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 經 精 神 醫 學 第 35 卷 第 2 號 1996
J Korean March Assoc Vol 35, No 2

치료 전 • 후 정신분열증 환자의 청각 사건관련 전위
P300의 지표학적 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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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변화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

론

(Maurer와 Dierks 1987).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
면 정신분열증 환자는 P300의 전위(amplitude)가 감소

정신분열중은 뇌의 기능적, 구조적, 생화학적 장애에 의

되어 있거나, 잠복기(latency)가 길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Kaplan등 1994). 이

있어서 이러한 현상들은 정신분열중 환자의 인지적 장애

장애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되고

룰 나타내는 지표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Blackwood등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 중의 하나로서 신경생리적 접근에

1987).

의한 사건관련전위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Roth와 Can

non 1972).

그러나 정신분열중 환자들의 P300과 임상 증상과의 연
관성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건관련전위 검사는 청각, 시각, 체성 감각 등의 자극

예를 들면 정신분열중 환자의 임상 증상의 호전과 P

을 피검자에게 가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뇌의

300의 정상화 사이에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보고

전위를 피검자의 두피 (SM )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사건

(Eikmeier등 1992)가 있는가 하면, 임상 중상이 호전되

관련전위 검사는 뇌 질환의 신경생리 기전을 밝히는 데

면

P300도 정상화되거나 전위가 중가한다는 보고

있어서 중요한 방법중 하나이며 이에 의해 신경생리 기전

(Duncan둥 1987 ； Josiassen둥 1984)도 있으며, 정신

이 밝혀지면 뇌의 특정 구조의 이상까지도 밝힐 수 있을

분열중의 증상의 심각도와 P300의 전위사이에는 연관이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관련전위 중 하나인 P300은 자극

있다는 보고(Blackwood등 1987 ； Shenton등 1989)들

후 300msec 전후의 전위로서 자극의 성질 자체보다는 피

도 있다.

검자의 인지적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저자들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건관련

또한 P300 영상 소견을 검사하는 지표학적 뇌전위 영상

전위 검사를 시행하여 P300의 전위를 조사하고 이를 대

화 기법은 자료를 정량화하여 영상화할 수 있고 시간적

조군과 비교함으로써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1) 인지 기능
의 장애를 확인하고, 2) 치료 후 추적 검사를 시행하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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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전 후 P300의 변화와 3) 지표학적 뇌영상을 이용하여

P300의 이상 소견과 지표학적 뇌 전위 변화를 관찰하고
자 하였다.

였다. 활동 전극은 전전두부(prefrontal area), 전두부

대상 및 방법

(frontal area), 후두부(occipital area)에서 생기는 잡파
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전두부의 Fp!, Fpz, Ppz라 전두부

1. 대 상

의 Fz, 후두부의 ᄋ2을 제외한 F7, Fa, F4>Fa, T3, C3. Cz.

대상은 1993년 2월 1일부터 1994년 9월 30일까지 가톨

C4>T4>T5i Ps,

Pz, P4,

Te, On ᄋ2등 16 곳에 부착하였는

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강남성모병원과 성모자애병원 신

데 전극이 부착되지 않은 5곳의 전위는 내삽법 (interpcr

경정신과에 입원한 환자들 중 DSM-DI-R(American

lation method) 에 따라 각각의 전극 주변의 세 부위의 전

Psychiatric Association 198가에 의거하여 정신분열증으

위를 더하여 이를 삼분하여 결정하여 결국 21 개 부위의

로 진단된 환자 26명(남자 12명, 여자 14명)으로 하였으

전위가 모두 측정되도록 하였다. 기준 전극은 양측 측두부

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7.9 ±9.3 세였다. 대상 환자들

의 유양돌기를 연결한 전극을 사용하였으며, 접지 전극은

중 13명(남자 8명, 여자 5명)은 2주이상 항정신병 약물을

미간에 부착하였다. 기준 전극은 양측 측두부의 유양돌기

복용치 않았으나 나머지 13명(남자 4명, 여자 9명)은■약물

를 연결한 전극을 사용하였으며, 접지 전극은 미간에 부착

을 복용한 환자들이었으며 이들은 chlorpromazine을 둥

하였다.' 증폭기의 이득은 50,000으로 하였고, 교정 전압은

가량으로 평균 416.6mg/day를 복용하였다. 입원 후 모든

96~108V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저역차단여과(low cut

환자들에게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시켰으며, 입원 4주 후

filter)는 1Hz, 고역차단여과(high cut filter)는 100Hz에

정신분열중군 환자들은 chlorpromazine을 등가량으로 평

놓았으며, 전원에서 들어오는 60Hz 잡파를 제거하기 위하

균 746.5mg/day룰 복용하였다.

여 60Hz 여과(60Hz filter)를 사용하였다.

정상 대조군(이하 대조군)은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피검자는 헤드폰을 통해 양측에서 빈번하게 들리는

간호사, 일반 직원 및 환자와 혈연 관계가 없는 보호자 들

1000Hz의 저음(frequent low pitch tone : 이하 SI)에

중에서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정상인들을 대상으

무작위로 섞여서 간헐적으로 들리는 2000Hz의 고음

로 하였다. 대조군은 표본 수와 연령 및 성별 분포가 정신

(rare high pitch tone : 이하 S2)의 횟수를 손이나 턱 ,

분열중군에 대응하도록 구성하였다.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세도록 하였다. 피검자가

교육 정도는 정신분열증군과 대조군 모두 고졸 이상의

센 고음의 횟수와 자극 횟수의 차이가 10% 범주를 벗어

학력으로 제한하였으며, 모든 피검자는 오른손잡이로 선

날때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자극 회수는 1초에 1.1회 . 자

택하였다.

극 강도는 70dB이었고, 총 250회를 자극하여 S1과 S2의

전체 대상군은 뇌 외상, 간질, 편두통 등 신경과적, 신

비가 4 ：1이 되게 하였다. 자극의 유지 시간은 40msec였

경외과적 질환과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신

고 , 자극에 대한 전위 변화의 분석 시간은 512msec로 하

질환을 앓았던 병력이 없고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이 없는

였다(Roth와 Cannon 1972).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2. 방

법

검사 시행은 피검자에게 위와 같은 검사 과정에 따라

2회 실시하였다. 1차 검사는 예비검사로서 단순한 청각
유발전위를 측정하여 피검자의 청각 전도에 이상이 없는

1) 청각 사건관련전위 검사

지를 확인하였고, 2차 검사는 본 검사로서 검사 전에 위에

피검자의 사건관련전위 검사는 방음이 되고 및 전기가

언급한 지시 사항을 알려주어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드

차폐된 검사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지표학적 뇌영상 기구

물게 나오는 청각 자극을 셀 때 일어나는 인지 과정에 따

(Brain Atlas HI ；Biologic Co. U.S.A.)를 사용하였다.

른 전위의 변화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S!과 S2의 두가지

검사 실시 전 피검자에게 본 검사의 목적과 과정을 충분히

자극에 따른 21개 부위에서의 전위 값들은 컴퓨터에 내장

설명하여 긴장을 풀게 하고 안락 의자에 편안히 앉힌 상태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체 평균화된 후 각각 다른 저장

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전극은 염화은에 은이 도금된 전

소 (bank)에 입력되도록 하였다.

극 (ArAgCl)을 사용하였으며, 전극의 부착은 국제 10~

20 전극 체계(Jasper 1958)에 따라 전극용 풀을 사용하여
두피에 부착하였고, 전극저항이 2.5k£ 이하가 되도록 하

2) P300 측정 방법
정신분열증군과 대조군의 자료들 중 P300이 들어있는

Fig. 1. P300 waveform at Cz & Pz and topographic brain
map of P300 in normal controls. Color scale
ranges from -6.3 to +6.3/^.

Fig. 3. P300 waveform at Cz & Pz and topographic brain
map of P300 in schizophrenics after treatment.
Color scale ranges from -6.3 to +6.3/ᄊ. Com
pared with schizophrenics before treatment, the am
plitudes of P300 in schizophrenics after treatment
were increased on left temporal, mid tem
poroparietal areas.

1962)을 이용하여 환자들의 정신 증상을 측정하였다.
4) 통계 처리
통계는 대조군과 치료 전후 정신분열중군 사이에 전위
와 잠복기를 비교하여 인지 기능 장애 유무를 살피고 약
물의 영향을 비교하고 중상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대
조군과 치료 전 정신분열증군, 대조군과 4주 치료 후 정신
Fig. 2. P300 waveform at Cz & Pz and topographic brain
map of P300 in schizophrenics before treatment.
Color scale ranges from -6.3 to +6.3/^. Diff
erences of amplitudes of P300 compared with con
trols at various region in schizophrenia before treat
ment. Amplitudes of P300 were lower on the left
temporal, mid-centroparietal, left and right centroparietal areas.

S2에 대한 자료들을 Brain Atlas 이상에서 잠복기가
280〜512msec 사이에서 정중 두정부(Pz)를 기준으로 가
장 전위가 높은 곳을 P300으로 정하고(Ford등 1994) 이
에 따른 파형을 관찰하였다. 또한 이 P300이 나타나는 시
점에서 대조군과 치료 전 정신분열증군 그리고 4주 치료
후 정신분열증군에서 각각의 전극 부위별 전위를 기록하
였다(Fig. 1. 2, 3).

분열증군, 환자군 중 입원 당시 약물을 복용한 군과 약물
을 복용하지 않은 군(이상 unpaired t test), 그리고 치료
전 정신분열증군과 치료 후 정신분열증군(paired t test)
의 21 개 전극 부위별 전위, 잠복기 그리고 BPRS 값을
전산화 통계 프로그램인 SAS에 입력해 P300 시점에서
비교하였다.

결

과

1. 치료 전 정신분열증군의 P300의 파형 , 잠복
기 , 전위 및 지표학적 뇌영상
치료 전 정신분열중군의 P300의 파형은 inverted-U 형
태로 대조군의 inverted-V 형태와 서로 달랐다(Fig. 1, 2).
치료 전 P300의 잠복기는 정신분열중군에서는 평균이

3)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354 土 30msec였으며 대조군에서는 331 土 26msec여서

치료 전 그리고 치료 4주 후에 환자의 정신증상(psycr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2.97, df= 50, p

hotic symptom)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Brief Psychi

<0.05)(Table 1). P300 전위는 정신분열증군이 3.67 土

atric Rating Scale(이하 BPRS) (Overall과 Gorham

1.82^, 대조군이 6.35 ±2.62/^으로 정중 두정부(Pz)에

Latencies
Control (n=26)

Amplitude

331.15 ±26.64

6.35 土 2.62

354.53 土 30.이 *

3.67 土 1.82**

339.61 ± 35.41

4.62 土 1.62**

Schizophrenia
before treatment(n = 26)
Schizophrenia
after treatment(n = 26)
n ；number of subjects

*p < 0.05

**p < 0.01

Table 2. Am plitudes^) of P300 in schizophrenics before treatment and normal controls(mean 土 SD)
Schizophrenics before

Normal control

treatment (n = 26)

(n = 26)

t values

df

FPi

1.89 土 1.51

2.60 ± 1.90

1.49

50.0

Fpz

1.92 土 1.50

2.38 土 1.92

0.96

50.0

• P2

1.94 ± 1.37

2.38 土 2.09

0.89

43.2

•7

1.72 土 1.48

1.79 ± 1.54

0.17

50.0

•3

2.59 土 1.88

3.67 ±2.82

1.62

43.5

'Z

2.55 ± 1.94

3.57 土 2.76

1.55

50.0

'4

2.44 土 1.96

3.49 土 2.83

1.56

50.0

f8

1.35 土 1.32

1.56 土 1.48

0.54

50.0

t3

1.58 土 1.03

2.48 土 1.49*

2.54

50.0

C3

3.09 土 1.68

4.88 土 2.52**

3.00

43.6

Cz

3.09 土 1.86

5.89 土 2.93**

4.11

42.4

c4

3.30 士 1.70

5.06 土 2.60**

2.89

43.0
50.0

t4

1.97 ± 1.40

2.15 土 1.14

0.51

Ts

2.30 土 1.44

2.61 ±1.63

0.71

50.0

5.43 土 2.28**

3.23

50.0
50.0

P3

3.55 土 1.90

Pz

3.67 土 1.82

6.35 土 2.62**

4.29

P4

3.64 ± 1.75

5.59 ±2.13**

3.61

50.0

Ts

2.52 ± 1.40

2.63 土 1.58

0.28

50.0

o,

2.45 土 1.72

3.06 土 2.00

1.16

50.0

Oz

2.61 土 1.61

3.22 土 1.80

1.28

o2

2.53 土 1.54

3.25 土 1.70

n ; number of subjects

* p 〈 ᄋ.05

1.59

50.0
50.0

**p 〈 0.01

서 가장 높았다(Table 1).
치료 전 정신분열증군과 대조군 사의의 전위의 차이를
각 전극 부위별로 비교한 결과 좌측 중앙부(Cs). 정중 중앙

해 파고가 높은 inverted-U 형태로 대조군의 inverted-

V 형태와 서로 달랐다(Fig. 1, 3).
치료 후 P300의 잠복기는 정신분열증군에서 339土

부 (Cz), 우측 중앙부(CJ, 좌측 두정부(P3), 정중 두정부

35msec를 나타내었으며 대조군에서는 331±26msec이었

(Pz), 우측 두정부(PJ (P<0.01)와 좌측 측두부(T3)(p<

는데 두 잠복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치료 후

0.05)에서 정신분열증군에서 낮게 나타났다(Table 2).

P300 전위는 정신분열증군이 4.62 ±1.62#, 대조군이 6.

2. 치료 후 정신분열증군의 P300으
ᅵ 파형 , 잠복
기 , 전위 및 지표학적 뇌영상
치료 후 정신분열증군의 P300의 파형은 치료 전에 비

35± 2.6¥ 으로 정중 두정부(Pz)에서 가장 높았다
(Table 3).
치료후 정신분열증군과 대조군 사이에 전위의 차이를
각 전극 부위별로 비교한 결과 정중 두정부(Pz), 우측 두

Schizophrenics after

normal control

treatment (n = 26)

(n = 26)

df

t values

2.18 土 1.34

2.60 土 1.90

0.91

50.0

卜PZ

2.13 ± 1.31

2.38 土 1.92

0.56

44.0

' P2

1.92 土 1.35

2.38 土 2.09

0.94

42.8

*7

1.45 土 1.09

1.79 土 1.54

0.91

50.0

'3

3.20 土 1.87

3.67 土 2.82

0.69

43.4

rz

2.95 土 1.70

3.57 土 2.76

0.98

41.5

'4

2.60 ± 1.59

3.49 土 2.83

1.40

39.4

Fpi

^8

1.66 土 1.00

1.56 土 1.48

-0.26

43.9

丁3

2.18 ± 1.07

2.48 ± 1.49

0.84

50.0

C3

3.92 ± 1.81

4.88 土 2.52

1.57

50.0

Cz
c4

4.30 土 2.18

5.89 土 2.93*

2.22

50.0

3.63 ± 1.89

5.06 土 2.60*

2.25

50.0

50.0

t4

1.72 土 1.16

2.15 土 1.14

1.36

t5

2.88 ± 1.09

2.61 土 1.63

-0.70

43.5

p3

4.34 ± 1.52

5.43 土 2.28*

2.03

43.6

Pz

4.62 土 1.62

6.35 土 2.62**

2.87

41.8

p4

4.05 土 1.99

5.60 ± 2.13**

2.70

50.0

Te
o,

2.32 土 1.42

2.63 士 1.58

0.74

50.0

3.04 ± 1.62

3.06 土 2.0ᄋ

0.02

50.0

Oz

3.07 ± 1.59

3.22 ± 1.80

0.31

50.0

o2

2.84 ± 1.71

3.25 土 1.70

0.87

50.0

n : number of subjects

*p < 0.05

< 0.01

정부(P4) (p<0.아)와 정중 중앙부(Cz), 우측 중앙부(C

4. 치료 전 정신분열증군 내에서 약물 복용군과

4), 좌측 두정부(P3) (p<0.05)에서 정신분열중군에서 낮
게 나타났다(Table 3).

3. 치료 전 정신분열증군과 치료 4주 후 정신분열

약물 복용 하지 않은 군 사이의 비교
이 두 군 사이의 잠복기와 각 전극 부위별 전위의 차이
를 비교한 결과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증군과의 비교
치료 전후 P300의 파형은 동일하며 치료 후 전위는 높

고

아졌다(Fig. 2, 3).

P300의 잠복기는 치료 전 정신분열증군에서 평균 354
± 30msec를 보였으며 치료 4주 후 정신분열증군에서 평
균 339 土35msec를 보여 치료 후 잠복기가 감소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 두 군 사이의 전위의 차이를 각
전극 부위별로 비교한 결과 좌측 측두부(T3), 정중 중앙부

(Cz), 정중 두정부(Pz) (p <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Table 4).
치료 전의 BPRS 점수는 평균 44.86 ± 10.51이었으며 ,
치료 4주 후의 BPRS 점수는 평균 34.18 ±8.62로 두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1).

찰

정신분열증 환자의 인지 장애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많
이 행해져 왔다. 인지 과정은 적극적 집중적 과정과 감각
적 과정으로 나누어 지는데, 적극적 집중적 과정은 의식적
인 노력이 필요하고 자극에 집중을 해야 하며 진행중인 다
른 정신 활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느리고 순차적으로 진
행된다. 그러나, 감각적 과정은 불수의적으로 이루어지며
의식적인 자각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정신 활동의 간섭없
이 진행될 수 있다. 감각적 과정은 의식적 자각없이 일어
나지만 그 결과는 의식에 어떤 표상(representation)을
생기게

할 수도 있다(Kahneman 1973 ： Wickens

Fpi
*P2
Fp2
卜7
•3
»Z
卜4
卜8
t3
C3
Cz

Schizophrenics

Schizophrenics

before treatment (n = 26)

after treatment (n = 26)

1.89 ± 1.51

2.18 土 1.34

1.92 ± 1.50
1.94 ±1.37

50•ᄋ

2.13 土 1.31

0.56

50.0

1.92 土 1.35

- 0.07

50.0

1.72 ± 1.48

1.45 ± 1.09

-0.73

50.0

2.59 土 1.88

3.20 土 1.87

1.25

50.0

2.55 土 1.94

2.95 土 1.70

2.44 土 1.96

2.60 士 1.59

0.77
0.31
1.36

50.0
50.0

1.35 ± 1.32

2.18

3.09 ± 1.68

3.92 土 1.81

3.09 ± 1.86

P3

3.67 ± 1.82

Ts

1:66± 1.00
± 1.07*

1.58 土 1.03

Pz

t4

df

0.82

± 1.70
1.97 ± 1.40
2.30 土 1.44
3.55 ± 1.90

c4

t values

3.30

4.30 土 2.18*
3.63 土 1.89
1.72± 1.16
2.88 土 1.09
4.34 土 1.52
4.62 ±1.62*
4.05 土 1.99

2.42

1.92
2.42
0.73
-0.61
2.04

50.0

50.0
50.0
50.0
50.0
50.0
50.0

1.89

50.0

2.23

50.0

0.92

50.ᄋ

T6

3.64 土 1.75
2.52 土 1.40

-0.54

50.0

ᄋ!

2.45 土 1.72

3.04 土 1.62

50.0

Oz

2.61 ±1.61

1.49

3.07 土 1.59

1.19

50.ᄋ

o2

2.53 ± 1.54

2.84 土 1.71

0.72

50.0

P4

n ; number of subjects

2.32 土 1.42

* P 〈 0.05

1984). 이 두 과정의 장애가 정신분열증의 인지적 장애를

지만, 치료 전에 비하여 짧았다. 이것은 치료 후 환자군과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Javitt등 1993).

대조군과의 잠복기의 차이가 없는 점으로 보아 치료에 의

이 두 과정중 적극적 집중적 과정에 대한 가장 신빙성
이 있는 검사는 oddball paradigm에 의한 청각 자극후

해 잠복기가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좀더 연구되어야 할 것
이다.

300msec 전후에 발생하는 P300의 소견이다. 이 P300은

지표학적 뇌영상의 결과 치료 전 환자의 P300 전위는

자극에 대해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받아들

대조군에 비해 정중 두정부와 정중 중앙부를 중심으로 감

여 지고 있으며, 자극에 의한 반응뿐만 아니라 피검자의

소하였다. 이것은 정신분열증 환자의 인지적 장애를 나타

내인적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Donchin 1981).

내는 지표로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채

본 연구에서 정신분열중 환자들의 치료 전 잠복기는 대

정호와 유태열 1990 ； 한상익과 김종은 1991 ； Black-

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의미있게 지연됨을 알 수 있었다. 초

wood등 1987). 이 P300 전위의 감소는 정신분열증 환자

기의 연구에서는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잠복기의 지연을 관

가 자극간의 시간 간격이 길 때 정신 집중을 하는 데에 장

찰할 수 없었다는 연구(Levitt 1973 : Roth와 Cannon

애가 있으나(Baribeau-Braun둥 1983), 청각 사건전위

1972 ； Roth등 1981 ；Verleger와 Cohen 1978)가 있었

검사를 시행할 때 자극간의 시간 간격이 짧고 정신 집중으

으나 최근에는 잠복기의 지연을 관찰할 수 있다는 연구들

로 인한 N100의 전위를 대조군의 것과 비교하면 통계적

이 있다(이상익 등 1989; Blackwood등 1987: Dun-

차이가 없다는 결과(Blackwood둥 1987)와 환자가 집중

can등 1987 ；Ebmeier둥 1990 ； Eikmeier둥 1992). 따

을 하는지 확인하면서 검사를 할 경우에도 P300의 차이가

라서 잠복기의 지연은 의미있는 소견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찰될 수 있다는(Ford등 1994) 점을 미루어 볼 때 P

본 실험에서 치료 후 잠복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300의 변화는 환자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장애를 반영하

Schizophrenics with

Schizophrenics without

medication (n = 13)

medication (n = 13)

FPi

0.95 ±1.52

Fpz
Fp2

t values

df

1.45 ± 2.63

-0 .6 0

24.0

1.28 土 1.68

1.65 土 2.27

-0 .4 7

24.0

1.37 土 204

1.56 ± 1.97

-0.23

24.0

3.02

0.67 土 2.34

-1.40

24.0

•3

2.20 ± 1.97

2.02 土 2.89

0.17

24.0

Fz

2.34 ±2.25

2.09 ± 2.49

0.26

24.0

卜4

2.24 土 2.61

1.87 土 2.20

0.38

24.0

^8

0.20 ± 1.70

0.96 土 1.92

-1 .0 6

24.0

17

ᅳ0.82 土

丁3

1.36 土 1.05

1.44 土 1.49

-0 .1 7

24.0

c3

3.27 ± 1.87

2.53 土 2.16

0.93

24.0

Cz

3.50 土 2.14

2.53 土 1.80

1.24

24.0

c4

3.56 ±2.23

3.01 土 0.99

0.80

16.5

t4

1.85 ± 2.55

1.74 ± 1.30

0.14

17.9

Ts

2.38 土 1.61

2.22 土 1.29

0.27

24.0

P3

3.64 ± 2.02

3.46 土 1.85

0.24

24.0

Pz

3.82 ± 2.17

3.53 土 1.47

0.39

24.0

3.44 土 1.08

P4

3.84 土 2.27

0.56

17.2

Te
o,

2.43 土 1.80

2.60 土 0.92

-0.29

17.9

2.35 土 1.78

2.39 土 1.96

-0.05

24.0

Oz

2.48 土 1.77

2.69 土 1.59

-0.31

24.0

o2

2.38 ± 1.85

2.67 土 1.26

-0.47

24.0

n ；number of subjects Explanation of Figure
는 것으로 보인다.

Blackwood등 (1987)은 P300의 전위가 낮으면 BPRS

본 실험에서는 치료 전 정신분열증 환자 P300은 좌측

점수가 높고 P300 전위가 높으면 BPRS 점수가 낮은, 즉

측두부에서 전위의 감소를 보였는데 이와 반대로 좌우측

임상 증상이 경미하면 P300 전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

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보고들도 있지만(Kemali등

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 P300의 임상

1988 ：Pfefferbaum등 1989), 좌측 측두부에서의 P300

중상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Shenton둥 (1989)은 지

감소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특징적 소견이라는 보고들과

표학적 뇌영상을 이용한 연구에서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

부합된다(Faux둥 1988 ； Morstyn등 1983 : Shenton

한 P300 좌측 측두부 전위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면서

등 1989).

좌측 측두부의 전위와 양성 증상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

본 실험에서 치료 후의 좌측 측두부, 중앙부, 두정부에

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임상 증상과 P300은 서로 연관

대한 P300 전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정신 증상

이 없다는 보고들 (Eikmeier등 1992 ； Pritchard 1986)

의 지표인 BPRS는 유의하게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지금

도 있다.

까지 소수의 전극을 사용한 치료 전후의 P300 변화에 대하

정신분열증의 인지적 장애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두정

여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항정신약물 치료 후에 P300의 전

부 , 중앙부, 좌측 측두부에서 P300 전위의 감소로 확인할

위가 증가한다는 보고 (Duncan둥 1987 ；Josiassen등

수 있었으며 , 특히 두정부와 중앙부의 P300 전위 감소가

1984 ；Matsubayashi 1984)와 정신 치료만으로도 P300

치료후에도 지속된다는 본 연구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들

전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Pukuda등 1989). 이런

(채정호와 유태열 1990 ； Blackwood등 1987 ；Ford등

점을 고려할 때 정신 증상이 호전되면 P300 전위도 증가한

1994 ； Pass등 1980 ； Pfefferbaum등 1989 ； Roth등

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1981)과 일치하며 이는 정신분열증의 인지적 장애가 지속

적임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증상이 호전되어 관해 상태

300 잠복기는 대조군보다 더 길었다. 전극 각 부위에서의

에 있는 환자들이나(Eikmeier등 1992) 정신분열증이 발

P300 전위는 정신분열증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정중 두정

병할 유전적 소인이 높은 o]동들에게서도(Schreiber둥

부 (Pz)에서 가장 높았다.

1992) 두정부 P300 전위의 감소를 볼 수가 있다고 하였

2) 치료 전 정신분열중군과 대조군 사이의 전위 차이를

다 . 따라서 본 실험에서 보이는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P

각 전극 부위별로 비교한 결과 좌측 중앙부(C3>, 정중 중

300의 두정부와 중앙부 전위 감소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

앙부(Cz), 우측 중앙부((기), 좌측 두정부(P3), 정중 두정

는 음성 증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치료

부 (pz), 우측 두정부(P4) (p < 0.01)와 좌측 측두부 m ) 에

전 정중 중앙부, 정중 두정부, 좌측 측두부의 전위 감소가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치료후 증가하는 것은 치료에 반응하는 양성 중상과 연관

3) 치료 4주 후의 정신분열중군과 대조군 사이의 전위

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본 실험의 한계로 환자

를 각 전극 부위별로 비교한 결과 정중 두정부(Pz), 우측

를 평가할 때 서로 다른 scale을 사용하여 P300과 임상

두정부(P4) (P<0.01)와 정중 중앙부(Cz), 우측 중앙부

증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CJ, 좌측 두정부(P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른 영상 기법과 연관된 연구는 없었지만, 본 연구에

4) 치료 전 정신분열증군과 치료 4주 후 정신분열증군

서 보이는 두정부, 중앙부, 좌측 측두부의 P300 전위의

사이의 전위를 각 전극 부위별로 비교한 결과 정중 중앙

이상이 구조적 이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증

부 (Cz), 좌측 측두부(T3), 정중 두정부(Pz)에서 유의한

거로써 청각사건전위와 뇌전산화단층촬영과의 상관 관계

차이를 보였으나 치료 전에 약물을 복용한 환자군과 약물

를 본 McCariey등 (1989)은 P300의 이상과 좌측 실비우

복용하지 않은 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스 열구(sylvian fissure)의 확장이 연관이 있다고 하였고
또한 핵자기공명 검사에서 P300 이상과 좌측 후상부 측

5) BPRS의 경우 치료전에 비해 치료후에 현저히 감소
되었다.

두엽 이랑이 연관이 있다는 연구(McCariey 등 1993)가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정신분열증 환자가 정보를 처리

있다. 그리고 단일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 (single

하는데 인지적 결함이 있으며 치료후 부분적인 회복을 보

photon emission computerized tomography) 에서 P

이나 장애가 지속됨을 관찰하였다.

300 잠복기가 좌측 전두엽과 좌측 두정엽에 의해 조절된
다(Blackwood등 1994)는 보고가 있다.

중심 단어 ：정신분열증 . P300 • 인지 장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P300과 연관된 구조적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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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nd After Treatment Auditory Event-Related Potential P300
in Schizophrenics by Topographic B rain M apping

Seung-Kyu Bang, M .D., Jong-Woo Kim, M.D.
Department of Psychiatry,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Seoul

Schizophrenia is a chronic, debilitating major mental illness which neural correlates remain unk
nown. Recently, the topographic brain maping of P300 has been applied to examine the
psychophysiological disturbance in schizophrenics, particulary with regard to the topographic
distribution of P300. The most robust and consistently replicated electrophysiological ab
normalities in schizophrenics involve the auditory P300 event related potential (ERP), a po
sitive potential that begins approximately 300 msec following a target stimulus that is novel and
task-relevant. Reduction in amplitude of auditory P300 ERP has been related to cognitive de
ficits, brain structure abnormalities, chemical abnormalities, and clinical status.
Auditory P300 ERP has been extensively examined in psychiatric research, and many in
vestigators have saught their psychophysiological meanings and clinical significances since the re
cording procedure of P300 was standardized.
On the basis of these aspect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not only the shape, latency
and amplitude of P300，but also the topographic distribution in schizophrenics before and after
antipsychotic treatment and to examine the availability of the characteristic findings of P300
mapping as one of the biological markers.
The subjects were consisted of 26 schizophrenics who had been admitted to Kangnam St.
Mary's Hospital and Our Lady of Mercy Hospital,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from
February, 1993 to September, 1994.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Shape of P300 in schizophrenics before and after treatment was inverted U type, but that
of controls was inverted V type.
Latency of P300 in schizophrenics before treatment was 354 msec, which was more pro
longed than in controls (331 msec). Latency of P300 in schizophrenics after treatment was 339
msec, which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controls (331 msec).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opographic amplitudes of P300 between schizo
phrenics before treatment and controls in the mid-centroparietal, left and right centxoparietal,
left temporal areas.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opographic amplitudes of P300 between schizo
phrenics after treatment and controls in the mid-centroparietal, right central, left and right par
ietal areas. Differences of latencies between schizophrenics before and after treatment were not
significant.
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opographic amplitudes of P300 between schizo
phrenics before and after txeatmet in the mid-central, mid-parietal and left temporal areas.
5) The score of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BPRS) in schizophrenics before treatment was
44.86 土 10.51, after treatment was 34.18 土 8.62 respective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
erences between them.

The finding of minimal change in auditory P300 amplitude in mid-central, mid-parietal, right
central, left and right parietal areas were not affected by treatment.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reduced P300 amplitude of schizophrenics before treatment in mid-centroparietal and left
temporal area were affected by treatment.
KEY WORDS : P300 • Cognitive function • Schizophren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