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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과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들의 신경인지 결함:

정신증 증상과의 련성

우 충 완 신 민 섭†

서울 학교병원 신경정신과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증과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들 간의 신경인지 수행을 비교하 는데, 특히 정신

분열증에 핵심 이라고 알려진 신경인지 역에 속하는 소검사들을 채택하여 두 집단 간 어떠한 유사 과

차이 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들의 신경인지 결함과 정신증 증상의 련성에 해서도 조사하

다. 구조화된 면 을 통해 진단이 확인된 44명의 안정 인 정신분열증 환자와 13명의 정신증 양극성장

애 환자들을 상으로 정보처리속도, 주의/각성, 언어학습, 시각학습, 작업기억, 추론 문제해결의 6가지

신경인지 역에 해당하는 9개의 신경인지 검사들을 실시하 으며, 지능검사와 임상증상 평가도구도 함께

실시하 다. 그 결과,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정보처리속도, 주의/각성, 언어학습 역의 신경인지 검사에서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심각한 결함을 나타냈으며, 체 신경인지 역에 걸쳐

간 수 의 효과크기가 발견되었다. 특히 정신증 증상을 통제하고 난 후에는 두 장애 간 신경인지기능의

차이가 부분 사라졌는데, 다변량분석 결과에서도 집단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와해증상의 효과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증 증상이 신경인지 결함에 해 요하고도 공통 인 기여를 한다

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신경인지 수행과 정신증 증상 간의 유의미한 상 패턴은 두 집단에서 서로 다르

게 나타나 정신증 증상이 각 신경인지 역에 향을 미치는 기 메커니즘은 다를 수 있음이 시사된다.

주요어 : 정신분열증, 정신증 양극성장애, 신경인지, 인지기능, 정신증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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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신경인지

결함이 이 장애의 이차 특성이기보다는 일

차 이고도 핵심 특성(core feature)이라는 사

실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의

근거로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우선 메타분석 연구들은 부분의 정

신분열증 환자들이 일 으로 상당 수 의

신경인지 결함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 냈다

(Heinrichs & Zakzanis, 1998). 한 병 지능을

일치시킨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도 정신분

열증 환자들은 정상인들에 비해 약 1.5 표

편차 이하의 조한 수행을 나타냈다(Bilder et

al., 2000). 이러한 신경인지 결함은 정신분열증

의 발병 부터 존재하며(Niendam et al., 2003),

정신증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신경인지기능

의 손상은 이 과 비슷한 수 으로 유지되기

에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신경인지 결함은 정

신증 증상보다 안정 이라는 사실이 밝 졌

다(Heaton et al., 2001). 게다가 정신분열증 환

자들의 직계 가족들도 신경인지 결함을 보

으며,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지 않은 직계 가족

들까지도 환자들보다는 양호하지만 정상 조

군보다는 심각한 수 의 신경인지 결함을 나

타냈다(Snitz, Macdonald, & Carter, 2006). 이러한

증거들을 근거로 신경인지 결함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유 취약성과 하게 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제안되어 왔다(Braff, Greenwood,

Swerdlow, Light, & Schork, 2008).

최근 Green(1996)은 메타분석을 통하여 정신

분열증 환자들의 신경인지 결함이 기능 성

과(functional outcome)와 하게 연 되어 있

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후 여러 연구자들은

환자들의 신경인지기능을 치료의 목표로 삼고

이를 증진시킨다면 이들의 기능 성과를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를 갖기 시작했

다. 이에 여러 연구자들은 재 미국 국립정

신건강 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주도 으로 신경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려는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Green, 2007).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신경인지 결

함 향상을 확인하기 해 정신분열증에 핵

심 인 신경인지 역들에 해 합의하 는데,

그 역들은 정보처리속도(speed of processing),

주의/각성(attention/vigilance), 작업기억(working

memory), 언어학습(verbal learning), 시각학습

(visual learning), 추론 문제해결(reasoning and

problem solving), 사회인지(social cognition)이다

(Nuechterlein et al., 2004). 이 연구자들은 한

일련의 기 에 따라 검사들을 선택하고 표

화하 다(Kern et al., 2008).

한편, 신경인지 결함은 정신분열증 뿐 아니

라 양극성장애 환자들에게도 핵심 인 특성일

수 있다는 제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Green,

2006). 즉, 양극성장애 환자들도 여러 가지 신

경인지 역에서 손상을 나타내며(Bora, Yucel,

& Pantelis, 2009), 이러한 신경인지의 결함은

양극성장애가 발병하기 에도 존재한다

(Tiihonen et al., 2005). 한 이러한 결함은

성 기분 삽화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기

분 삽화가 해된 뒤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

인다(Bora et al., 2009; Robinson et al., 2006). 더

불어 신경인지 결함은 양극성장애가 발병하지

않은 환자의 직계 가족들에게서도 찰되었다

(Bora et al., 2008, 2009).

정신분열증과 양극성장애 간에는 임상 ,

유 , 신경학 , 인구통계학 으로 다양한

공통 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왔는데

(Goldberg, Andrews, & Hobbs, 2009),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두 장애의 신경인지 결함 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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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공통 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이 형

성되어 왔다(Daban et al., 2006). 이에 두 장애

간의 신경인지 결함의 수 특성을 비교하

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양극성장애 환

자들은 체로 정신분열증 환자들에 비해

거나 비슷한 수 의 신경인지 손상을 나타냈

다(Green, 2006). 하지만, 여러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혼재된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Daban 등(2006)이 메타분석에 사용한 총 38개

연구 16개 연구에서는 양극성장애 환자들

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나

은 수행을 나타냈지만, 8개 연구에서는 두 장

애 환자들이 비슷한 수 의 신경인지 손상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연구들에서는 소검사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소검사

별로 살펴보더라도, 완 히 일치된 결과를 내

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이 게 혼재된 결

과가 나타나는 이유 하나는 양극성장애 환

자 집단에 포함된 환자들의 동질성이 확보되

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Daban 등(2006)도 정신증 증상이 동반된 경

우 집단 간 차이에 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

음을 지 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정신분열증과 양극성장애 환

자들 간 신경인지 결함의 차이 이나 유사

의 양상이 정신증 증상과 련되어 있는지

에 한 질문과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Albus 등(1995)은 정신증의 과거력이 없는 양

극성장애 환자들은 건강한 정상인들과 비슷한

수 의 신경인지 수행을 보인 반면, 정신증의

과거력이 있는 양극성장애 환자들은 정신분열

증 환자들과 유사한 수 의 신경인지 결함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더 최근의

다른 연구들에서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들

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나은 수행을 보이기도 했으며(Liu et al., 2002;

Reinchenberg et al., 2008), Selva 등(2007)은 양극

성장애 환자들의 정신증 과거력 유무가 양극

성장애 환자와 정신분열증 환자들 간의 신경

인지 결함의 차이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정신증 증상을 지닌 양극성장

애 환자들과 정신분열증 환자들 간의 신경인

지 결함 차이에 한 결론은 아직까지 명확하

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

선 으로 정신증 증상을 보인 이 있거나

보이고 있는 양극성장애 환자들과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신경인지 수행을 비교하고자 하 다.

한편 신경인지 결함은 정신분열증 증상에

비해 비교 안정 이어서 증상-독립 인 것

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증상과는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기도 한다. 즉, 신경인지 결함

은 정신분열증의 양성증상(positive symptom)과

는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음성

증상(negative symptom) 와해증상(disorganized

symptom)과는 하 인지 역에 따라서 유의

미한 계가 발견되어 왔다(Bozikas, Kosmidis,

Kioperlidou, & Karavatos, 2004; Green &

Nuechterlein, 1999). 하지만, 정신증 증상과

신경인지 결함 간의 이러한 계가 정신증

양극성장애에서도 발견되는지에 해서는 아

직 불명확하다. Smith, Barch와 Csernansky(2009)

는 정신증 정서장애 환자들의 음성증상과

삽화기억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 을 발견했으

나, 이 연구에서는 분열정동장애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분석했다는 에서 정신증 양극성장애 특정

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들에게 한정

하여 정신증 증상과 신경인지기능 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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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고 정신분열증 환자들과 상 의

패턴이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 비교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들과

정신분열증 환자들 간의 신경인지 수행을 비

교하 는데, 특히, 정신분열증에 핵심 이라고

알려진 일곱 가지 신경인지 역 사회인지

역을 제외한 여섯 가지 역의 기능을 측정

할 수 있는 검사들을 채택하여 비교하 다.

한 재 보이는 정신증 증상을 통제하고

난 후의 집단간 비교 다변량 분석을 통해

두 집단 간 신경인지기능의 차이가 정신증

증상과 얼마나 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신경인지 수행과 정신증 증상

간의 상 패턴이 정신분열증 정신증 양

극성장애 집단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

았다.

방 법

연구 상

서울 학병원에서 모집된 44명의 안정

인 정신분열증 환자와 13명의 정신증 양

극성장애 환자들을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

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진단은 일차

으로 DSM-IV-TR 진단기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에 의거하여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추가 으로 석사 학 소

지의 임상심리학자들이 구조화된 면 인

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s and Schizophrenia

(SADS; Endicott & Spitzer, 1978)를 통해 확인하

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28명의 남자와 16명의

여자로 이루어졌으며, 연령은 19에서 48세 범

고, 평균 연령은 30.11세(SD=7.58) 다. 모

든 환자들은 연구 당시 비정형 항정신병약물

을 복용 이었으며, 발 정신분열의 경우를

제외하기 하여 유병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에만 연구에 포함시켰다. 한 뇌손상이나 신

경학 질병, 물질 남용 등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은 배제하 다.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들은 5명의 남자

와 8명의 여자로 이루어졌으며, 연령은 20에

서 51세 범 고, 평균 연령은 28.46세(SD

=9.11) 다. 모든 환자들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그 5명은 비정형 항정신병약물

만 복용 이었으며, 나머지 8명은 기분안정

제와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을 함께 복용 이

었다. 검사 당시 6명은 해 상태 으며, 4명

은 우울 삽화, 3명은 조증 삽화 상태 다.

어도 한 번 이상의 정신증 삽화가 있었던

제 1형 양극성장애로 진단 받은 환자만을 연

구에 포함시켰으며, 뇌손상이나 신경학 질

병, 물질 남용 등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은

배제하 다.

이 연구는 기 생명윤리심의 원회의 승인

을 받았다.

측정도구

일반지능 검사

병 지능을 추정하기 하여 한국 -웩슬

러 성인용 지능검사(이하, K-WAIS; 염태호, 박

숙, 오경자, 김정규, 이 호, 1992)의 Doppelt

단축형을 사용하 다. 즉, 어휘, 산수, 차례맞

추기, 토막짜기 하 검사들이 실시되었으며,

Doppelt(1956)가 제안한 방식으로 환산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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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 다.

신경인지 검사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증에 핵심 이라고

알려진 일곱 가지의 신경인지 역들 6개

에 해당하는 9개 신경인지검사들을 실시하

다. 각 역별 검사는 기존 정신분열증 연구

자들이 합의한 사항을 따랐다(Nuechterlein &

Green, 2006).

Symbol-Coding from Brief Assessment of

Cognition in Schizophrenia(이하 BACS-SC)는 정보

처리속도를 측정하기 해 실시하 다. 이 검

사는 Keefe(1999)가 개발한 BACS의 소검사

하나이며, K-WAIS 기호쓰기는 숫자를 보고 그

에 해당하는 기호를 빈칸에 채우는 방식인 반

면, BACS-SC는 이와 반 로 의미 없는 기호들

이 주어지면 그에 해당하는 숫자를 빈칸에 90

동안 최 한 빨리 채워 넣는 검사이다. 90

동안 바른 답으로 채운 칸의 개수가 총

이 된다.

Trail Making Test: Part A(이하 TMT-A; Army

Individual Test Battery, 1944) 한 정보처리속

도를 측정하기 해 실시하 다. TMT-A는 종

이에 불규칙 으로 제시되어 있는 숫자들을

최 한 빨리 순서 로 연결하는 검사로 올바

른 순서로 연결을 완성하는 시간( )이 총 이

된다.

동물유창성 검사(Animal Fluency)도 정보처리

속도를 측정하기 해 실시하 다. 유창성 검

사는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거나 주어진 유목

에 해당하는 단어를 최 한 빠르고 많이 말하

는 검사인데, 본 연구에서는 동물 유목을 사

용하 으며, 1분 동안 최 한 많은 동물 종류

에 해당하는 단어를 말하게 하 다. 상

하 개념에는 모두 수를 부여하 으며, 환

상의 동물에는 수를 주지 않았다. 1분 동안

의 정반응 수가 총 이 된다.

Conticuous Performance Test-Identical Pairs(이하

CPT-IP; Cornblatt, Risch, Faris, Friedman, &

Erlenmeyer-Kimling, 1988)는 주의력과 각성 수

을 측정하기 해 실시하 다. 본 검사는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주의력

각성 수 을 유지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해 개발되었다. 피검자는 모니터에 나오는 숫

자들을 보게 되며 연속으로 같은 숫자가 나

오게 되면 최 한 빠르고 정확하게 마우스를

클릭해야 한다. 이 검사는 150 시행으로 이루

어진 3개의 block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block은 2자리, 3자리, 4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본 검사를 시작하기 에 익숙해질 때

까지 10 시행으로 이루어진 연습 시행을 반복

한 후에 본 시행을 실시하게 된다. 총 비교

는 d'(dprime) 값을 이용하 다.

Hopkins Verbal Learning Test-Revised(이하,

HVLT-R; Brandt & Benedict, 2001)는 언어학습

능력을 측정하기 해 사용하 으며, 본 연구

에서는 즉각 회상 시행만을 사용하 다. 피검

자는 3개의 유목(동물, 보석, 주거지)에 속한

12개의 단어 목록을 듣게 되며, 순서와 상

없이 기억나는 단어 목록을 최 한 많이 말해

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세 번 반복한다. 각

시행에서의 정반응 수를 더한 총합이 총 이

된다.

Brief Visuospatial Memory Test-Revised(이하

BVMT-R; Benedict, 1997)는 시각학습 능력을 측

정하기 해 사용하 다. 이 검사에서 피검자

는 6개의 도형이 그려진 종이를 10 간 보고

난 후, 주어진 빈 종이에 도형의 모양과 치

를 기억하여 그려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세

번 반복하게 되며, 그려진 도형은 모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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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따라 수가 매겨진다. 즉, 모양과 치

가 모두 정확하면 2 을, 모양이나 치

하나만 정확하면 1 을, 둘 다 부정확하면 0

을 획득하게 된다. 각 시행에서의 수를

합친 값이 총 이 된다.

Spatial Span from Wechsler Memory Scale-Third

Edition(이하 WMS-SS; Wechsler, 1997)은 비언어

작업기억을 측정하기 하여 사용하 다.

이 검사는 검사자가 앞에 놓인 10개의 블록들

을 특정 순서 로 짚으면 피검자가 그것을 외

워 같은 순서, 혹은 반 순서로 짚어야 한

다. 같은 순서 로 짚어야 하는 시행을 Spatial

Span Forward라고 하며, 반 순서 로 짚어야

하는 시행을 Spatial Span Backward라고 한다.

Forward와 Backward 각각 2개의 span으로부터

시작하여 9 span까지 시행하게 되어있으며, 각

span 당 다른 문제로 2회를 시행하여 두 번

모두 틀릴 경우 검사를 조기종결한다. 정반응

을 보인 시행 수를 더한 것이 총 이 된다.

Letter-Number Span(이하 LNS; Gold, Carpenter,

Randloph, Goldberg, & Weinberger, 1997)은 언어

작업기억을 측정하기 하여 사용하 다.

이 검사에서는 섞인 숫자와 자를 음성으로

제시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숫자(1, 2, 3,…),

자(가, 나, 다,…) 순으로 머릿속에서 재배열

하여 답해야 한다. 원래는 어의 알 벳으로

되어 있으므로 한국에서 사용하기 해 ‘가,

나, 다,…’로 바꾸어 제시하 으며, 자 ‘사’

의 경우에는 숫자 4와 혼동할 수 있으므로,

검사 에 미리 ‘사’는 무조건 숫자 4라고 설

명하 다. 한 연습 시행을 충분히 실시하여

검사 방법을 완 히 익힌 후에 본 검사를 실

시하도록 하 다. 이 검사는 2개의 span으로

시작하여 7 span까지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각 span 당 다른 문제로 4회를 시행하여 네

번 모두 오답을 말할 경우 검사를 종결한다.

정반응을 보인 시행 수를 더한 것이 총 이

된다.

Mazes from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Battery(이하 NAB-Mazes; White & Stern, 2003)는

추론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하여 사

용하 다. 이 검사는 포 인 인지 기능을

평가하기 한 NAB의 실행기능 부분에 속해

있으며, 계획과 충동 조 등의 실행 기능을

포함하는 추론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해 개발되었다. 매우 쉬운 미로에서부터 복

잡하고 어려운 미로에 이르기까지 7개의 미로

가 주어지며, ‘시작’에서 ‘끝’까지 연필을 떼지

않고 도달해야 한다. 미로의 벽을 통과해서는

안 되며, 각 미로 별로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고 미로를 완성하는 총 시간에 따라 수가

매겨진다. 즉, 빨리 완성하는 경우 높은 수

를 얻을 수 있으며, 연속으로 3개의 미로를

실패할 경우 검사를 종결한다. 각 시행에서

획득한 수의 총합이 총 이 된다.

임상증상 평가 도구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이하

PANSS; Kay, Fiszbein, & Opler, 1987)은 양성증

상, 음성증상, 일반 정신병리를 포함한 정신

증 증상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해 30문항

으로 이루어진 임상가 평정 척도이다. 본 연

구에서는 한국 PANSS(이 서 등, 2001)를 사

용하 는데, 한국 PANSS 하 척도들의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73에서 .84 범 로 보고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ANSS에 한 요인

분석 연구 결과(Emsley, Rabinowitz, & Torresman,

2003)를 반 하여 양성증상, 음성증상, 와해증

상 각각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선택하여 사용

하 다. 즉, 양성증상 수는 P1, P3, P5,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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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9, G12의 총합을 사용하 으며, 음성증상은

N1, N2, N3, N4, N6, G7, G16의 총합을, 와해

증상은 P2, N5, G5, G10, G11의 총합을 사용

하 다. 본 연구에서의 하 척도별 내 합

치도는 양성증상 척도는 .76, 음성증상 척도는

.90, 마지막으로 와해증상 척도는 .50이었다.

Young Mania Rating Scale(이하 YMRS; Young,

Biggs, Ziegler, & Meyer, 1978)은 조증 증상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해 11문항으로 이루어진

임상가 평정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YMRS(정희연 등, 2003)를 사용하 으며, 한국

YMRS의 내 합치도는 .73으로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는 .69이었다.

Beck Depression Index(이하 BDI; Beck, Ward,

Mendelson, Mock, & Erbaugh, 1961)는 우울증상

의 정도를 평가하기 한 자기보고형 질문지

이다.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BDI 한국

의 내 합치도는 .92로 보고된 바 있으며(이

호, 송종용, 1991), 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

도는 .91이었다.

차

정신과 의사가 외래 진료를 통해 DSM-

IV-TR 진단기 에 근거하여 일차 으로 정신

분열증 정신증 증상을 동반한 제 1형 양

극성장애로 진단이 내려지고 본 연구 포함

배제 기 에 부합한 환자에 한하여 연구 참여

자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환자들은 다른 날

병원을 방문하여 석사 학 소지의 임상심리

학자들에 의해 SADS를 이용한 구조화된 면 ,

PANSS와 YMRS를 포함한 임상증상 평가를 받

았으며, 그 후에 지능 신경심리 평가를 수

행하 다. 모든 검사가 끝난 후에 자기보고형

검사인 BDI를 시행하 다.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16.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먼 정신분열증과 정신증 양극성장

애 환자들의 신경인지기능을 비교하기 하여

t-test를 실시하 다. 한 신경인지기능 차이의

효과크기를 살펴보기 해 Cohen's d를 계산하

다(Cohen, 1988). Cohen의 기 에 따르면 d값

이 .50 이상이면 간 크기의(medium) 효과를

의미하며, d값이 .80 이상이면 큰(large) 효과를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정신증 증상을 통제

한 후에 신경인지기능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정신증 증상을 공변량으로 삼아 공분

산분석(ANCOVA)을 실시하 으며, 정신증

증상들의 신경인지기능에 한 기여를 살펴보

기 해 각 신경인지 역에서의 수행을 종속

변인으로, 정신증 증상을 공변량으로 삼아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하 다. 마

지막으로 정신증 증상과 신경인지기능 간의

계를 살펴보기 해 둘 간의 Pearson 상 계

수를 계산하 다.

결 과

피험자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정신분열증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들의 인구통계학 변인과 임

상 특징을 표 1에 제시하 다. 정신분열증

과 양극성장애 환자 집단은 성비, 연령, 교육

연한, 유병기간, 그리고 일반지능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YMRS와 BDI

평균 수에서도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정신증 양극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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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환자들의 반 이상이 재 해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PANSS의 양성,

음상, 와해증상 하 척도 수들은 정신분열

증 환자들이 양극성장애 환자들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신경인지기능의 집단 간 비교

정신분열증과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들

의 신경인지기능을 비교한 결과가 표 2에 제

시되어있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동물유창성

검사를 제외한 모든 신경인지 검사에서 정신

증 양극성장애 환자들에 비해 조한 수행

을 보 으나, 부분의 검사에서 수의 차이

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TMT-A, CPT-IP, HVLT-R 검사에서는 정신분열

증 환자들이 양극성장애 환자들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조한 수행을 나타냈다,

t(55)=3.59, 2.76, 2.11, all ps<.05. 특히 CPT-IP

의 경우, 2 자리에서는 유의미한 집단 간 차

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t(55)=1.57, ns, 3자

리와 4자리 시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

되었다, t(55)=2.96, 2.41, all ps<.05. 더불어

HVLT-R에서는 첫 시행과 두 번째 시행에서만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t(55)=

2.38, 2.06, all ps<.05, 세 번째 시행에서는 집

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55)=1.35, ns.

다음으로는 신경인지기능의 집단 간 차이에

SZ B/P 척도범 t or χ2

인구통계학 변인

남자/여자 (n) 28 / 16 5 / 8 2.61

연 령 (년) 30.11 (7.58) 28.46 (9.11) .66

교육연한 (년) 14.48 (2.35) 13.85 (1.52) .91

유병기간 (년) 7.72 (5.92) 5.30 (4.35) 1.37

임상 특징

일반지능 98.20 (14.28) 103.69 (12.24) 1.25

PANSS

양성증상 12.05 (6.09) 4.42 (4.44) 0∼36 4.02**

음성증상 11.17 (6.60) 4.08 (5.94) 0∼42 3.34*

와해증상 6.49 (2.61) 2.50 (1.93) 0∼30 4.90**

조증 (YMRS) 4.88 (5.55) 8.17 (9.27) 0∼44 1.55

우울 (BDI) 12.73 (11.34) 10.17 (8.65) 0∼63 .73

주. 호 안에 제시된 값은 표 편차임. SZ=정신분열증. B/P=정신증 증상을 동반한 제 1형 양극성장애.

PANSS=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YMRS=Young Mania Rating Scale. BDI=Beck Depression Index.
*p<.01. **p<.001.

표 1. 정신분열증 정신증 양극성 환자들의 인구통계학 변인과 임상 특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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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크기(effect size)를 살펴보았다. 그 결

과, .08~.94 범 (M=.48, SD=.25)의 효과크기

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특히 TMT-A(d=.76),

CPT-IP (d=.87), HVLT-R(d=.67) 검사에서 간

(medium) 이상의 효과크기를 발견하 다.

정신증 증상을 통제한 후 신경인지기능의

집단 간 비교

정신증 증상을 통제한 후에 신경인지기능

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 양성, 음성, 와해증

상을 포함한 정신증 증상을 공변량으로 삼

아 ANCOVA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정신증

증상을 통제하기 이 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역/검사
SZ

(n=44)

B/P

(n=13)

SZ-B/P

차이a 효과크기b

정보처리속도 TMT-Ac 36.6 (15.7) 26.3 (5.9) 10.29** 0.76

BACS-SC 48.9 (11.1) 53.4 (10.3) -4.50 0.41

Fluency 18.7 (4.8) 18.3 (3.7) 0.35 0.08

주의/각성 CPT-IP 2.2 (0.67) 2.8 (0.72) -0.59** 0.87

2 자리 3.1 (0.86) 3.5 (0.75) -0.42 0.50

3 자리 2.2 (0.80) 3.0 (0.94) -0.78** 0.94

4 자리 1.4 (0.74) 1.9 (0.83) -0.58* 0.76

언어학습 HVLT-R 19.9 (5.7) 23.9 (6.7) -3.98* 0.67

시행 1 4.7 (1.8) 6.1 (2.4) -1.44* 0.75

시행 2 7.0 (2.2) 8.5 (2.8) -1.52* 0.66

시행 3 8.2 (2.5) 9.2 (2.2) -1.03 0.43

시각학습 BVMT-R 20.4 (8.1) 23.4 (6.9) -2.97 0.38

시행 1 4.5 (2.5) 4.9 (2.9) -0.38 0.15

시행 2 7.0 (3.5) 7.8 (2.5) -0.75 0.23

시행 3 9.0 (2.9) 10.3 (2.6) -1.30 0.46

작업기억 WMS-SS 14.7 (3.9) 15.5 (3.4) -0.83 0.22

LNS 9.5 (3.9) 11.1 (2.7) -1.55 0.43

추론/문제해결 NAB-Mazes 15.8 (6.7) 18.7 (7.5) -2.87 0.42

주. SZ=정신분열증. B/P=정신증 증상을 동반한 제 1형 양극성장애.
a 수 차이 비교를 해 t-test를 실시하 음. b집단 간 신경인지 수행 차이의 효과크기를 살펴보기 해

Cohen's d 값을 계산하 음. cTMT-A 하 검사의 경우에만 수가 높을수록 나쁜 수행을 의미함.
*p<.05, **p<.01.

표 2. 집단 간 신경인지 하 검사들의 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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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세 개의 신경인지 검사 두 개 검사

에서는 유의미한 집단효과가 사라졌다. 즉,

CPT-IP HVLT-R의 경우, 정신증 증상을

통제한 후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F(1,48)=3.13, 0.04, ns. 이에 반

해 TMT-A는 정신증 증상을 통제한 후에도

여 히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F(1,48)=4.30, p<.05.

다음으로는 정신증 증상의 신경인지기능

에 한 기여도를 알아보기 해 신경인지 수

행을 종속변인으로, 정신증 증상을 공변량

으로 삼아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실

시하 는데, 그 결과 신경인지 기능에 한

집단의 주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Wilks'

Lambda F=.74, p=.21, 양성 음성증상의 효

과도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Wilks'

Lambda F=.83, .83, p=.61, .60. 반면 집단 간

차이를 통제한 후에도 와해증상은 신경인지기

능에 해 유의미한 기여를 나타냈다, Wilks'

Lambda F=.63, p=.04, ηp
2(partial eta squared)

=.37.

정신증 증상과 신경인지기능 간의 상 계

마지막으로 정신증 증상과 신경인지기능

간의 상 계가 정신분열증 정신증 양

극성장애 모두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 살펴보기 해 각 장애 집단 별로 상 계

수를 살펴보았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경우, 몇몇 신경인지 검

사 수에서 와해증상과의 유의미한 부 상

이 발견되었다. 즉,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와

해증상은 BACS-SC, 동물유창성, HVLT-R, LNS

검사와 각각 유의미하게 부 으로 련되어

있었다, 각각 r=-.46, -.38, -.53, -.37, all ps<.05.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들의 경우, 와해증

상과 유의미한 상 을 보인 신경인지 검사는

하나도 없었으며, 음성증상과 동물유창성 검

정신분열증a 정신증 양극성장애b

양성증상c 음성증상 와해증상 양성증상 음성증상 와해증상

정보처리속도 TMT-A -.23 -.11 .00 -.28 .06 .11

BACS-SC .03 .08 -.46** -.24 -.13 .22

Animal Fluency .06 -.07 -.38* .13 -.64* .57

주의/각성 CPT-IP -.07 -.20 -.23 .47 .20 .45

언어학습 HVLT-R -.10 -.02 -.53** .23 -.43 -.37

시각학습 BVMT-R .17 .04 -.14 -.09 -.27 -.44

작업기억 WMS-SS .26 .17 -.14 -.35 -.27 .08

LNS .04 -.04 -.37* .39 -.13 -.36

추론 문제해결 NAB-Mazes .18 .02 -.08 .05 -.48 -.50

주. an=44. bn=13. c양성, 음성, 와해증상은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를 통해 측정하 음.
*p<.05, **p<.01.

표 3. 정신증 증상과 신경인지 수행 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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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부 상 이 발

견되었다, r=-.64, p<.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증 정신증 양

극성 장애 환자들이 정신분열증에 핵심 이라

고 알려진 신경인지 역에서의 수행에 있어

어떠한 유사 과 차이 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들의 신경인지 결함과 정신증 증

상의 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정신분열증 환자들

은 정보처리속도, 주의/각성, 언어학습 역에

서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들보다 심각한

신경인지 결함을 나타냈으며, 체 신경인지

역에 걸쳐 두 집단 간 인지기능의 차이는

간 수 의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두 번째,

정신증 증상을 통제한 후에는 부분의 신

경인지검사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 더불어 다변량분석 결과에서

도 신경인지기능에 한 집단의 주 효과가 유

의미하지 않았으며, 집단 효과를 배제하고 난

후에도 정신증 증상 와해증상은 신경인

지기능에 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세

번째, 정신증 증상과 인지결함 간의 유의미

한 상 이 발견되었는데, 유의미한 상 계수

의 패턴은 두 집단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정신증 양극

성장애 환자들과 비교하여 체로 조한 수

행을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정보처리속도(TMT-A), 주의/각성(CPT-IP), 언어

학습(HVLT-R) 역에서만 발견되었다. 이 차

이는 Daban 등(2006)의 찰과도 일치하는데,

그들은 양극성장애와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

간 신경인지기능을 비교한 38개의 연구들을

개 하면서 주의력, 언어기억, 그리고 실행기

능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견된다고 지 한 바

있다. 한 Seidman 등(2002)은 정신분열증 환

자들과 정신증 양극성 장애 환자들의 신경

인지기능을 비교한 결과, TMT-A가 포함된 지

각-운동(perceptual-motor) 역에서 가장 큰 집

단 간 효과크기를 발견하 다. Schertlen 등

(2007)도 정신운동 속도와 언어기억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의 차이를 보고하 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주의/각성 능력을

측정한 CPT-IP의 경우, 숫자의 수가 많아질수

록, 즉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두 집단 간 수행

의 차이가 더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발견은 CPT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두 집

단 간 차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Docherty

등(1996)의 제안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와

함께 언어학습을 측정한 HVLT-R 검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행에서만 두 장애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정신

분열증 환자들이 즉각 언어기억 능력에서 정

신증 양극성장애 환자들보다 심각한 기능

결함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이는

Daban 등(2006)의 지 과도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

자들은 동물유창성 검사에서 유일하게 정신분

열증 환자들보다도 조한 수행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의미 유창성(semantic fluency) 역의

손상이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들에게 핵심

인 요소라는 Kravariti 등(2009)의 발견과 일

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체 신경인지

역에 걸쳐 정신분열증과 정신증 양극성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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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사이에서 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발

견하 는데, 여러 선행 연구들도 이와 비슷한

수 의 효과크기를 발견하 다. 즉, Krabbendam,

Arts, van Os와 Aleman(2005)은 31개의 연구를

메타분석하여 양극성장애와 정신분열증 환자

집단 간 인지기능 차이의 효과크기가 .06~.63

범 (M=.42)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 Seidman

등(2002)은 정신증 양극성장애와 정신분열

증 환자 사이에서 .13~1.03 범 의 효과크기

(M=.58)를 발견하 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요 결과는 정신증

증상을 통제하고 난 후에는 부분의 신경인

지 역에서 집단 간 신경인지기능의 유의미

한 차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한 다변량분

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반면, 와해증상은 집단 효과를 통

제한 후에도 신경인지기능에 해 유의미하게

기여했다. 이 결과는 정신증 증상이 두 장

애군 모두의 신경인지 결함과 공통 으로

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도 정신증의 과거력을 지녔거나

재 정신증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양극성장

애 환자들이 정신증 증상의 과거력이 없는

양극성장애 환자들보다 더 심각한 수 의 신

경인지 결함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발견 다

(Glahn et al., 2007; Liu et al., 2002; Savitz et al,.

2009). 특히 Selva 등(2007)은 정신증 증상 수

을 통제한 후에 정신증 양극성장애와 비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들 간 신경인지기능

의 차이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이

에 여러 연구자들은 정신증 증상이 정신분

열증 뿐만 아니라 양극성장애 환자들의 인지

기능 결함에도 요한 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안해 왔지만(Daban et al, 2006; Barch, 2009),

정신증 증상 수 을 통제한 후에 정신분열

증과 정신증 양극성장애 간 신경인지 결함

을 비교한 연구는 이제까지 없었다. 결국 본

연구 결과는 정신증 증상이 양극성장애 내

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분열증에 이르기까지

연속 인 방식으로 신경인지 결함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발견된 정신증 증

상과 신경인지기능 간 유의미한 상 도 정신

증 증상이 두 장애 모두의 신경인지 결함과

깊이 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지한다. 하지

만, 유의미한 상 이 찰된 정신증 증상

신경인지기능은 두 장애에서 다른 양상으

로 나타났다. 즉, 정신분열증의 경우에는 와해

증상이 정보처리 속도, 언어학습, 언어 작업

기억을 포함한 여러 인지기능들과 유의미하게

련되어 있었으며, 정신증 양극성장애의

경우에는 음성증상이 동물유창성 검사결과와

유의미하게 련되어 있었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 작업기억이나 언

어학습 능력이 와해증상과 하게 련되어

있다는 결과는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도 꾸

히 발견되어온 사실이다(Bozikas et al., 2004;

Cameron et al., 2002; Smith et al., 2009). 하지

만,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음성증상과 신경인

지 수행 간에 유의미한 상 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다소 불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일반 으로 정신분

열증 환자들의 신경인지 수행은 음성증상과

간 정도, 즉 서로의 분산을 약 15% 정도 설

명하는 수 으로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Green, 2007). 하지만, Lucas 등(2004)도 본 연

구와 매우 흡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불일치 결과의 이유로 재 정

신분열증의 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즉, 음성증

상과 신경인지기능 간의 유의미한 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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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했던 여러 연구들은 체로 발 정신분

열증 환자들을 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Bilder et al., 2000; Mohamed, Paulsen, O'Leary,

Arndt, & Andreasen, 1999), Lucas 등(2004)은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만성 인 환자들만을 상

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Lucas 등(2004)의 지

로 만성 인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경우, 시

간에 따라 상 으로 안정 이라고 알려진

와해증상이 신경인지기능과 하게 련되

어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의 경우, 와해증

상은 어떤 신경인지기능과도 유의미하게 련

되어 있지 않았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 둘

간의 유의미한 상 을 발견한 연구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는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들

의 와해증상 수 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에 비

해 하게 낮기 때문일 수 있다(이지연, 박

규, 2000; Peralta & Cuesta, 2008; Toomey,

Faraone, Simpson, & Tsuang, 1998). Smith 등

(2009)도 분열정동장애 정신증 양극성장

애를 정신증 정서장애로 묶어 이 환자들의

신경인지 수행과 정신증 증상 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와 유사하게 와해

증상이 아닌 음성증상과만 유의미하게 련되

어 있음을 발견하 다. 하지만, Depp 등(2007)

은 정신증 증상과 신경인지기능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 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아직까

지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들의 정신증

증상과 인지기능 간의 계에 해서 혼재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된 연구결과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Barch, 2009).

본 연구는 여러 한계 들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정상인 통제집단 비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들을 비교집단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정신분열증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들의 신경인지기능이 정상

인들에 비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살펴보지

못했으며, 정신증이 양극성장애 환자들의 신

경인지 결함에 미치는 향을 좀 더 포 으

로 조사하지 못했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신경인지 수행에 한 약물의 효과를 배제하

지 못했다. 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종류

와 용량이 환자들의 신경인지기능에 일정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으나

(Harvey & Keefe, 2001; Woodward, Purdon,

Meltzer, & Zald, 2005),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환자들은 여러 종류의 항정신병약물 기분

안정제를 복용 이었으며, 용량 복용기간

도 다양하여 그 효과를 통제하기 어려웠다.

세 번째, 본 연구에 참여한 정신분열증 환자

수에 비해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 수가 지

나치게 었다. 이는 병원에 내원하는 만성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체로 단일한 유형인

데 반해, 양극성장애 환자들은 다양한 유형으

로 이루어져 있어 동질 인 집단을 모집하는

데 정신분열증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되

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 은 양극

성장애 연구에 내재하는 어려움이라 여겨진다.

네 번째, 공변량분석에서 정신증 증상을 통

제한 후에 두 집단 간 차이가 사라질 것이라

는 가설은 논리 인 약 을 지니고 있다. 즉,

이 가설이 검증되기 해서는 가설이 지지

되어야 하는데, 가설을 기각하기 해 실시

하는 가설검증의 논리로 이를 증명하는 것은

약한 증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장 을 지닌다. 우선 자들이 아는

한 최근에 합의되고 선택된 정신분열증에 핵

심 인 신경인지 역 검사를 사용하여 두

집단 간 신경인지기능을 비교한 연구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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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없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정신증 증

상을 통제한 후에 정신분열증과 정신증 양

극성장애 환자들 간 신경인지 수행의 차이를

살펴봤다는 , 다변량분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통제한 후 정신증 증상의 신경인지

기능에 한 효과를 살펴봤다는 , 그리고

양극성장애 환자들의 정신증 증상 차원과

신경인지 수행 간의 상 을 살펴봤다는 에

서 선행연구들에 비해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정보처리속도, 주의/각성, 언어학습의 신경인

지 역에서 정신증 양극성장애 환자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심각한 결함을 나타냈으며, 평

균 으로는 두 장애 집단 간에 간 수 의

효과크기가 발견되었다. 특히 정신증 증상

이 이들의 신경인지 결함에 해 요하고도

공통 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단되나, 신경

인지 수행과 정신증 증상 간의 유의미한 상

패턴은 두 집단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바, 정신증 증상이 각 신경인지 역

에 향을 미치는 기 메커니즘은 두 장애에

서 서로 다를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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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Impairments in Schizophrenia and Psychotic Bipolar

Disorder and Their Relation to Psychotic Symptoms

Choong-Wan Woo Min-Sup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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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esent study, we compared cognitive impairments in schizophrenic and psychotic bipolar disorder

patients and also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sychotic symptoms and cognitive impairments.

Forty-four patients with chronic schizophrenia and 13 with psychotic bipolar disorder underwent a

neurocognitive battery which measured performance on key cognitive domains for schizophrenia. Overall

intelligence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were also evaluated. The results revealed that schizophrenic patients

performed significantly worse than patients with psychotic bipolar disorder with regard to processing speed,

attention/vigilance, and verbal learning domains. Additionally, medium-sized effects were found across all

cognitive measures between the two patient groups. However, these differences disappeared after controlling

for the severity of psychotic symptoms. A subsequent multivariate analysis revealed that the main effect

for group on cognitive performance was insignificant and that psychotic symptoms, especially disorganized

symptom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cognitive impairment, even after controlling for group differences.

This indicated that psychotic symptoms contribute to cognitive impairment in both schizophrenia and

bipolar disorder. However, because the patterns of correlations between psychotic symptoms and cognitive

performance varied with respect to schizophrenia and psychotic bipolar disorder, it is reasonable to suggest

that the underlying mechanisms of these two psychiatric disorders may differ.

Key words : schizophrenia, psychotic bipolar disorder, neurocognition, cognitive functioning, psychotic sympto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