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3 

KISEP Original Articles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 
수면·정신생리수면·정신생리수면·정신생리수면·정신생리 6(2): 143 6(2): 143 6(2): 143 6(2): 143----148, 1999148, 1999148, 1999148, 1999    

 

지각 장애의 신경 심리학적 기전 
 

Neuropsychological Mechanism of Perceptual Disorder 
 

이성훈1·박윤조1·김동화2·박혜정1·김지웅2 

Sung Hoon Lee,1 Yun Zo Park,1 Dong Wha Kim,2 
Hae Jung Park1 and Ji Woong Kim2 

 

 ABSTRACT 
    
Objectives: We studied correlations between neuropsychological tests and perceptual disorder in patients with head trauma and 
psychiatric patients in order to explore the functional localization of brain in perceptual disorders. 

Methods: Halstead Reitan Neuropsychological Test Battery, Korean Wechsler Intelligent Scale, and Minnesota Multiphasic Per-
onality Inventory(MMPI) were administered to one hundred ninteen patients consisting of sixty nine psychiatric patients and fifty 

patients with brain damage. We tested the correlation between results of neuropsychological tests and peceptual disorder scale 

PDS) made from nine items related with perceptual disorder in MMPI. T-tests between twenty one higher scorers and seventeen 

lower scorers of PDS were also performed in the psychiatric group. 

Results: In brain damage group,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in tests related with function of frontal lobe such as category 
tests, trail making tests, tactual performance test, and fingertip number writing test, and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also noted 

in the tests related with function of right hemisphere such as tactual performance test, performance, picture completion, picture 

arrangement and block design. Tests related with subcortical function such as digit symbol test, arithmetic and digit span were 

signigicantly correlated, too. In psychiatric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PDS in the tests related with function of 

right hemisphere such as picture completion, block design, and right laterality index, and in the tests related with function of left 

hemisphere such as comprehension, vocabulary, and similarities. 

Conclusion: Perceptual disorder seems to be related with functions of frontal lobe, right hemisphere, and subcortex in both groups. 
In a psychiatric group, left hemisphere may be also partially related with perceptual disorder.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1999；；；；6((((2))))：：：：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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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신과 영역에서 지각(perception) 장애는 다양하게 나타

난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환각(hallucination)이며 특히 정

신 분열증에서 환청은 아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이다. 그

외 비현실적인 지각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여러 지각 

장애들이 있을 수 있다. 초자연적인, 초현실적인 경험을 현실

로서 지각한다든지, 현실 속에서 늘 일어나는 사건과 사물을 

특이하게 지각하여 자신의 망상체계를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

다. 자기 몸과 자신을 이상하게 혹은 분리된 것으로 느끼는 

이인증(depersonalization)과 현실을 다른 현실로 지각하는 

비현실감(derealization) 등도 지각 장애에 속하는 증상들

이다(1). 

정신과 환자가 비록 상기한 특별한 지각 장애는 보이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환자의 공통적인 문제는 현실 지각

의 왜곡을 들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현실을 지각함으

로 정상인과 다른 적응 방식과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서 

현실적응에 어려움과 좌절이 생기게 된다. 이처럼 정신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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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이 바로 이 현실을 바로 지각하지 못하는데서 시작되

는 것이라면 정신 질환에 있어 지각 장애는 그 정도가 다를 

뿐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 현실 지각의 문제를 심리적 혹은 정신 역동적인 시각

에서만 접근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현실을 지각하는 뇌기

능의 장애가 더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 모든 지각은 뇌기능을 통하지 않고는 되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지각 장애 역시 뇌기능 장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정신 분열증에 대한 뇌 

과학적인 연구가 더욱 발전되면서 환청이 어떤 뇌기능 장애

와 뇌 구조물에의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도 활발히 연구되어

지고 있다(3-5). 환청을 비롯한 지각 장애가 뇌의 어떤 구조

물과 그 기능 장애에 의해 발생되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정신 질환을 바로 이해하는데 무척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지각 장애가 뇌의 어떤 부위와 장애와 관계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신과 환자와 뇌손상 환자에서 

신경심리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와 지각 장애가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정 뇌기능 수면 연구소를 방문한 정신과 외래 환자 69명

과 교통 사고에 의한 뇌손상 환자 50명을 포함한 총 119명의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정신과 외래 환자는 정신분열증

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신경증 환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환자의 성비는 남자가 68명, 여자가 51명이었으며, 평균 연령

은 31.4±11.7세였다. 또 평균 교육은 12.8±3.5년이었다. 

 

2. 연구 방법 및 분석 

모든 환자에게 신경심리 검사와 청각 사건 관계 전위 검사

(Event Related Potential；ERP)와 다면적 인성 검사(Mi-

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MMPI)를 

실시하였다. 

 

1) 신경 심리검사 

신경 심리검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Hals-

tead Reitan 신경 심리검사(HRNB)(6,7)와 한국판 지능 검

사(Korean Wechsler Intelligent Scale：K-WAIS)(8)를 

각각 시행하였다. Halstead Reitan Neuropsychological Test 

Battery 신경 심리 검사에는 범주 검사(category test), 촉

각 수행 검사(tactual performance test)의 소요 시간(total 

time), 기억(memory)과 위치(location), Seashore 리듬 검

사(Seashore rhythm test), 언어 발음인지 검사(speech 

sound perception test) 그리고 전반적인 손상 정도를 평가하

는 손상 지수(impairment index)를 조사하였다. 수지력 검사

(finger tapping test)중 많이 쓰는 손(dominant hand)과 적

게 쓰는 손(non-dominant hand), 선로 잇기 검사(trail ma-

king test)의 A형과 B형, 숫자 상징 검사(digit symbol test)

와 손끝 숫자 쓰기 검사(fingertip number writing test)가 포

함되었다. K-WAIS 지능 검사는 기본 지식(information), 

이해(comprehension), 산수(arithmetic), 공통성(similari-

ties), 숫자 외우기(digit span), 어휘(voca-bulary), 바꿔 쓰

기(digit symbol), 빠진 곳 찾기(picture completion), 차례 

맞추기(picture arrangement), 토막 짜기(block design), 모

양 맞추기(object assembly), 전체 지능, 동작성 지능, 언어

성 지능, 언어 점수, 동작성 점수, 집중력 점수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편측화 지수(laterality index)를 산출하였다. 

촉각 수행 검사의 좌우비교, Seashore 리듬 검사와 언어 발

음인지 검사의 비교, 선로 잇기 AB 검사의 비교, 수지력 검

사의 좌우 비교, 손끝 숫자 쓰기 검사의 좌우비교, 수지인지 

검사의 좌우 비교에서 편측화가 있을 때 그 손상 정도가 고등

도(severe)이면 4점, 중등도(moderate)이면 3점, 경등도

(mild)이면 2점으로 가산하였다. 그리고 K-WAIS 지능 검

사에서 동작성 지능(우측)과 언어성 지능(좌측)의 차이가 20

점 이상인 경우 4점, 15∼19점인 경우 3점, 10∼14점인 경

우 는 2점, 5∼9점인 경우는 1점으로 가산하여 해당되는 점

수가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편측화 지수를 산출하였다. 

 

2) 청각 사건 관계 전위 검사(ERP) 

75 dB의 100 Hz와 200 Hz 두 소리를 50 msec 기간과 

1.1 sec 간격으로 환자의 양쪽 귀에 주어 이로 발생되는 뇌 

전위(pz)를 컴퓨터에서 기록하였다. 두 소리의 빈도는 4：1이 

비율이었으며 700msec의 길이를 400회 평균하였다. 그리고 

드물게 들려지는 2000Hz 자극에서 얻어지는 전위를 분석하

여 자극 후 70∼120msec에서 처음 나타나는 음 전위를 N120 

그리고 자극 후 260∼500 msec에서 나타나는 양 전위를 P300 

으로 하여 전위의 크기와 자극 후 최고 전위에 도달하는데 걸

리는 시간인 잠복기(latency)를 산출하였다. 검사 기계는 미

국 Neurocan사의 Scan(1992년 제작)을 사용하였다. 

 

3) 다면적 인성 검사(MMPI) 

환자 모두에게 MMPI를 시행하였다. 지각 장애와 관계된 

9개의 항목을 선택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33항, 아주 기이하고, 이상한 경험을 한적이 있다. 5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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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혼이 가끔 내 육신을 떠난다. 66항, 다른 사람에게는 보

이지 않는 물건이나 동물 또는 사람이 나에게는 보인다. 184

항, 어디선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리곤 한다. 334항, 때때

로 이상한 냄새를 느낀다. 350항, 혼자 있을 때면 이상한 소

리가 들린다. 420항, 나는 아주 이상한 종교적 체험을 한 적

이 있다. 464항, 나는 한 번도 환상을 본적이 없다. 

MMPI 검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MMPI의 타당도를 보

는 L, F, K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3. 통  계 

각 신경심리 검사의 점수와 지각 장애 점수의 상관 관계를 

뇌손상 환자와 정신과 외래 환자군에서 각각 조사하였다. 그

리고 정신과 환자군에서 지각 장애 점수가 4점 이상으로 높

은 환자군 21명과 지각 장애가 전혀 없는(0점) 환자군 17명 

등 두 군으로 나누어 신경심리 검사의 점수를 independent 

t-test로 비교하였다. 통계는 SPSS-window version 7.5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뇌손상 환자군 

먼저 신경심리 검사를 뇌부위의 기능별로 분류하였다. 뇌 

전체의 기능을 보는 항목 중에서 손상 지수와 전체 IQ에서 

각각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r＝.472, p＝.001；r＝-.281, 

p＝.048). 전두엽 기능을 보는 검사 중에서는 범주 검사(r＝. 

483, p＝.001), 촉각 지각 검사 위치와 기억(r＝-.396, p＝. 

006；r＝-.308, p＝.037), 선로 잇기 검사 A와 B(r＝.471, 

p＝.001；r＝.316, p＝.042), 손끝 숫자 쓰기 검사 좌, 우(r＝. 

302, p＝.033；r＝.366, p＝.009) 등에서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우측 반구 기능을 보는 검사에서는 촉각 지각 검사 

위치(r＝-.396, p＝.006), 빠진 곳 찾기(r＝-.333, p＝.018), 

차례 맞추기(r＝-.316, p＝.025), 토막 짜기(r＝-. 294, p＝. 

038), 동작성 점수(r＝-.327, p＝.020) 등에서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피질하 기능을 보는 검사에서는 선로 잇기 

검사 A와 B(r＝.471, p＝.001；r＝.316, p＝.042), 바꿔 쓰기

(r＝-.336, r＝.021), 숫자 외우기(r＝-.384, r＝. 006), 집중

력 점수(r＝-.449, p＝.001) 등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Table 2. Significant difference of neuropsychological tests between highter perceptual disorder and no perceptual dis-
order scorers in psychriatric group 

Higher scorer No scorer 
Test 

Mean SD Mean SD 
t* p 

Whole brain       
impairement index 4.43 2.38 2.82 2.07 2.19 .035 

Right hemisphere       
picture completion 10.45 1.76 12.00 2.21 -2.38 .023 
block design 10.55 2.28 11.06 2.70 -2.17 .037 
right laterality index 4.71 3.27 2.53 2.18 2.36 .024 

Left hemisphere       
comprehension 10.50 3.09 12.59 2.55 -2.22 .033 
vocabulary 10.20 2.61 13.06 2.25 -3.54 .001 
similarities 10.75 1.55 12.06 2.08 -2.19 .035 
verbal IQ 97.25 23.55 114.59 11.91 -2.75 .009 
language 10.30 1.92 12.12 1.76 -2.98 .005 

*two tailed       

Table 1.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cores of neuro-
psychological tests and peceptual disorder scores in brain 
damage group(n＝50) 

Test r p 
Whole brain   

impairenment index 472 .001 
total IQ -.281 .048 

Frontal lobe   
category test .483 .001 
tactual perfermance test(location) -.396 .006 
tactual perfermance test(memory) -.308 .037 
trail making A test .471 .001 
trail making B test .316 .042 
fingertip number wright test(right) .366 .009 
fingertip number wright test(left) .302 .033 

Right hemisphere   
tactual performance test(location) -.396 .006 
picture completion -.333 .018 
picture anangement -.316 .025 
block design -.294 .038 
Performance -.327 .020 

Subcortex   
rait making A test .471 .001 
trait making B test .316 .042 
digit symbol -.336 .021 
digit span -.384 .006 
attention -.449 .001 

Left hemisphere   
speech perception test .377 .008 
arithmetic -.403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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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반구의 기능을 보는 검사에서는 발음 인지 검사(r＝.377, 

p＝.008)와 산수(r＝-.403, p＝.004)에서만 유의한 상관 관

계를 보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1에 잘 나타나 있다. 

 

2. 정신과 환자군 

상관 관계 통계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정신과 외래 환자의 경우 지각 장애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

에 지각 장애가 적은 점수에 대부분 밀집 분포한 관계로 상관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래

서 지각 장애가 있는 경우(4점 이상)와 전혀 없는 군(0점)으

로 나누어 신경심리 검사를 t-test로 비교하였다. 뇌 전체의 

기능을 보는 항목 중에서는 손상 지수가 높은 경우 지각 장애

가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다(t＝2.19, p＝.035). 우측 반구의 

기능을 보는 검사 항목에서는 빠진 곳 찾기(t＝-2.38, p＝. 

023), 토막 짜기(t＝-2.17, p＝.037), 우측 편측화 지수(t＝

2.36, p＝.024)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좌측 반구의 기

능을 보는 검사에서는 이해(t＝-2.22, p＝.033), 어휘(t＝-

3.54, p＝.001), 공통성(t＝-2.19, p＝.035), 언어성 지능(t＝ 

-2.75, p＝.009), 언어성 점수(t＝-2.98, p＝. 005)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2에 잘 나타나 있다. 

 

고     찰 
 

표1과 2에 있는 대로 신경심리 검사의 결과를 뇌부위별 기

능에 따라 분류하였다. 뇌 전체의 기능을 보는 검사 항목은 

HRNB의 손상 지수와 K-WAIS의 전체 지능이 해당된다. 

그리고 전두엽 기능은 범주화, 계획 및 검증, 전략, 집중 및 

작동기억(working memory) 등으로 볼 수 있는데(8) 이에 

관계된 검사로는 범주 검사, 촉각 수행 검사, 선로 잇기 검사, 

손끝 숫자 쓰기 검사 등이 있다(10). 우측 반구 기능은 주로 

공간 및 구조적 인식 및 수행 기능과 관계되어 있으며(9), 본 

검사에서는 촉각 수행 검사, 빠진 곳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동작성 점수, 우측 편측화 지수 등이 있다(10). 좌측 

반구 기능은 주로 언어 와 관계된 검사가 해당된다(9). 발음

인지 검사, 산수, 이해, 어휘, 공통성, 언어성 지능, 언어성 점

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10). 

피질하 구조의 기능은 주로 집중과 기억과 관계되어 있으

며(9), 본 검사에서는 선로 잇기 검사, 바꿔 쓰기, 숫자 외우

기, 집중력 검사가 이에 해당한다(10). 이러한 분류를 근거

해서 볼 때 뇌손상 환자의 경우 표 1에 나타난대로 지각 장

애가 전두엽, 피질하 및 우측 반구 기능을 보는 검사들에서 

유의한 상관 관계가를 많이 나타났으며, 좌측 반구 기능과도 

유의한 상관 관계가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의한 

상관 관계 중 양의 상관 관계는 점수가 높을 수록 장애가 심

한 검사에서 지각 장애와 높은 점수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

인 경우이며 음의 상관 관계는 점수가 낮을수록 장애가 심

한 검사에서 지각 장애의 높은 점수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

인 경우이다. 그러므로 지각 장애는 주로 전두엽, 피질하 및 

우측 반구 기능이 관계되면서 부분적으로는 좌측 반구도 관

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신과 환자의 경우 상관 관계에서

는 유의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지각 장애가 심한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하여 신경심리 검사를 t-test로 비교해 본 

결과 표 2에 나타난 대로 우측반구와 좌측 반구와 관계된 검

사에서 지각 장애가 유의하게 차이가 났었다. 이는 정신과 환

자에서는 지각 장애가 좌우 반구 모두에서 관여되며 전두엽

과 피질하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로 두정 및 측두엽

이 관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각 장애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며 가장 많이 연

구되고 있는 환청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신 분열증의 지각 장애를 주요 대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환청이 주로 정신 분열증

을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먼저 정신 분열증에서의 환청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과거 정신 분석학에서는 환청이 무의

식적 동기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 동

기가 어떠하든 환청이 환자에게 지각되기 위해서는 뇌의 어

느 부위가 자극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에 환청이 과연 어떤 

뇌부위의 기능과 연관되는지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

했다. 환청은 먼저 내적 언어(inner speech)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환청 환자에서 내적 언어시 

보이는 subvocal muscle의 수축 현상이 관찰되었으며(11), 

subvocalization을 억제시킴으로 환청이 억제되는 경우도 보

고되었다(12). 내적 언어는 subvocal speech가 동반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 대뇌의 Broca’s area

가 자극됨으로 가능하다(13). 그런데 정신 분열증 환자에서 

환청이 있는 경우 같이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이 관찰되어

(14) 이 내적 언어의 생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더욱 확

실하게 시사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청각적 언어 상상(au-

ditory verbal imagery)도 내적 언어 과정을 통해 환청과 관

계된다는 연구가 있었다(15,16). 

그러므로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자신의 심리적 동기에 의해

서 내적 언어나 청각적 언어 상상을 갖을 때 자신의 소리가 

밖의 소리로 인식되는 환청으로 지각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정상인에서는 자신의 내적 언어나, 청각적 언어 

상상이 있더라도 자신의 소리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정신분열

증은 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 장애이다. 바로 환청의 핵심적

인 뇌기능 장애가 바로 자신과 외부의 소리를 구별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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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는 것이다. 

Frith(3,15)는 정신분열증에서 이를 구별하도록 감시하는 

대뇌의 체제(self monitoring system)에 장애가 생겨서 이러

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자기 감시 체제는 전대상속 피

질(anterior cingulate corteX；ACC)과 보충 운동령(su-

pplementary motor area；SMA)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6,17). 이 구조물들과 함께 전두엽의 배외측 전전

두 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s；DLPFC)도 어떤 

스스로의 목표와 계획을 세워 그것이 그 하부에서 제대로 수

행되는지를 감시한다. 그런데 이 감시장애가 선조체계(str-

iatal system)와 연결될 때는 망상과 같은 사고 장애를 유

발하게 되지만 환청인 경우는 언어를 인지하는 좌측 두피질

(left temporal cortex；LTC)와 연결된다. 이를 입증하는 

중요한 실험들이 있었다. 내적 언어보다 청각적 언어 상상이 

더욱 더 내적인 소리이므로 더 많은 감시 체계의 작동이 필요

하다(18). 그래서 내적 언어와 청각적 언어 상상시 각기 다

른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소견을 보였다. 내

적 언어는 좌하 전두회(left inferior frontal gyrus)의 활성

과 관련이 있었고, 청각적 언어 상상은 좌하 전두회를 포함하

여 좌 전운동피질(premotor cortex), SMA, LTC 까지 활

성화 되었다(19). 감시 체계의 작동이 더 많이 요구되는 청

각적 언어상에서 내적 언어 때보다 더 넓은 부위가 자극이 되

는 것은 더 넓게 자극된 그 부위가 늘어난 감시 체계의 기능

과 관계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결국 앞서 말한 감시 체계와 관계된 SMA가 활성화되고 

이와 함께 청각 자극과 관계된 LTC가 활성화되었는데 이 두 

부위가 내부와 외부의 소리를 감시하는데 아주 중요한 곳이

라는 것을 시사하며 ACC와 SMA에서 LTC를 통해 외적인 

소리와 내적인 소리를 구별하도록 감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런데 정신분열증 환자에서는 청각적 언어 상상시 정상인 보

다 LTC의 활성이 감소되는 것을 보아(20) 정신분열증에서

는 LTC에 장애가 있음으로 이를 잘 구별 못함으로 환청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3,20).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청의 신경 심리학적 기

전을 요약해 볼 때 환청은 DLPFC, SMA, Broca's area 등의 

전두엽과 ACC와 일부 선조 체계(striatal system)와 같은 

피질하 그리고 LTC의 좌반구가 연결되는 회로에 장애가 생

김으로 발생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

인 장애는 SMA, ACC와 LTC를 연결하는 회로에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ET 연구에서처럼 미세한 국

소적 영역으로까지 구별할 수는 없었지만 지각 장애가 전두

엽과 피질하 구조와 좌측 반구 모두와 연관되어 있다는 본 연

구 결과는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연구 결과와 전체적으로는 

일치하고 있다. 단지 뇌손상의 경우는 좌측 반구가 많이 연관

되지는 않았으나 정신과 환자에서는 많이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환청의 연구에서 우측 반구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측 반구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는 환청만이 아닌 모든 지각 장애를 다 

포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일

반적인 지각 장애는 두정엽 장애에서 많이 발생되며, 우측 장

애시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9,21). 자기 신

체 질병을 지각하지 못하는 anosognosia, 늘 보는 가족들의 

얼굴을 지각하지 못하는 prosopagnosia, 가족을 보며 딴 사

람으로 지각하는 Capgras’ syndrome, 잘모르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Fregoli syndrome 등은 모두 우측 

두정엽 손상 때 더 쉽게 발생되는 장애이며, 정신분열증 환자

에서도 이러한 증상을 종종 볼 수 있다(21). 자기와 신체의 

경계를 구분 못하는 증상이 정신분열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 보고에 따르면(22,23) 우측 반구에 뇌졸중이 있는 경우도 

이러한 지각 장애가 나타났다고 한다. 현실을 인식하고, 현

실을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우측 두정엽 및 측두엽 그

리고 우측 전두엽의 기능이 많이 필요로 하며, 특히 생소한 복

잡한 환경이나 현실을 지각하는데는 우측 반구가 아주 중요

한 역할을 한다(9). 그러므로 지각 장애가 우측 반구의 장애

와 연관되는 것은 극히 타당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이인증에 대한 신경 생물학적 연구에서 보면 이

인 지각은 좌측 전전두엽이 편도(amygdala)를 억제하고 이 

편도가 ACC를 억제하고 또한 편도의 흥분된 부위가 상향 각

성계(ascending arousal system；AAS)을 자극하고, AAS

는 우전전두피질(right prefrontal cortex；RPC)을 자극하

여, RPC가 다시 ASS를 억제함으로 발생되어 진다고 했다

(24). 결국 환청에서처럼 내부와 외부를 감시하는 체제인 전

두엽과 ACC 에 장애가 발생됨으로 이인증이 생기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때는 언어화된 환청이 아니므로 좌측 전두엽과 

함께 우측 전두엽도 같이 영향을 준다. 또한 최근 환청의 연

구들을 보면 좌측 반구만이 아니라 우측 반구의 장애도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5). 언어화되지 않는 

환청이나, 생소한 내용의 환청, 감정이 많이 개입된 환청, 자

주 바뀌는 환청 등은 우측 반구와 더욱 많은 관계 맺고 있다

고 한다(4,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지각 장애가 우측 반구 

장애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환청을 비롯한 지각 장애

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각 장애가 있다고 모든 환자가 이러한 뇌기능 장애가 있

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지각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에대한 심리적인 접근만으로는 환자를 충분히 이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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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심리적인 이해와 함께 뇌기능

적인 검사와 평가 반드시 필요하며, 상기한 여러 뇌기능에 장

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잘 구별하여 환자를 이해하고 

치료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MMPI를 통해 지각 장애를 조사하였다. 그런

데 MMPI를 작성한 환자에서 인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결

과를 모두 타당한 것으로 받아드리기는 어렵다. 물론 타당도

를 보는 L, F, K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 시켰지만, 설문지의 보고 과정에서 다른 인지 장애의 영

향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연구에서는 지각 장애를 임상적으로 진단받

은 경우에 한해서 같은 검사를 시행해서 비교해 보는 것도 이

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와 함께 다음 연구에서는 지각 장애가 더욱 현저한 환자들만

을 선택하여 정상군과 비교할 수 있다면 더욱 분명하고, 확실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목  적: 지각 장애가 어떤 뇌의 부위와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발생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신과와 뇌손상 환자에서 

신경심리 검사와 지각 장애와 관계성을 조사하였다. 

방  법: 정신과 환자 69명, 뇌손상 환자 50명, 총 119명에

서 Halstead Reitan 신경 심리 검사와 K-WAIS, MMPI를 

시행하였다. MMPI 항목 중 지각 장애와 관계되는 9개 항목

에서 산출된 점수와 신경심리 검사의 결과와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였다. 또 정신과 환자에서 지각 장애 점수가 높은 지각 

장애군 21명과 지각 장애가 없는 지각 장애 17명을 t-test

로 비교하였다. 

결  과: 뇌손상 환자군에서 지각 장애가 전두엽 기능을 보

는 범주화 검사, 선로 잇기 검사, 촉각 수행 검사, 손끝 숫자 

쓰기 검사와 우측 반구 기능을 보는 촉각 수행 검사의 위치, 

동작성 점수, 빠진곳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등과 유의

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 피질하 기능을 보는 숫자 상징, 산

수, 숫자 외우기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정신과 환자

의 높은 지각 장애군은 우측 반구 편측화 지수와 빠진 곳 찾

기, 토막 짜기와 같은 우측 반구 기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 또 이해, 어휘, 공통성과 같은 좌측 반구 기능에서도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  론: 지각 장애는 전두엽, 우측 반구, 피질하 구조의 기

능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발생이 되며, 정신과 환자군에서는 

좌측 반구의 기능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지각 장애·환각·신경심리·신경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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