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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에서 단순 집중력과 임상증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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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능중 운동 및 집중의 tone을 유지하는 기능이
무척 중요한데, 정신분열증에서 이러한 기능이 손

정신분열증의 인지기능 즉 정보처리 기능에 이

상되 었는지의 여부에 대 해서도 Finger Tapping Test

상이 있다는 것은 오래전 부터 밝혀진 사실이다

(FTT) 를 통해 조사해 보려고 한다. 또한 이런 기

(Kraepelin 1986 ； Freud 1900). 특히 정신분열중

능들이

에서의 인지기능의 장애중에서

집중력의 장애가

어떠한 상호 연관성이 있으며 임상척도의 변화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 최근 인지심리학，정신생

따라 집중력이 어떻게 변하는 지에 대해서도 알

리학，신경심리학 및 뇌기능 영상학 둥의 발달로

아보고자 한다.

정신병리

등을 포함한 여러

임상척도와

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지고 있다
(Anscombe 1987).

집중력은

크게

연구대상 및 방법

전집중 과정

(preattentive process) 과 선택적 집중(selective attenrion) 과정으로 나 누 어 지 며 (Kahneman 1973), 전자

1. 연구대상

는 자극을 인식하기 전에 피상적으로 자극을 분

본 연구는 1991년 3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류하는 자동 반사적 과정을 말하며，후자는 자극을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입원진단회의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선택하는 의식적 인지 과정을

(Intake Diagnostic Conference) 를 통해 정신분열중

말한다. 그런데 정신분열중 환자에는 전집중과정과

으로 진단된 15명(평균나이 27.9±7.1세, 남 7명，

선택적

떨어져

여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였 다 . 환자는 모두

더욱 뚜렷한 차이를

오른손 잡이였으며 검사동안 약물사용은 중단하지

보이고 있음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 다(Lar

않았다. 신경학적 검사 및 뇌검사상 명백한 뇌손

집중과정

있으나 선택적

모두가 정상인에

집중과정이

비해

sen과 Fromholt 1976 ； 강현숙등 준 비 중 , 도정수와

상의 증거가 없었던 환자를 선 택하였으며, 정상대

왕성근 1991).

조군은 환자군과 성별, 나이둥이 유사한 의과대학

본 연구는 전집중과정에 속하는 단순집중력이

생과 병원 직원중에서 과거력상 정 신질환，뇌손상의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손상되는지에 대해 Trail Ma

병력이 없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15명(평균나이

king Test(TMT) 와 Symbol Digit Modality Test

28.5±6.2세，남 6명，여 9명 )을 대상으로 하 였 다.

(SDMT) 를 통해서 조사해 보려고 한다. 전두엽의

정상군 모두 오른손 잡이였고 검사 전날 알콜섭취와
수면박탈이 없었던 경우만을 선택 하 였 다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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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 검사와 뇌전산화단충촬영상 뇌손상을 시
사하는 소견이 명백한 신경외과 환자 10명 (평 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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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4.3±11.7세 ，남 5명，여 5명 )을 대상으로 본

(validity) 를 위해 정상대조군과 신경외과 환자군

실험의 타당도 검사를 하 였 다 .

간의 각 신 경심 리 학 검 사 (TMTA, TMTB, SDMT,
FTTR,

2. 연구방법
정신분열증 환자군에게는 입원 첫주와 세째주에
1962)(BPRS), Positive Sym ptom of Schizophrenia,
Negative Symptom of Schizophrenia(Kay 동 、
1987)
(PSS, NSS), Hamilton Depression Scale(Hamilton
1960)(HDS) 등의 임상연구 척도와 Trail making
test(A, B )(이 하 TMTB라 칭 함) ，Symbol digit moda
lity test( 이 하 SDMT라 칭 함) ，Finger tapping test(Rt,

져 있는 한 평면위에，피험자가 1부터 24까지 가
연결하는

것이며，

TMTB는 1부터 13의 숫자와 A부터 L의 알파벳이

알파벳을 순서대로 번갈아 가며 가능한 빨리 연

이에 TMTA, TMTB, SDMT가 어떻게 다른지를 2way ANOVA로 조사해 보 았 다 .
3) 정신분열증 S1과 S2에서의 4가지 임상척도

상 관 관 계(correlation) 을 조사하였고 정신분열증환
입원 초기와 3주사이의

4가지

임상척도의

화와의 상관관계도 조 사 하 였 다 .

SDMT는 1부터 9까지의 숫자에 해당하는 상징
이를 1분간 보여준 다음

상징부호가 쓰여있는 SDMT문항마다 그에 해당하
기입하는

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t-test로 검사하였다. 그리고

변화와 같은 기간의 5가지 신경심리학 검사의 변

시를 완성한 시 간 ( 초 )으 로 하 였 다 .

는 숫자를

신분열중 S1과 S2가 신경외과 환자군과 같은 검사

자의

결하는 검사이다. TMTA, TMTB의 평가는 실험실

있는데

검 사(TMTA, TMTB, SDMT, FTTR, FTTL) 상에 어
떻게 다른지를 보기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정

(BPRS, PSS, NSS, HDS) 와 5가지 신경심리학 검사의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평면위에 피험자가 숫자와

부호가 정해져

2) 정신분열증 입 원 초 기 (S1) 와 정신분열증 입원
3주 (S2) 가 각각 정상대조군과 5가지 신경심리학

분열증 S2와 신경외과 환자군 둥 , 각각의 집단사

TMTA는 1부터 와까지의 숫자가 무작위로 흩어

선을

하 였 고, TMTA,

정상대조군과 신경외과

상 대 조 군 ，정신분열증 S1과 신경외과 환 자 군 ，정신

적 검사를 각각 시행하 였 다 .

순서대로

t-test를

정신분열증 S1 과 정상대조군, 정신분열증 S2와 정

Lt)(이 하 FTTR, FIT L이라 칭함) 등의 신경심리학

빨리

대한

환자간의 2-way ANOVA를 시 행 하였다.

Brief Psychiatric Raring Scale (Overall 과 Gorham

능한

FTTTL) 에

TMTB, SDMT에 대하여

것이며 90초동안 실시하게

4) 정신분열중 S1과 S2사이의 4가지 임상척도
(BPRS, PSS, NSS, HDS) 변화와 정신분열중 S1 와 S2
사이의 5가지 신경심리학 검사의 변화를 각각 ttest로 알아보았다.

한후 이 중 맞는 갯수를 측 정 한 다 .
FTT는 인지(index finger) 로 매 10초동안 가능한

결

얼마나 많이 두 드 릴 (tappig) 수 있는지를 보는 검

과

사 이 다 . 오 른 손 (FTTR) 과 왼 손 (FTTTL) 각각 5회씩
실시하였으며 실험실시 사이 마다 1분간의 휴식을
취했고 5회의 실험 실시의 평균을 측정하 였 다 .

신경외과 환자군과 정상대조군 사이의 신경심리
학적 검사의 결과는 표 1에서 나타난대로 5가지
신경심리학 검사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 다 .

3. 통

계

그리고 두 군 사이와 3가지 신경심리학 검사 TMTA，

1) 본 연구에서 시행한 신경심리학 검사의 타당도

TMTB, SDMT와의 2-way ANOVA 결과는 F=19.5

Table 1. The difference of neuropshchological tests between neurosurgical (NS) patient and control

mean(SD)
NS patient
control
t

TMTA

TMTB

SDMT

FITR

FFTL

74.2(55.5)

159.8(79.1)

29.1(15.8)

53.2(19.6)

50.6(15.2)

55.1(17.2)

66.3( 9.7)

68.1(10.5)

62.0(10.5)

29.5( 9.8)
--3.1**

7.3*야

-5.0##

df=23 t= unpaired value
*p<0.05 **p<0.01 •>*',p<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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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2#

정신분열증 S1 과 S2에서의 4가지 임상척도와 5

(p < 0 .이)로서 유의하게 차이가 났었다.
정신분열증 S1과 외에서와 정상대조군에서의 신

가지 신경심리학 검사시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경심리학 검사의 차이는 표 2에 표시되어 있는데,

없었으며 정신분열증 S1 과 S2사이의 4가지 임상척

정신분열중 S2와 정상 대조군에서 FTTL가 아무런

도의 변화와 같은 기간의 5가지 신경심리학 검사의

차이가 없는 것 외에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

변화간에도 아무런 상관 관 계 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가 있었다. 정신분열증 지와 정상대조군 간의

정신분열증 S1과 S2사이의 임상척도는 표 4에서

TMTA, TMTB, SDMT와의 2-way ANOVA는 F=9.8

와 같이 BPRS와 PSS는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나

(p<0.05) 로 유의하게 구분되 었으나 정신분열중 S2

NSS, HDS와 같은 기간의 신경심리학 검사는 유

와 정상대조군 사이의 같은 검사에서는 유의성이

의하게 변하지 않았다.

발견되지 않았다.

고

정신분열증 S1과 S2에서와 신경외과 환자군 사

찰

이의 신경심리학 검사에는 표 3에서와 같이 아무런
본 연구에서 사용된 5가지 신경심리학 검사는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
신분열중에서 TMTA, TMTB, SDMT가 신경외과

이미 외국의 여러 문헌에서 집중력 등의 인지기능을

환자군에서 보다 덜 손상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검사할 수 있는 검사로 이미 밝혀져 왔으며 Oezak

Table 2. The difference of neuropshchological tests between schizophrenia on the first week(Sl) and third

week(S2) and control(C)
mean(SD)
TMTA

TMTB

SDMT

63.0(39.6)

146.8(91.2)

38.1(12.9)

53.6(13.5)

49.8(10.7)

Schizophrenia S2

63.6(61.0)

126.3(89.0)

38.8(14.8)

58.8(13.5)

54.5(13.3)

control

29.5( 9.8)

55.1(17.2)

66.3( 9.7)

68.1(10.5)

62.0(10.5)

tl(Sl vs C)

-3.2**

-3.8…

6.8…

3.3야

3.1**

t2(S2 vs C)

-2.1**

-3.0#*

6.0***

2.1*

1.7

Schizophrenia SI

FTTR

FFTL

df=28 t= unpaired value
*1〕
<0.05 *><0.01 야 *p<0.001
Table 3. The difference of neuropsychological tests between schizophrenia on the first week(Sl), third week(S
2) and neurosurgical(NS) patient
mean(SD)
TMTA

TMTB

SDMT

FTTR

FFTL

Schizophrenia SI

63.0(39.6)

146.8(91.2)

38.1(12.9)

53.6(13.5)

49.8(10.7)

Schizophrenia S2

63.6(61.0)

126.3(89.0)

38.8(14.8)

58.8(13.5)

54.5(13.3)

NS patient

74.2(55.5)

159.8(79.1)

53.2(19.6)

53.2(19.6)

50.6(15.2)

Table 4. The difference of clinical scales between schizophrenia on the first week(Sl) and on the third
week(S2)
mean(SD)
BPRS

PSS

NSS

Schizophrenia SI

37.8(10.9)

52.8(13.6)

74.3(19.3)

22.9( 9.2)

Schizophrenia S2

29.3( 8.8)

37.5(21.2)

62.6(15.6)

21.0(10.8)

t

2.3*

2.3*

df=28 t= unpaired value
*p<0.05
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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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HDS

0.5

1983 ； Reitan과 Wolfson 1985), 특히 본 검사는

TMTA(p<0.01) 보다 더 방해 자극이 많은 집중검

언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수행 검사(performa

사인 TMTB와 SDMT에서 더 유 의 한 (p< 0 .0 이 ) 차

nce test) 로서 언어 문화권의 차이에 크게 영향을

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정신분열중에서 단순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집중력이 손상되어 있으면서도 더 고도한 선택적

뇌손상이 확인된 신경외과 환자군과 정상대조군을

집중으로 나아갈 때 더심한 장애를 보인다는 기존의

이 검사를 통해 비교해 봄으로써 이 검사의 타당

보고들 (Treisman과 Gelade 1980, Treisman 1982，

도를 한번 더 확인해 보고자 하 였 다. 검사자의 수는

도정수와 왕성근 1991) 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많지 않으나 표 1에서 보는 것 처 럼 모든 항목에서

단순집중과 운동의 톤 (tone) 을 볼 수 있는 FTTR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2-way AN OVA 를 통해

검사에서도 정신분열증이 정상대조군보다 유의하

서도 두 군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 본 검사가 신

게 감소되어 있어，정신분열증의 단순집중의 톤도

경심리학적 기능을 검 사 할 수 있는 검사로무 리 없 이

손상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더 고도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톤을 보기 위해서는 conti

서론에 밝힌대로 집중과정을 전집중과정과 선택

nuous performance test(CPT) 를 시행해 보는 것이

적 집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분열증에서 이

좋 은 데 ，강현숙 등 (준비중)이 시행한 검사를 보면

모든 과정에서 손상이 있으나 후기의 선택적 집

아주 유의한 정도로 감소되어 있음을 보아 집중의

중에서 더 심한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분열증에서 전집중과정은 급성기에 많이 손

전(全)과정에서 집중의 톤이 감소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상 되 지 만 (Braff와 Saccuzzo 1981), 다른 기능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정신분열중과 신경외과 환자군 사

크게 손상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Callaway와

이의 신경심리학 검사상 유의한 차이를 발견되지

Naghdi 1982). 사실 검사상에서 전기의 전집중과

않았지만 정신분열증이 표 3에서 처럼 신경외과

정과 후기의 선택적 집중과정을 분명히 구분하여

환자군보다 신경심리학 검사상 덜 손상되어 있었다.

검사하기는 어렵지만，대개 신경심리학 검사상 전

이를 통해 정신분열증도 신경외과 환자보다는 경

집 중과정 은 TMT，SDMT나 scanning memory(for-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ced-choice span of apprehension) 와 active reherarsal

정도로 집중기능이 손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serial recall) 등의 검사와 같이 단순 집중력을 볼

이는 다른 보고와도 일치하고 있다 (Golden 둥 19

수 있는 검사를 통해

있다(Anscombe

81). 이는 최근 정신분열증이 집중력의 장애를 수

1987). 그리고 ERP(evoked related potentials) 등의

반할 수 있는 전두엽과 해마체 (hipocampus) 둥의

알아보고

검사로도 이를 알아 볼 수 있는데 P1 과 N1 둥의

구조물과 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밝히는 여러 보고들

전기 ERP 요소를 통해 전기의 전집중 과정을 검

(이성훈 1991) 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사해 볼 수 있으며 P2，P3 등의 후기 ERP 요소를

것으로 생각된다.

통해 후기의 선택적 집중을 알아 볼 수 있다(이성훈
1991). 물론 N1 요소는 선택적

정신분열증에서의 신경심리학적 장애가 과연 임

집중을 알아보는

상증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 보는 것은

대표적 검사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Davis와 Buch-

무척 흥미롭게 생각 되 어 진 다 . 즉 ，집중력의 장애가

sbaum 1981) ，이는 일차적인 선택적 집중을 말하

단지 정신병적

므로 후기의

보다는

임상증상의 변화에 따라 집중력도 변화가 될 것으로

전기의 전집중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타당할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환자가

선택적

집중에 포함시키기

결과로써 주어진다면

입원 초기와 3주 사이에 BPRS, PSS 검사상 임상적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중의 TMT와 SDMT결과
가 정상대조군에

행동장애의

호전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력에는 유

비해 유의한 정도로 손상되어

의한 변화가 없었고 상호 관련성도 발견되지 않

있음이 발견되었다. 물론 TMT와 SDMT가 단순집

았다. 이는 임상적 변화가 집중력에 크게 영향을

중력을 보는 대표적인 검사방법이기는 하 지 만(Le-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해 줄 수 있으며, 이

zak

로써 집중력의 장애는 임상증상의 결과라기 보다는

1983),

이중에서

가장

단순한

집중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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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된 뇌기능의 장애의 결과로 보는 것이 더욱

상증상의 호전과 관계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있었다.

이러한 결과만으로 집중력 장애가 정신분열증의
임상증상에 따른 state marker라기 보다는 내재된

중심 단어 : 정신분열증 • 신경심리학 • 집중력.

기질적인 trait marker로 볼 수 있다고 결론 짓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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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imple Attention and Clinical Symptoms
in Schizophrenia
Hae Shin Jung, M .D., Sung Hoon Lee, M .D.
Department of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uthors compared the results of neuropsychological tests such as Trail making test(A,
B), Symbol digit modality test. Finger tapping test, with those o f clinical scales such as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Positive symptoms o f schizophrenia，Negative symptoms of
schizophrenia, Ham ilton depression scale among 15 schizophrenic patients, 10 neurosurgical
patients and 15 normal controls.
S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neuropsychological tests were found
between schizophrenic patients and normal controls，but no such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schizophrenic patients and neurosurgical patients. The comparisions of clinical
scales between 1st week of admission and 3rd week o f admiss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chizophrenic patients, but these differences did not show any correlation with changes
in the results of neuropsychological tests. Authors did not found an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linical scales and neuropsychological tests in all tested subjects.
These results indicates that in schizophrenic patients，simple attention was significantly
damaged compaired to normal controls and such finding continuous even with the improve
ments of the clinical symptoms.
KEY W ORDS : Schizophrenia • Neuropsychology •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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