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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mpensatory neural correlate of selective attention deficit in schizophrenics showing near-normal performance.
Methods：A ‘modified Stroop’ was developed that can be used measure the response time during functional imaging. An
event-related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study was carried out in 10 clinically stabilized schizophrenics and 10
healthy controls during the performance of a ‘modified Stroop’. In the ‘modified Stroop’, the subjects were required to respond
with a two-button mouse to whether or not the color of a subsequent word corresponded to one of T-shirt. The significantly
activated brain regions were investigated in a voxel-wise t-test of the Stroop load.
Results：Schizophrenics, compared with healthy controls, showed poorer response time, but had similar accuracy. Compensatory activation in the right inferior frontal gyrus (IFG) was observed in schizophrenics. The left paracingulate sulcus was
less activated in the schizophrenics than in the healthy controls.
Conclusion：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schizophrenics showing a normal accuracy during the Stroop, selective attention
deficits might be related to the left paracingulate sulcus as well as the anterior cingulate. In addition, their deficits may be
compensated with the right IFG.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4;43(6):67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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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1) 정신분열병 환자의 경우 주의집중력
저하를 반영하는 대표적 검사인 Stroop 작업 수행 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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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비해 전반적인 반응시간이 느리며, 특히 용이 자극보
다 간섭 자극 조건에서 더 느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정신분열병의 이러한 장애는 관계없는 정보를 걸러내는 능
력의 부족과 간섭 자극에 대한 취약성 때문으로 설명되어
왔다.2,3) 또한 기능적 뇌영상 도구를 이용한 연구들은 Stroop
간섭 작업 수행 시 정상인에서 관찰되는 앞쪽 띠이랑(anterior cingulate)의 활성화가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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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게 나타나거나4) 관찰되지 않는 것5)으로 보고하고

집단의 선택적 주의집중력 저하와 관련된 부위를 밝혀보고

있다. 앞쪽 띠이랑은 Stroop 작업과 같은 경쟁적인 정보처

자 하였다.

리과정에 직면한 경우 반응의 선택, 주의 집중력, 자원의 분

방

배기능 등을 수행하는 핵심 부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6-8)

법

따라서 선행 연구들은 앞쪽 띠이랑의 병리가 정신분열병의
선택적 주의집중력 장애의 핵심임을 시사하였다.5)

글화가 용이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어 정신분열병 환자

대 상
정신과 전문의 2인에 의해 DSM-Ⅳ13) 진단 기준에 따라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
태가 적어도 2개월 이상 유지되어 급성기가 지났다고 판단
되고, 검사 당시 축약 정신과적 평가 척도(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점수가 30점 이하인 경우만을 연구대상
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인원은 정신분열병 환자 10명(남자
3명, 여자 7명)이며, 정상 대조 집단은 문진을 통하여 정
신과적 또는 신체 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녀 10명(남
자 2명, 여자 8명)으로 하였다. 양쪽 집단 모두 16세에
서 45세 사이의 연령에 속하며, Edinburgh Handedness
Inventory14)로 평가 시 강하게 오른손잡이 성향을 보이고,
나안 혹은 렌즈 착용 교정시력이 0.6 이상이고, 태어날 때
부터 한국어 사용자이었다. 지난 6개월간 두부 외상의 병력,
전기 충격 요법 병력이 있거나 신경학적 질환, 주의력 결
핍-과잉행동장애 병력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능한 동일한 조건의 대상자를 얻기 위해 모두 비정형 항
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면서,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항불안제나 항파킨슨씨 약물을 복용하지 않거
나 소량 복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임상적 양상은 양성음성증후군 척도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PANSS)15)
를 이용하여 정신과 전문의 1인에 의해 평가되었다. 양쪽
집단은 연령, 본인 교육 연수 및 부모 교육 연수, 성 비율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Table 1).
검사 당시 투약의 종류로는 올란자핀 7명, 리스페리돈 3명
이었다. 그 외 병용약물로 3명이 항파킨슨씨 약물을, 1명
이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하고 있었다.
피검자 모두에게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촬영 과정과 안전

에게 적용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저자들은 기능적 뇌영상 촬

성에 대해 검사 시행 하기 전 최소 15분 동안 주 연구자가

영 중 수행 성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고안된 사건 관련 파

설명하였으며, 20개 항목에 걸친 안전 체크 리스트를 피검

라다임 형태의 변형 Stroop을 개발하였다.

자가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의 동의는 모든 설

Stroop 작업 시 반응시간이나 정확도가 정신분열병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할 뿐 전혀 작업을 못해내는 것은 아니
다.1-3) 따라서 앞쪽 띠이랑이 활성화되지 않는 정신분열병
에서는 Stroop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의문이 남는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정상인과 달리 정신분열병에서는 앞쪽
띠이랑의 활성화 정도가 수행성적 특히 정확도와 관련 있
다9)고 하였다. 이는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상대적으로 수행
성적이 저조하기는 하나 Stroop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앞쪽 띠이랑이 정상인에 비해 상대적 기능부전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 의하면 곁
띠고랑(paracingulate sulcus)이 있는 정신분열병의 경우
Stroop 작업 수행 시 앞쪽 띠이랑의 활성화는 관찰되지 않
았지만 곁 띠이랑(paracingulate)의 활성화는 관찰되었다.5)
이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앞쪽 띠이랑의 완전한 기능부전
과 다른 인근 구조물에 의한 보상작용에 의해 Stroop 수행
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수행성적과 앞쪽 띠이랑의 활성화
정도가 관련 있기 때문에9) 정신분열병에서 Stroop 수행 관
련 뇌구조물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에 참여한 정신분
열병 환자들이 기능적 뇌영상 촬영 당시에 적절한 수행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기능적 뇌영상
연구에서 사용된 Stroop 검사의 경우 혼잣말로 대답하도
록 하거나10) 촬영 전에 수행 성적을 얻는 방법11)을 사용하
였기 때문에 촬영 당시 제대로 Stroop 작업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Bush 등12)은 실시간으로 수행을 기록할 수 있는‘Counting
Stroop’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학습효과로 인해 수행 시간
이 길어질수록 간섭효과 유발 효과가 없어진다는 점과 한

본 연구는 저자들에 의해 개발된 변형 Stroop 작업이 기

명과 검토를 마친 후 서면으로 받았으며 검사 경비는 연구

존 Stroop을 이용한 연구와 같이 간섭 효과를 유발시키

자가 부담하였으며 이를 동의서에 명시하였다. 검사의 이

는지를 수행 성적 및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소견을 통해 알

해를 돕기 위해 기능적 뇌 자기공명 촬영 전에 제시될 문제

아보고, 변형 Stroop 작업을 적절히 수행한 정신분열병 집

를 설명하고 피검자가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연습 문제를

단에서의 선택적 주의집중력 관련 뇌구조물을 알아보고

풀게 하였다.

자 하였다. 아울러 정상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정신분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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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both
schizophrenics and healthy controls
Characteristic*
Age, mean (SD), y

Schizophrenics
Healthy
(n=10)
controls (n=10)
29.2 (10.3)

30.3 (06.4)

13.3 (02.4)

13.3 (01.9)

09.9 (04.2)

10.5 (03.7)

30

20

Mean age at onset (SD), y

25.6 (09.2)

⋯

Duration of illness (SD), y

04.3 (04.4)

⋯

Total

58.4 (11.4)

⋯

Positive

13.2 (02.6)

⋯

Negative

15.9 (02.9)

⋯

Years of full-time education,
mean (SD)
Parent’s education,
mean (SD), y†
Male gender, %

PANSS score‡

*：Any demographic variable did not show between patients
and control subjects, †：Averaged across mother’s and father’s
education, neither of which significantly differed as a function
of group,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Cue (0.5s)

Probe (0.5s)
Delay period (4s)

ITI (4-12 s)

facilitation

Interference Response
or

Lt. Button

or

Rt. Button

Fig. 1. The example of a single trial of the modified stroop task.
each trial included a cue (color T-shirt) followed by a probe
(color word) 4 seconds later. If the color of the word corresponded to that of the T-shirt presented 4 seconds earlier, the
examinee was required to press the left button. If not, the examinee was to press the right one. In the facilitation condition,
the color of the word was consistent with the meaning of the
word. In the interference condition, the color and meaning of
the word were inconsistent. During a time period of 5 minutes,
30 trials, consisting of 15 facilitation and 15 interference conditions, were presented. ITI Intertrial interval.
( )
×

승인을 얻었다.

환하여 이용하였다.

변형 Stroop 작업

피검자에 대한 검사 안내
자기공명 영상 촬영 장치에 누운 피검자에게 두 개의 버
튼으로 구성된 마우스를 제공하고 각각 오른쪽 손의 검지
와 중지를 이용하여 자극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피검자에
게 자극에 대한 반응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
항을 안내하였다. 첫째, 스크린에 비친 글씨가 거울 통해
0.5초간 색깔 있는 티셔츠가 보이며 일정 시간 후에 그 색
깔이 단어로 제시되는데, 이때 단어의 의미에 상관없이 단
어의 색깔이 앞서 제시된 티셔츠 색깔과 동일하면 검지를

자 극
변형 Stroop 검사는 화면에 빨강, 파랑, 노랑 등 세가지
색깔의 티셔츠가 0.5초간 먼저 제시되었고 4초 후에는 0.5
초간 빨강, 파랑, 노랑 등의 색깔로 이루어진 빨강, 파랑,
노랑 등 세 개의 단어가 한글로 제시되었다(Fig. 1). 이 때
피검자는 제시된 단어의 의미와 관계없이 단어의 색깔이
이전에 제시된 티셔츠 색깔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마우스를 이용하여 반응하도록 하였다. 자극 단어는 두 가
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용이 자극으로 단어 의미와 단어 색
깔이 동일한 경우(예를 들어 빨강 색깔의 빨강이라는 단
어)이었으며, 간섭 자극은 단어 의미와 단어 색깔이 다른
경우(예를 들어 파랑 색깔의 빨강이라는 단어)이었다. 간섭
자극의 경우 피검자는 단어 색깔보다는 단어의 의미를 먼
저 인식하게 되므로 이러한 간섭 자극을 배제하고 요구되
는 색깔을 인식하여 반응하여야 한다. 변형 Stroop 검사는
사건 관련 파라다임이며 총 소요 시간은 5분이었다. 단어

이용 왼쪽 버튼을, 다르면 중지를 이용 오른쪽 버튼을 누
르도록 하였다. 둘째, 가능한 빨리 수행하되, 답을 맞추는
것이 빨리 누르는 것 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반응의 정확도를 높이고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적 뇌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전 소정의 연구 참여
금을 받은 뒤 70% 이상 맞추었을 경우 되돌려 주기로 설
명하였다. 수행 성적이 70% 미만인 경우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였으며 참여금은 피험자의 수행력을 높이기 위한 취
지이므로 촬영 후에 모두 돌려주었다.

자극과 다음 색깔 자극 사이의 시간은 4~12초이었다. 제
시되는 총 자극의 수는 30개이며 용이 자극 15개와 간섭
자극 15개로 구성되었다. 15개 자극 중에는 맞은 경우와
틀린 경우가 각각 8개와 7개가 되도록 하였다. 최적화된
자극 배열을 찾기 위해 저자들은 컴퓨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UNIX용 OptSeq1.1 프로그램(http://surfer.nmr.mgh.
harvard.edu/optseq)을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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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획득
자기공명촬영실 안에 반투명 스크린을 피검자의 시야에
서 일정한 거리에 설치한 후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일정한
크기로 자극을 제시하였으며, 피검자가 눈 앞에 비스듬하
게 설치된 거울을 통해 스크린에 비춰진 자극을 보고 문제
를 풀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 전 제시되는 자극이 피검자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 Volume 43, No 6 / November, 2004

J.W. Choi, et al

정신분열병의 주의력저하 보상기전

시야의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고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을 이용하여 일 집단 t 검정을 시행하였다. 둘째, SPM99b

상태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기능적 뇌 공명 영상 촬영은

를 이용하여 간섭자극-용이자극 대조 시 유의한 뇌영상 신

General Electric Signa 1.5-T high-speed imaging

호 변화를 보이는 영역이 정신분열병 집단과 정상 대조 집

장치(modified by Advanced NMR Systems, Wilming-

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 t 검정을

ton, MA)와 head coil을 사용하였다. 기능적 뇌 공명 영

시행하였다.

상은 미리 얻어진 T1-weighted 영상을 바탕으로 inter-

뇌영상 신호 크기의 변화를 위한 유의 수준 uncorrected

leave T2-weighted echoplanar pulse sequence(TE=

p 값은 0.001이하로 하였으며, 위양성 효과를 줄이기 위해

50 ms, TR=2500 ms, flip angle=90°
, FOV=24×24

인접한 8개 이상의 부피소에서 활성화된 부위만을 유의하

cm, matrix=64×64, in-plane resolution 3.125×3.125

다고 판정하였다.16,17)

mm, slice thickness=5 mm, 24 slices/image)를 이용하

결

여 얻었다. 하나의 스캔 당 24개의 slice를 intercommis-

과

sural plane에 평행하게 얻었으며, 300초 동안 120개의
스캔을 얻었다.

검사 수행 분석
반응시간과 정확도를 측정하여 피검자가 제대로 문제를
수행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정신분열병 집단과 정상 대조군
집단사이에 용이 자극과 간섭 자극에 따른 반응시간과 정
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
석(two-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시행하였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분석

변형 Stroop 수행 성적
용이자극의 정확도는 정상집단 99.2±2.4%, 정신분열병
집단 95.6±6.9%이었으며, 간섭자극의 정확도는 정상집
단 96.7±5.0%, 정신분열병 집단 94.4±7.8%이었다. 용
이 자극 반응시간은 정상집단 993±344 ms, 정신분열병
집단 1091±239 ms이었으며, 간섭자극의 반응시간은 정상
집단 1049±399 ms, 정신분열병 집단 1209±295 ms
이었다. 이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반응의 정확도의 경우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4.60, p=0.039), 용이자극
과 간섭자극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F=0.98, p=
0.329), 집단×자극 상호작용(group×stimulus interac-

기능적 뇌영상 전처리 및 모델 구성
SPM99b(http://www.fil.ion.bpmf.ac.uk/spm)을 이용
하여 각 피험자의 기능적 영상자료의 머리 움직임에 의한
잡음을 보정하기 위해 정합보정(realign)을 실시하였다. 정

tion)도 유의하지 않았다(F=0.25, p=0.624). 반응시간의

합된 영상을 slice timing 과정을 거쳐 SPM99b에서 제공하

(F=0.13, p=0.719).

경우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5.40, p=0.021),
용이자극과 간섭자극 사이에도 유의한 경향을 보였고(F=
3.83, p=0.051), 집단×자극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는 template에 3.0×3.0×3.0 mm3 크기의 부피소(voxel)
sianKernel filter를 적용하여 편평화하였다(smooth). 용이

Stroop 간섭 주효과(The main effect of stroop)
정상 집단에서 보였던 앞쪽 띠이랑(anterior cingulate)

자극, 간섭자극, 이들 자극 4초전 제시된 티셔츠 자극 등

및 왼쪽 곁띠이랑(left paracingulate)의 활성화가 정신분열

을 변수로 하여 혈역학반응함수(hemodynamic response

병 집단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왼쪽 아래와 위 두정소엽

function：hrf)에 대한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 때 SPM99b

(left inferior and superior parietal lobules), 왼쪽 두정 쐐

에서 제시하는 주파수의 low-pass filter를 사용하였다.

기전소엽(left parietal precuneus), 오른쪽 위관자이랑

단위로 공간표준화(normalize)한 후 8 mm FWHM Gaus-

(right superior temporal gyrus) 등도 정상 집단에서만

기능적 뇌영상의 통계적 분석
첫째, 정신분열병 집단과 정상 대조 집단 각각에서 Stroop
간섭 주효과에 따라 활성화되는 뇌 영역을 알아보았다. Stroop
간섭 주효과란 용이자극 시에 비해 간섭자극 시 특정 뇌 영
역이 더 활성화되는데 이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간섭자
극-용이자극 대조(contrast) 시 기능적 뇌 영상 신호 변화

활성화되었다. 정신분열병 집단에서만 활성화된 부위는
오른쪽 아래 전두이랑(right inferior frontal gyrus)와 왼
쪽 섬이랑(left insula)이었다. 양쪽 집단 모두 유의미한
(uncorrected p<.001) 활성화를 보인 부위는 왼쪽 중심앞
이랑(precentral gyrus), 후두부 혀이랑(occipital lingual
gyrus) 등이었다(Table 2, Fig. 2).

차이의 유의성을 매 부피소에 대해 검사하기 위해 SPM99b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 Volume 43, No 6 / Novemb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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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rain regions in both schizophrenics and healthy controls that showed significant clusters in voxel-wise t-test of stroop load
Regions of signal change*

Voxel number

BA†

99

Coordinates‡

Z value§

x

y

Z

32

-3

40

3

4.59
4.44

Main effect of stroop
Healthy controls (n=10)
Anterior cingulate gyrus
Paralimbic cingulate, left

21

32

-18

8

44

Superior parietal lobule, left

23

07

-18

-67

56

4.15

Inferior parietal lobule, left

16

40

-39

-47

58

4.14

Parietal postcentral gyrus, left

16

03

-45

-30

48

3.74

04

-27

-21

54

3.38

Frontal precentral gyrus, left
Occipital lingual gyrus, left

08

19

-21

-61

-2

3.61

Parietal precuneus, left

08

07

-12

-59

50

3.50

Superior temporal gyrus, right

09

42

50

5

-13

3.44

Inferior frontal gyrus, right

08

47

36

17

-13

3.90

insula, left

10

-

-27

12

13

3.61

Schizophrenics (n=10)

Occipital lingual gyrus, right

08

18

3

-73

1

3.48

Frontal precentral gyrus, right

08

06

33

-9

56

3.42

Frontal precentral gyrus, left

21

04

-24

-26

70

3.37

03

-18

-34

68

3.33

32

-18

11

44

3.64

Parietal postcentral gyrus, left
Group by Stroop condition interaction
Paracingulate sulcus, left

11

*：Extent threshold of 8 voxels and height threshold with p value 0.001, †：Brodmann’s area, ‡：From the atlas of talairach and
tournoux, §：Determined from the voxel showing the maximal F-value in each cluster

A

Stroop main effect
Control

B

Schizophrenia

Group×Stroop

지 않았고, 정상 대조집단에 비해 반응시간은 느리지만 정
확도에는 차이가 없고, 왼쪽 곁 띠고랑의 간섭효과에 따른
활성화가 유의하게 저조하다는 본 연구결과는 정신분열병
의 선택적 주의집중력 저하가 앞쪽 띠이랑 및 왼쪽 곁 띠
고랑의 기능부전과 관련 있으며, 이는 오른쪽 아래 전두이

Ant. Cingulate
BA 32.,{-3,40,3}

Rt. Inf. Frontal G
BA 47.,{36,17,-13}

Lt. Paracingulate sulcus
BA 32.,{ -18,11,44}

Fig. 2. The main effects of Stroop (A) and Group×Stroop interaction (B)(Extent threshold of 8 voxels and height threshold
with uncorrected p value, 0.001) BA indicates Brodmann area.
Anatomical orientation.

랑 등으로 구성된 신경회로에 의해 보상됨을 시사한다.
변형 Stroop 작업을 이용한 본 연구 결과 기존 Stroop
을 이용한 양전자 방출 단층영상(PET)18)이나 기능적 자
기공명영상 연구12,19)와 비슷한 부위의 활성화가 관찰되었
으며, 특히 기존 Stroop을 이용해서 사건관련 파라다임을
적용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연구11)에서 보고되었던 전운

Group×Stroop interaction
정신분열병 집단에서 왼쪽 곁 띠고랑(left paracingulate
sulcus)의 활성화가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덜 되
었다(Table 2, Fig. 2).

동 영역, 앞쪽 띠이랑 등이 본 연구에서도 활성화되었다.
따라서 변형 Stroop 검사가 간섭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변형 Stroop 검사는 움직임에 의한 영
상 자료 왜곡이 우려되는 혼잣말로 반응하는 방식10)이나
촬영 전 수행 성적 측정과 같이 실제 촬영 동안의 수행을

고

찰

기록할 수 없는 기존 연구 방식11)과 달리 실시간으로 피
검자의 수행 성적을 기록할 수 있어 특히 정신분열병 환자

정신분열병 집단의 경우 정상 대조집단에서 관찰되는
Stroop 간섭효과에 따른 앞쪽 띠이랑의 활성화가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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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피검자를 대상으
로 한 관련 연구에 유용한 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 Volume 43, No 6 / November, 2004

J.W. Choi, et al

정신분열병의 주의력저하 보상기전

본 연구 결과 정신분열병 집단은 정상 대조집단에 비해

관련 있을 수 있다. 이전 연구는 정신분열병 집단의 경우

정확도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 반응시간은 느린것으로 나

상대적으로 손상이 적은 아래 및 뒤쪽 전전두엽이 왼쪽 등

타나 선택적 주의집중력 장애가 반응시간 지연에 의한 것

외측 전전두엽 기능 저하를 대신하여 활성화 여부를 결정

임을 시사한다. 정상집단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Stroop을

하는 내적인 표준(internal activation standard)의 역할

수행한 정신분열병 집단에서도 기존 기능적 뇌영상 관련

을 한다고 보고하였다.16) 본 연구 뿐 아니라 이전 연구26)

5)

연구 소견 과 같이 Stroop 간섭 효과에 따른 앞쪽 띠이랑

에서도 Stroop 수행에 따른 오른쪽 아래 전두이랑의 활성

의 활성화 실패를 보여 이 부위의 기능부전이 수행성적과

화가 정신분열병 집단에서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따

관계없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신분열병 집단의 앞

라서 본 연구에서 정신분열병 집단에서만 활성화된 오른

20,21)

쪽 띠이랑은 체적 감소,

22)

신경세포 밀도의 감소,

23)

acetylaspartate 농도 감소

N-

쪽 아래 전두이랑은 등외측 전전두엽의 기능부전을 보상

등이 보고되고 있어 기능적

하여 정확하게 Stroop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뿐 아니라 해부학적으로도 분명한 이상이 있음을 시사한

있음을 시사한다.

다. Yucel 등에 의하면 곁 띠고랑이 있는 정신분열병의 경

결국 본 연구 결과는 정신분열증 환자는 오른쪽 아래 전

우 Stroop 작업 수행 시 정상 집단에서는 보였던 왼쪽 곁

두이랑에 의해 왼쪽 등외측 전전두엽의 기능부전이 보상

띠이랑의 활성화는 관찰되지 않고 오른쪽 곁 띠이랑의

되어 비교적 정확한 Stroop 작업 수행을 하지만, 앞쪽 띠

활성화만 관찰되었으며 이는 앞쪽 띠이랑 및 왼쪽 곁 띠이

이랑 및 왼쪽 곁 띠고랑의 기능부전에 의해 반응시간 지

5)

랑 등 인근 구조물간의 연결 이상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연이 나타나는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가설을 명확

본 연구의 집단간 분석 결과 정상 집단에 비해 정신분열

히 하기 위해서는 곁 띠고랑이 없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

병 집단에서 왼쪽 곁 띠고랑의 활성화가 덜 되었다는 점

우에 반응시간이나 정확도 등이 달라지는지 등에 대한 향

은 정신분열병 환자의 Stroop 반응 시간 지연과 같은 선택

후 개인별 분석을 이용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적 주의집중력의 저하가 앞쪽 띠이랑과 왼쪽 곁 띠이랑의

뇌 활성화는 항정신병 약물 투여에 여부와 약물 종류에 따

연결 이상에 따른 기능부전과 관련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

라 활성화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결과 해석에 유의

이다.

해야 한다. 예를들어 기존의 정형적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

그렇다면 앞쪽 띠고랑의 기능부전에도 불구하고 정신분

한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는 본 연구

열병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느리기는 하나 정확하게 Stroop

결과와 달리 오른쪽 등외측 전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

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정상 집단을 대상으로

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정형 항정신병 약물에 비해 비정형

한 연구는 Stroop 작업과 같은 선택적 주의집중력의 수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한 경우 전두엽 피질의 활성화가 증가

12)

행에 있어 앞쪽 띠이랑 뿐 아니라 전전두엽이 중요한 역
10)

되었다는 보고28)도 있다. 본 연구에서 모두 비정형 항정신

따라서 전전두엽의 기능

병 약물을 사용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수용체에 대

부전을 보이는 정신분열병 집단에서 앞쪽 띠이랑의 기능부

한 약물의 특성이 다르므로 향후 약물 종류를 통제하거나

전만으로 Stroop 수행 장애를 전부 설명하기는 미흡하다.

약물 미 투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전전두엽의 역할의 중요성의 증거로는 앞쪽 띠이랑에 병변
이 생기더라도 올바른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24)과 Go/No-

결

론

go 수행 시 앞쪽 띠이랑은 Go 자극과 No-go 자극 모두
에서 활성화를 보이는 반면, 등외측과 복외측 전전두엽은

변형 Stroop을 이용한 본 연구를 통해 정신분열병 환

25)

No-go 자극 시 더 활성화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에서 선택적 주의집중력 저하가 앞쪽 띠이랑 및 왼쪽 곁

이는 인지기능 수행에 있어 앞쪽 띠이랑의 역할이 단순히

띠이랑의 기능 부전과 관련 있으며 오른쪽 아래 전두이랑

반응 수행을 매개하거나 전전두엽에서 결정된 판단을 수

이 보상 기능을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저자들에

행할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의해 개발된 변형 Stroop은 정신분열병의 병태 생리 연구

Stroop 검사 수행 시 간섭효과를 배제하고 올바른 수행을

뿐 아니라 항정신병 약물 효과의 지도제작 및 새로운 약물

하는 역할, 즉 작업의 조절 기능은 등외측 전전두엽과 관

개발 관련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련 있고 앞쪽 띠이랑은 인지기능 수행 과정을 감시하는 역
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10) 따라서 정신분열병에서 잘 알
려진 등외측 전전두엽의 기능부전이 Stroop 수행 장애와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 Volume 43, No 6 / Novemb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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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 띠고랑·아래 전두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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