Clin 2000;30:232-239.

10%), 그리고 혼돈자극(White noise, 95 dB, 10%)을
무작위로 섞어 제시하였으며, 중앙부에 위치한 세가지 전

16)

극(Fz, Cz, Pz)들로부터 표적자극에 의한 P3b와 혼돈자

17)

극에 의한 P3a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 과
정신분열병 환자와 대조군 모두에서 P3a는 정중부(Cz)

18)

19)

에서, P3b는 두정부(Pz)에서 두드러지는 분포를 보였다.
P3a가 P3b보다 전위 값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고, 잠복

20)

기가 짧게 나타났다.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P3a와 P3b의 전위값이 유의하게

21)

감소되어 있었고, 잠복기도 유의하게 연장되었다.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여러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전두엽과 측두 두정엽 모두에서 기능적 장애가

22)
23)
24)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는 세가지 청각자
극 모형에 의한 사건관련전위 연구가 정신분열병의 뇌기
능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함을 제시 하였다.
중심 단어： P300·P3a·P3b·정신분열병·세가지 청

25)
26)
27)

각 자극 모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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