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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Computerzed Neuropsychological Test(CNT) system using multimedia and object oriented technologies are developed for clinical 

application in psychiatry. The developed system is composed of 14 neuropsychologial tests which are capable of evaluation of 

various cognitive functions and functional localization of brain. The system employs Microsoft Window based graphic user interface 

for easy operation and it has a touch screen and a mouse as input devices from the patient. Speech perception test, color word 

test, verbal memory test, contingent continuos performance test, and trail making test were translated into korean language, so 

that usefulness of tests was maximized. Through the results of utilization of this system in the cases of patients with head trauma 

and psychiatric desorder, this system can be proved to be useful in the evaluation of cognitive function and functional localization 

of brain.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1999；；；；6((((2))))：：：：1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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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경심리 검사 도구는 대뇌기능과 행동의 관계를 정확하고, 

타당하게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이후 전세계적으

로 대뇌기능 장애를 측정하는 도구로 널리 쓰여왔다. 우리 나

라에서도 정신과적 질환의 생물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에의 

관심과 안전 사고로 인해 파생되는 뇌손상에 대한 법적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대뇌의 기능 장애를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신경심리 검사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뇌기능은 여러 기능이 복합되어 표현되기 때문에 한

가지 신경심리 검사로 기능 장애나 뇌의 국소적 손상을 진단

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신경심리 검사를 한 검사도구(battery)로 묶어 뇌기

능 장애를 진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도구

를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결과의 정확성을 더할 수 있게 

되었다(1). 이러한 목적으로 구미 선진국에서 가장 전통적으

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경 심리 검사 도구로는 Halstead-

Reitan Neuropsychological Test Battery(HRNB)(2)와 

Luria Nebraska Neuropsychological Test Battery(LNNB) 

(3)가 있다. 이 두 검사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은 가장 오랫 동안 사용되면서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그 정

확성과 타당성이 널리 인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검사 도구를 정신과 의사가 임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즉 이 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또 이를 시행하고, 분석과 해석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검사비 역시 환자가 적지 않게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외래에서 간편하게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 

검사 도구는 과거 Computerized Tomography(CT)와 Ma-

gnetic Resonance Imaging(MRI)과 같은 구조적인 검사가 

개발되기 이전에 심한 뇌손상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개발되

었기 때문에 구조적 뇌손상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경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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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단에는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신과 환

자는 뇌손상이 심하지 않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이 신

경심리 검사만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뇌 특히 전두엽의 여러 다양하고 고도한 기능에 대

한 연구가 발전되면서 이러한 기능을 과거의 검사 도구만으

로는 모두 평가할 수 없기에 더 세분화되고, 더욱 고도한 기능

을 평가하는 새로운 신경 심리 검사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2). 그래서 과거 군집형 검사(battery)와 달리 자신

이 평가하고 싶어하는 다양한 뇌기능을 검사할 수 있는 여러 

검사들이 개발되었다. 특히 최근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해 컴

퓨터로 이를 전산화하여 이러한 검사를 더욱 편리하게 시행

하고 분석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3). 그러나 이러한 검사 

역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군집형 검사를 병행하는 경우

는 이 검사는 보조적인 자료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서로 보완

적으로 도움이 되나,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부분적인 뇌기능

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이를 통해 뇌기

능의 전반적인 상태나 국재적(localized) 진단은 불가능하기

에 임상적으로 이를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

연 군집형 검사와 개별 검사를 병행할 수밖에 없게 되나 이를 

모두 시행할 경우 더욱 많은 시간과 경비가 필요하게 됨으로 

이 역시 정신과 의사가 임상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

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신과 

의사가 외래 진료에서 편리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으면

서도 뇌기능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 뇌의 국재적 

진단과 정신과 환자의 여러 다양한 뇌기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필자는 Halstead Reitan 신경심리 검

사 군집(HRNB)과 그외 여러 신경심리 검사를 동시에 시행

해 오면서 늘 이러한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었다. 그 결과 

HRNB와 그외 여러 신경심리 검사에서 국재적 진단 가치가 

높고, 인지 기능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검사들을 선

택하여 전산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렇게 되면 이 두 종류의 검사의 장점만을 살리고, 또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즉 비슷한 기능을 보는 검

사와 국재적 진단 능력이 떨어지는 검사를 제외함으로써 검

사 수를 줄일 수 있고, 또 최소한의 검사로 뇌의 전반적인 인

지 기능과 국재적 평가도 할 수 있어서 과거 군집형 검사를 

대신할 수도 있고, 또 더 고도한 기능을 보는 검사를 보충하

여 더욱 다양한 뇌기능을 검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전산화함으로써 모든 검사의 시행과 분석, 보고를 더욱 간편

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전

산화 신경심리 검사가 개발된다면 최소한의 인력과 경비로 

정신과 의사가 외래에서 편리하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14개의 검사가 선택되었고, 

이 검사를 전산화하여 개발하게 되었다(Fig. 1). 본 연구에서 

선택된 14개의 검사는 뇌의 각 부위의 기능을 진단할 수 있

고 또 뇌의 여러 인지 기능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로서 그 근

거에 대해서는 각각의 신경심리 검사 항목에서 기술하고 있

다. 그리고 이 글은 전산화 신경 심리 검사 내용의 타당성이

나 신뢰도 등을 연구 보고하기 위하기보다는 개발의 이론적

Fig. 1. Computerized neuropsychological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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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근거와 기술적인 과정을 보고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검사 

내용의 임상적 타당성과 신뢰도 등에 대한 표준화 연구는 현

재 진행 중이며 추후 계속되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어질 예

정이다. 

 

신경심리 검사 항목 
 

1. 수지력 검사(finger tapping test) 

HRNB에 속한 검사로서 손가락의 힘과 운동 집중력을 보

는 검사이다(4,5). 10초 동안 두 번째 손가락 끝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가능한 빨리 많이 치도록 하며 오른손, 왼손 순

서로 각각 3번 반복한다. 결과는 1초에 몇 번 쳤는지 그 평균 

횟수를 오른쪽, 왼쪽으로 각각 산출한다. 운동 조절 기능, 운

동 및 집중의 강도를 보는 검사로서 외측 및 이차 전두엽, 내

측 전두엽 그리고 좌우 편측화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6,7). 

 

2. 색채 단어 검사(color-words test) 

Stroop test와 유사한 개념의 검사이다(8). 화면에 파랑, 

초록, 노랑 그리고 빨강의 네 한글 문자가 색채 글자로 나타

나는데 글자의 색채가 문자와 일치하기도 하고, 일치 안 하기

도 한다. 문자가 색채와 일치하는 경우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르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검사이

다. 총 200회의 문제가 나오며, 정답 비율과 응답 시간이 결

과로 산출된다. 이 검사는 초점 집중력(focusing attention), 

작동 기억(working memory), 그리고 지속적 집중력(main-

taining attention) 등을 보며 주로 전두엽과 피질하 구조의 

기능을 검사한다(2). 또한 언어와 관계되므로 좌측 전두엽 손

상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9). 

 

3. 시각지속 수행 검사(visual continous performance test) 

지속적인 집중력과 탐색하는 주의력(vigilance)을 보는 검

사이다(10). 화면에 숫자“0”이 나올 때마다 즉시 마우스 버

튼을 누른다. 이때 숫자는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을 정도로 

흐릿하게 나타난다. 총 100회를 시행하며, 정답 비율과 평균 

반응 시간을 구한다. 이 검사를 통해 지속적 집중력과 탐색 

집중력을 조사하며 주로 전두엽과 피질하의 장애를 알아볼 

수 있다(11). 

 

4. 조건지속 수행 검사(contingent continous performance 

test) 

지속적인 집중을 통해 조건화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하는 

검사이다(10). 화면에“ㅂ” 자음이 연속 두 번 나올 경우에

만 마우스를 누르게 한다. 총 100회를 시행하여 정답 비율과 

반응 시간을 산출한다. 지속적 집중력과 작동 기억력을 볼 수 

있으며 역시 전두엽과 피질하의 장애를 진단하는데 도움을 

준다(11,12). 

 

5. 언어지각 검사(speech perception test) 

뜻이 없는 단어를 듣고, 유사한 4개의 보기 중에서 그 발음

과 일치하는 글자를 선택하는 검사이다. HRNB 중의 한 검사

이다(4). 영어로 된 단어는 모두 한글 단어로 바꾸었다. 총60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각 지각과 언어 지각을 평가하며, 

좌측 측두엽 장애를 찾아내는데 유용한 검사이다(6,7). 리

듬 검사와 비교함으로써 좌우 편측화도 알아 볼 수 있다(6). 

 

6. 리듬 검사(rhythm test) 

리듬을 청각으로 구별해 내는 검사로 HRNB에 속하는 검

사이다(4). 본 검사에서는 원래 Seashore 리듬 검사(4)와는 

다른 리듬으로 제작하였다. 두 번의 리듬이 들려지는데 두 리

듬이 같으면“예”, 다르면“아니오”라고 마우스를 통해 응답

한다. 총 30개 문제가 있다. 지속적 집중력과 리듬 및 청각인

지 능력, 단기 청각 기억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우측 측두엽 

기능을 주로 본다(6). 언어지각 검사와 비교함으로써 좌우 편

측화도 알아볼 수 있다(6). 전두엽과 피질하 손상도 어느 정

도 관계된다. 

 

7. 카드 분류 검사(card sorting test) 

Berg와 Graud(13)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으며 추상적인 

개념, 범주화 그리고 문제 해결 등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2, 14). 색깔, 형태 그리고 숫자의 세 원리로 화면 아래 나온 

카드와 위에 제시된 4개의 카드 중 어느 카드와 일치하는 지

를 찾아내는 검사이다. 중간에 그 원리가 바뀔 수 있다. 한 원

리에서 10개를 맞출 때까지 계속되며 맞은 답이 10개로 채

워지면 다음 원리로 넘어간다. 총60개를 맞출 때까지 계속한

다. 60개 중 맞추는데 실수를 몇 개 했는지를 산출한다. 문제 

해결 능력, 범주 및 추상 능력, 그리고 계획적 사고 능력과 같

은 전전두엽의 기능을 볼 수 있다(2). 

 

8. 범주화 검사(category test) 

범주화와 문제 해결 등의 능력을 보는 검사로 HRNB에 속

하는 검사이다(4). 화면에 도형이 나타나면 그 도형이 아래의 

1에서 4까지의 어떤 숫자와 연관되는지를 어떤 원리를 추리

하여 찾는 검사이다. 7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소

검사마다 서로 다른 범주의 원리가 있다. 시행시 실수한 수를 

결과로 산출한다. 다른 답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답

으로 반응하는 보속증(perseverance)도 조사할 수 있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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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범주화, 추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주로 보며 

그 외 시공간 능력, 집중력, 그리고 기억력 등도 아울러 볼 수 

있다(6). 특히 전전두엽의 손상에 아주 예민하다(15,16). 

 

9. 선로 잇기 검사(trail making AB test) 

이 검사는 시각 검색(visual search), 집중 작동 기억과 시

각운동 협응 능력 등을 보는 검사(14,17)로서 HRNB의 한 

부분 검사이다(4). 화면에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번호를 순서

대로(1,2,3 …) 이어가는 검사가 A형 검사이며, 번호와 자

음을 엇갈리게(1, ㄱ, 2, ㄴ, 3, ㄷ …) 이어가는 검사가 B형 

검사이다. 마우스를 통해 다음 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선이 

이어지게 했다. 틀리면 그곳을 취소하고, 틀린 곳으로 돌아가

서 다시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결과로 

산출한다. 전두엽과 두정엽의 기능을 보지만 이것보다는 A,B

형 검사를 비교함으로 좌우측 편측화를 진단하는데 더 유용

하게 사용된다(18). 

 

10. 이동 집중력 검사(shifting attention test)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집중을 공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를 보는 검사이다(19). 화면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가며 

원모양(cue)이 나타나고 즉시 십자 모양(target)이 나타나는

데, 십자 모양이 나타날 때 그 위치(오른쪽, 왼쪽)와 같은 위

치의 마우스를 누르면 된다. 원 모양과 십자 모양이 같은 위치

에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위치에 나타날 수도 있다. 원과 십

자가가 같은 위치에 나타나는 경우를 일치라고 하며, 각각 다

른 위치에 나타나는 경우를 불일치라고 한다. 일치한 target이 

나왔을 때 바르게 누른 비율과 반응시간, 불일치한 target이 

나왔을 때 바르게 누른 비율과 반응 시간, 전체(일치와 불일

치) 자극시 바르게 누른 비율과 반응시간 그리고 좌측과 우측

에 나타난 target의 정답 비율을 각각 산출하는데 일치와 불

일치를 구별하여 그 결과를 낸다. 이동 집중력과 시공간 기

능을 검사할 수 있는데 전두엽과 두정엽의 기능을 주로 본다

(11,20). 그리고 좌우 편측화도 조사할 수 있다. 

 

11. 언어기억 검사(verbal memory test) 

청각 및 시각으로 들려진 단어를 기억하는 검사로 Rey au-

ditory-verbal learning test(21)를 한글화한 검사이다. 15개 

단어(인형, 책상, 종, 그릇, 학교, 부모, 달, 정원, 모자, 농부, 

코, 오리, 색깔, 신문, 그리고 강：A목록)를 연속해서 들려준 

후 즉시 순서에 관계없이 기억하여 말하도록 한다. 기억하는 

단어를 검사자가 화면에서 채점한다. 똑같은 과정을 5번 반

복한다. 그리고 또 다른 15개의 단어(의자, 나그네, 새, 구두, 

난로, 나무, 안경, 수건, 구름, 배, 양, 칼, 종이, 교회, 그리고 

생선：B목록)를 들려준 후 즉시 이를 기억하여 말하도록 한

다. 이때 그 결과는 화면에서 채점하지 않는다. 이 검사 후 목

록 A의 15개 단어를 다시 한 번 기억하여 말하게 한다. 그리

고 그 결과를 화면에서 채점한다. 20분 후 목록 A의 15개 단

어를 회상하여 말하게 하며, 이때도 채점을 한다. 마지막으로 

목록 A와 B의 30개 단어와 이와 유사한 단어 20개를 포함

한 50개의 단어를 화면에 보여주면서 목록 A의 단어를 찾도

록 한다. 단기 기억은 5회 동안 A목록 단어를 기억한 총 단

어 수를 산출함으로써 알 수 있고, 유지 기억(retention)은 

방해 자극인 B목록을 준 후에도 얼마나 기억이 유지되는지를 

알아보는 6회째의 A목록 기억 단어 수를 산출함으로써 알 수 

있다. 장기 기억은 20분 후 A목록 단어를 얼마나 기억하는 

지를 산출함으로써 알 수 있다. 재인(recognition)은 마지막 

50개의 단어 목록 중 A목록을 얼마나 찾는지를 봄으로써 알 

수 있다. 목록A의 15개 단어를 5회 동안 기억할 때 그 점수

가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학습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학습 slope을 산출할 수 있다. 내측 측두엽, 해마

(hippocampus) 및 편도핵(amygdala)를 중심으로 한 피질

하 구조, 전두엽 그리고 좌측 측두엽 등의 장애를 조사할 수 

있다(2,12). 

 

12. 시각 기억 검사(visual memory test) 

시각적인 도형을 얼마나 기억하는 지를 알아보는 검사로 

Rey visual design learning test를 전산화한 것이다(21). 

15개의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들을 하나씩 화면에서 보여 준 

다음 즉시 이를 기억하여 화면에 도형을 그리게 하는 검사이

다. 이때 좌측 화면에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element 도형을 

마우스로 중앙화면에 옮겨 놓음으로써 도형을 그릴 수 있다. 

5번 반복 수행한다. 그후 앞의 15개의 도형이 포함된 30개의 

도형이 화면에 제시되는데 검사자는 이 중에서 앞에서 기억

한 15개의 도형을 찾아야 한다. 5회 동안 총 기억 도형 수를 

산출함으로써 단기 기억을 알 수 있으며 30개 도형 중에서 

처음 도형을 기억하여 찾음으로써 재인 기억을 조사할 수 있

다. 또 5회 동안 학습 효과 정도를 보는 학습 slope을 계산할 

수 있다. 피질하 구조, 전두엽, 우측 측두 및 두정엽 등의 장

애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2,12). 

 

13. 공간 기억 검사(spatial memory test) 

공간 기억을 보는 검사이다. 원 혹은(그리고) 원주가 화면

의 여러 위치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검사자는 자극이 나

타난 위치를 기억하여 그 위치에 그 자극을 표시하는 검사이

다. 마우스를 사용하는데 한 번 누르면 원이 나오고, 두 번 누

르면 원주가 나타난다. 총 출현 도형수는 66개이다. 정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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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 반응 시간을 계산하는데 왼쪽, 오른쪽, 그리고 전체로 

나누어 산출한다. 좌우 두정엽과 피질하 구조의 기능을 알아 

볼 수 있다(2,12). 

 

14. 강제 선택 검사(forced choice test) 

시행한 신경심리 검사를 검사자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검

사하였는지를 알아봄으로 검사의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한 검

사이다(22). 화면에 다섯 자리의 숫자가 나타난 후 화면에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다섯 자리의 숫자가 두 개 제시되는데 

검사자는 앞서 나타난 숫자를 두 개 중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검사이다. 12개의 문제가 3단계로 나누어 나타나며 총 

36문제가 나타난다. 자극 후 강제 선택해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1단계는 5초, 2단계는 10초, 3단계는 15초로 점점 어

려운 문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사실은 어렵지 않

음). 정답 비율을 산출한다. 정답 비율이 높을 때 다른 신경심

리 검사의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50%이하로 낮을 

때는 환자가 전혀 성의 없이 하거나, 의도적으로 나쁜 결과를 

만들려는 성향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 

 

전산화 개발 설계 
 

객체 지향 언어인 C＋＋와 Microsoft Foundation Class (M-

FC)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클래스를 통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여러 개의 객체들간의 관계를 일괄적으로 

용이하게 표현하였다. 14개의 개별 검사는 각각의 클래스로 

구성되며 객체들 간의 의사 전달은 메시지를 사용하였다. 클

래스의 캡슐화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구획하였고, 국지성(lo-

cality)을 증가시켰으며, 또한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용이하

게 하였다. 클래스의 추상화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복잡성을 줄였으며, 상속성을 이용하여 중복적인 코딩을 줄

였다. 

 

1. 주요 클래스들의 종류 

신경심리 검사 시스템은 환자 정보 및 전체 시스템을 제어

하는 작업 환경 모듈, 검사를 실제로 실행하는 실행 환경 모

듈, 그리고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출력하는 결과 분석 모듈

로 이루어져 있다. 작업 환경 모듈 클래스들은 전체 시스템

의 제어를 맡고 있는 클래스 환자 등록 및 호출을 관리하는 

환자 등록 클래스,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이터베

이스 클래스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Mircrosoft 의 DAO(Data Access Objects)를 사용하였으

며 데이테베이스 프로그래밍은 MFC DAO 클래스를 이용하

였다. 실행 환경 모듈은 각 검사의 환경 설정을 맡고 있는 클

래스들과 각 검사의 실행을 맡고 있는 클래스들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클래스들은 각 검사의 이름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14개의 클래스들과 검사 환경 설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14개

의 환경 설정 클래스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검사의 결과 분

석 모듈은 전체적인 검사 결과의 디스플레이 및 분석을 담

당하는 클래스, 환자 종합 정보를 보여주는 클래스, 개별 검사

를 디스를레이하는 클래스, 그리고 결과 파일을 프린터에 출력

하는 클래스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 객체들의 상호 작용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으로 구현된 시스템의 상호 동작

은 객체들의 상태 변화와 객체들간의 메시지 교환으로 나타내

어진다. 신경심리 검사의 중신 객체인 시스템 제어 클래스는 

시동 간계에서 주요 객체들을 생성하고, 선택된 검사를 실행하

며, 또한 검사와 검사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환경 설정에 필요한 환경 설정 클래스들

을 생성하고, 검사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검사를 실행시키며, 

Fig. 2. A schematic diagram for
the main objects in the neuro-
psycholog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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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검사 결과를 나타내준다. 또한 환자 등록 및 호출 명

령을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하여 환자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심경심리 검사 시스템의 주요 객체들의 상호 작

용을 Fig. 2에 개념적으로 나타내었다. 

 

3. 검사 실행 

사용자 입력에 따라 각 검사 클래스들은 시스템 제어 클래

스를 통해 실행되며, 각 검사 환경 클래스들과 서로 연결되어 

운영된다. 각 검사 클래스는 검사가 끝난 후 결과를 파일로 출

력하며, 출력 파일들은 결과 보기에서 피검사자의 증상을 진단

하는데 이용된다. 

 

4. 사용사 인테페이스 

시스템 운용의 편리함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손쉬운 유

지 보수를 위하여 사용자 인테페이스를 마이크로소프트상의 

Windows에 기초를 두어 작성하였다. 환자 정보에 대한 처리

는 데이테베이스를 사용하여 자동 관리하였고, 신규 등록을 

하여 환자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환자 정보가 저장되도록 하

였다. 각 검사마다 다양한 환경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도

록 하였고, 설정된 환경 파라미터들은 검사 결과와 함께 저장

되도록 하였다. 각 검사에 앞서 연습 모드를 설정할 수 있도

록 하여 피검사자가 검사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입력의 

편의를 위하여 마우스 및 Touch Screen 입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크게 3종류의 화면을 제공한다. 

즉 주 검사 화면, 14종류의 개별 검사들, 그리고 각 검사 결과

에 대한 보기 화면이다. 주 검사 화면은 검사를 시작하면 처음 

보여지는 화면으로 여기에서 각 검사에 대한 시작, 결과 보기, 

그리고 환경 설정 등을 할 수 있다. 

검사 횟수, 글자 크기, 자극 기간, 자극간 기간, 그리고 색채 

등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특별한 주문이 

없는 한 기본 값으로 운용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환경이 파

라미터를 임의로 설정하게 한 것은 연구 목적이나 인지 재활

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검사의 목적에 따라 연

습모드(mode)와 결과의 feedback을 주는지 여부를 선택

할 수 있게 했으며 역시 특별한 주문이 없는 한 기본 값으로 

운용되게 했다. 또한 환자 등록 및 불러오기를 비롯한 환자 

정보를 관리할 수 있고, 환자 종합 정보 보기, 도움말 기능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여 검사 

환경을 설정할 수 있고(설정화면은 오른쪽 하단에 나타난다) 

간단한 환자 정보와 검사 내역을 오른쪽 상단에서 볼 수 있다. 

검사 화면은 각 검사를 시작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며 검사 결

과 보기 화면은 검사가 끝난 후 검사 결과를 볼 때 나타나는 

화면이다(23). 

 

임상적 활용 
 

이 검사들을 임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검사를 통해 

다양한 인지 기능과 뇌기능의 국소 장애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러나 한 가지 검사에서 장애가 나타났다고 해서 어떤 인

지 기능의 장애와 그 장애의 국재화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구조적 뇌검사에서는 한 가지의 이상 소견만으로 진단이 

가능하지만 기능적인 진단은 그렇지 않다. 앞서 기술한대로 한 

검사를 통해 다양한 기능과 여러 국재화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

에 한 검사의 소견만으로 장애가 나타났다고 어떤 인지적 장애

와 뇌기능의 국소적 장애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검사의 유형(pattern)을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검사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날 경우에만 인지 장애와 국재

화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장애나 부위와 

관계된 모든 검사가 다 장애로 나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일관성 있는 소견을 보일 정도로 여러 항목의 검사에서 

이상이 나와야 그 장애와 부위를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인지적 진단을 하기 위해 인지적 장애 

별로, 그 장애와 관계된 검사 항목을 알 필요가 있다. 집중력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여러 검사에서 장애가 나타

나야 한다. 즉 색채 단어, 수지력, 선로 잇기, 이동 집중력, 시

각 및 조건화 지속 집중력 그리고 리듬 검사 등에서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은 장애가 나타나야 한다. 검사 종류에 따라 단순, 

초점, 탐색, 이동 및 지속적 집중력 등을 분류해 볼 수도 있다. 

분석, 종합 및 계획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범주 및 추상화 등 

고도한 사고 기능을 보는 검사로는 범주화와 카드 분류가 있

다. 이 검사는 비교적 특이성(specificity)이 높기 때문에 한 가

지 검사의 장애로도 진단이 가능하다. 언어 능력을 보는 검사

로는 색채 단어, 선로 잇기B, 언어 기억, 그리고 언어 지각 검

사 등이 있다. 시공간 및 도형, 구조적인지 및 수행 능력을 보

는 검사로는 선로 잇기, 시각기억, 언어 기억 및 공간 기능 검

사가 있으며, 기억력을 보는 검사로는 시각 기억, 언어 기억 및 

공간 기억 검사가 있으며, 이 검사로 단기 및 장기 기억, 유지 

재인, 그리고 학습 능력 등을 알아 볼 수 있다. 특히 작동 기억

을 조사하는 검사로 선로 잇기, 색채 단어, 조건화 지속 집중력, 

그리고 리듬 검사 등이 있다. 시각 탐색 및 시각운동 협응 능

력을 보는 검사로는 선로 잇기, 시각 및 공간 기억, 시각 지속

적 수행, 그리고 이동 집중력 검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청

각 리듬 및 언어인지 능력은 리듬, 언어 지각 및 언어 기억력 

검사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운동 능력과 집중력은 수지력 검

사, 검사의 타당도는 강제 선택 검사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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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뇌의 국소화 진단을 위해서는 대뇌의 각 부위와 

관계된 검사들을 알아야 한다. 먼저 전두엽 기능은 범주화, 

카드 분류, 색채 단어, 수지력, 선로 잇기, 이동 집중력, 조건 

및 시각 지속 수행 검사 등을 통해 조사해 볼 수 있다. 측두

엽은 언어 기억, 시각 기억, 리듬, 그리고 언어 지각 검사 등

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두정엽은 선로 잇기, 시각 기억, 공간 

기억, 그리고 이동 집중력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좌측 반

구 편측화는 범주화, 색채단어, 언어 기억 검사와 좌우 수지

력, 선로 잇기 AB, 좌우 공간 기억, 좌우 이동 집중력, 그리고 

리듬과 언어 지각 검사 등을 상호 비교함으로 진단할 수 있

다. 우측 반구는 좌우 수지력, 선로 잇기 AB, 좌우 이동 집중

력, 좌우 공간 기억, 그리고 리듬과 언어 지각 등을 서로 비교

함으로 진단할 수 있다. 피질하 구조의 기능은 주로 기억 및 

집중과 관계된 검사들인데 색채 단어, 수지력, 선로 잇기, 지

속 수행, 언어 및 시각 기억, 그리고 공간 기억 검사 등이 해

당된다. 장애의 정도는 정상군과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

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이처럼 검사의 여러 결과를 전체

적으로 종합하여 이러한 인지 장애와 뇌의 기능적 국재화 진

단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임 상 증 례 
 

환자 1은 43세 남자, 고졸로서 교통 사고로 인한 좌측 전

두부에 충격을 받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사고시 3일간의 

의식 소실이 있었다. Table 1에서 보는 대로 정상군의 결과

와 비교해서 전두엽 기능을 특이하게 보는 검사인 색채 단어, 

카드 분류, 카테고리, 그리고 선로 잇기 검사에서 고등도의 

장애가 나타났고, 언어 기억 및 시각 기억 검사에서도 고등도

의 장애가 나타났다. Table 1에 비교된 정상군은 12명의 정

상군의 치료이다. 이러한 장애 소견은 종합적 사고 기능을 담

당하는 전두엽과 집중력 및 기억력 기능을 담당하는 피질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 Table 1에서 

나타난 대로 환자는 수지력과 이동 집중력 검사에서 좌측 편

측화 장애가 의심되었고, 언어 지각과 리듬 검사의 비교와 선

로 잇기 검사에서는 우측 편측화 장애가 나타났다. 그러므

로 환자는 전두엽에서도 좌측 전두와 우측 전두 및 측두엽에 

편측화 손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사고시 좌측 전두

엽쪽으로 일차 충격을 받으면서 우측 전두 및 측두엽 그리

고 그 하부인 피질하 구조에도 충격을 미친 것으로 유추된다. 

이러한 검사 소견은 전산화 뇌파 영상 검사상 delta, theta, 

beta 영상도에서도 우측 전두 및 측두엽이 나타나고 P300 

영상도에서도 비정상적 전두엽 우세 전위를 통해 피질하 구

조의 장애가 나타남으로 신경심리 검사의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중요한 신경심리 검사(tactual performan 

test, TPT)에서도 좌측 전두엽 장애 소견이 일치되었다. 

환자 2는 45세 여자, 대졸 환자로서 심한 우울증을 주소로 

Table 1. Results of computerized meurosychological tests 

Normal Group Patient 1 Patient 2 
 

mean SD result severity result severity 
Finger tapping(number/sec) R 6.7 1.0 4.6 N 4.8 N 
 L 5.1 0.6 4.9 N,L 4.6 N,L 
Color word(%) 96 3.4 65 S 97 N 
Visual continous performance(%) 96.8 3.2 97 N 86 Mo 
Speech perception(error) 3.3 1.2 5 N 7 N 
Card sorting(error) 13.3 4.6 106 S 35 S 

Contingent continous performance(error) 5.3 6.7 2 N 7 N 
Attentional switching(%) 93.8 3.5 90.36 N,L 92.18 N 
Rhythm test(error) 6.3 2.3 10 Mi,R 2 N,R 
Spatial memory(%) 87.2 4.1 86.36 N 73.81 Mo,L 
Category(error) 32 12.6 91 S 54 Mi 

A 31.2 6.9 85.50 S,R 54.00 S,R Trail Making(sec) 

 B 52.5 12.6 165.64 S 31.16 S 
Verbal memory Short term 66.7 3.1 26 S 25 S 

(number) Retention 14.6 0.5 4 S 3 S 
 Delayed recall 14.8 0.4 4 S 3 S 
 Recognition 14.6 0.5 9 Mo 10 Mo 
Visul memory Learnig slope 1.1 0.4 0.6 S 0.5 S 

(number) Short term 80.6 7.3 37 S 36 S 
 Recognition 14.8 0.4 13 Mo 12 Mo 
Forced choice(%)  100 0 100 valid 100 valid 

SD : standard deviation, N : normal : Mi : mild : Mo : moderate, s: severe, R : right lateralized, L : left later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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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한 환자이다. 중학교 이후부터 열등감, 두려움과 우울증

에 시달려 왔으며, 6개월 전부터는 우울증이 더욱 심해져 무

기력하고, 죽음이 가로막고 있다는 부정적 생각, 심한 자학과 

자해,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망상과 감정 

가운데 빠져 있었다. 큰 환경적인 요인이 없는데도 청소년 시

기부터 오랫동안 심한 우울에 빠져 있었고, 우울의 정도도 아

주 심하여 이러한 경우 심리적 요인 외에 뇌기능적인 장애도 

동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산화 신경심리 검사와 전산

화 뇌파 및 뇌 유발 전위 영상 검사(EEG 및 EP mapping)

를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 환자는 전두엽 기능을 보는 검사인 

범주화 검사, 카드분류 검사, 선로 잇기 검사, 그리고 시각 지

속 수행 검사 등에서 장애를 보여 전두엽 기능의 장애가 의

심되었다. 리듬 검사와 언어 지각 검사의 비교에서 정상 범위

이나 우측 편측화 경향이 있었고, 선로 잇기 검사의 AB 비교

에서도 우측 편측화 장애가 시사되었다. 그리고 다른 신경심

리 검사인 TPT에서도 정상 범위이나 우측 편측화 경향이 있

었다. 전산화 뇌파 영상 검사에서 theta, alpha와 beta map에

서 우측 전두엽 장애와, P300 영상 검사에서도 우측 반구의 

전위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 우측 전두엽의 손상과 장애가 

아주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수지력 검사가 정상이나 좌측 편

측화 경향이 있었고, 공간 기억력 검사에서도 좌측 반구 편측

화 장애가 있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확고한 뇌손상과 장

애로 해석하기는 어려웠다. 또 환자는 기억력과 집중력 검사

에서 심한 장애를 보였다. 언어 기억과 시각 기억, 공간 기억 

검사 등 모두가 중등도 이상의 심한 장애를 보였고, 집중력 

기능을 보는 선로 잇기, 시각 지속 수행 검사 등에서도 중등

도 이상의 장애를 보여 피질하 구조의 장애가 의심되었다. 

P300의 잠복기가 409.4 msec로 아주 심하게 지연되어, 피

질하에 뇌손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는 우측 전두

엽과 피질하 일부에 중등도의 뇌손상과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물론 증례 1과 2의 뇌손상은 MRI 등과 같은 구조적 뇌

손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신경 조직학적 혹은 신경망적 손상

과 장애로 생각된다(24). 우울증은 변연계(limbic)와 피질

(cortex)의 상호 조절의 장애(dysregulation)로 발생되며

(25), 그 조절을 담당하는 대상속회(cingulate gyrus)의 장애

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26) 증례 2의 

검사 소견은 이러한 연구 결과와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증례 2의 경우 이러한 뇌의 기질적인 기능 장애에 

의해 발생되는 우울 장애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전산화 신경심리 검사는 뇌손상과 정신 질환자에서 

인지 장애와 뇌의 기능적 국재화 자료를 얻는데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었다. 

이 임상적인 증례를 보고하는 것은 이 두 증례로 결코 본 

검사의 임상적 타당도와 신뢰성을 입증하려는 뜻이 아니며, 

본 검사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그 임상을 예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현재 정상군 약 300명을 대상으로 본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당도 연구가 진행중 이어서 추후 이 결과를 다시 발표

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요     약 
 

정신과 임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산화 신경심

리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뇌의 전반적인 인

지 기능과 뇌의 기능적 국재화를 평가할 수 있는 14개의 신

경심리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시스템은 멀티미디어와 

객체 지향 개념에 의해 설계, 구현되었고, 마이크로 소프트 

Windows에 기반을 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채용하여 운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마우스와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여 

피검사자로부터 입력을 손쉽게 받아드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색채 단어 검사, 범주 검사, 그리고 언어 기억 검사, 언어 지각 

검사 등은 한글화하여 검사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개발된 시

스템을 뇌손상 환자와 정신과 환자에 적용한 결과 그 인지 장

애와 뇌의 기능적 국재화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중심 단어：신경심리 검사·뇌기능·전산화 신경심리 검사·

기능적 국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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