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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형 인격 성향을 가진 대학생의 P300 국소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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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청각 oddball 방안, 사건관련전위와 sLORETA를 사용하여 조현형 인격 성향을 가지는 대학생의 

P300 신호원을 조사하였다. 또한 P300 신호원의 전류밀도와 조현병 증상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SPQ)의 점수에 근거하여 조현형 인격성향군(n=37)과 정상통제군(n=42)을 선정하였다. 

P300은 자주 제시되는 표준 자극(1000Hz)과 드물게 제시되는 목표 자극(1500Hz)으로 구성되는 청각 oddball 

과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참여자들은 목표 자극이 몇 번 제시되었는지 횟수를 세어 실험 후 보고하

는 것이 요구되었다. 행동분석 결과, Oddball 과제의 정확률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

았다. 사건관련전위를 분석한 결과, 조현형 인격성향군이 정상통제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된 P300 진폭을 

보였다. P300의 신호원을 추정하기 위하여 sLORETA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좌우반구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에 분포되어 관찰되었다. 두 집단의 P300 신호원의 전류밀도를 비교한 결과, 

조현형 인격성향군이 정상통제군에 비해 좌반구 상측두회와 우반구 중측두회에서 감소된 활성화를 보인 반

면 좌반구 하전두회와 우반구 상전두회에서는 활성화 증가를 보였다. 이에 덧붙여, 조현형 인격성향군에서 

우반구 상전두회의 전류밀도와 SPQ의 와해 점수 사이에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P300 신호

원인 전두 및 측두 영역의 이상을 조현병 환자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조현형 인격성향군

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덧붙여 본 연구 결과는 조현병 고위험군의 선별에 사용되는 SPQ의 경우 

총점보다는 와해 점수가 고위험군의 선별에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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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건관련전위(event-related potentials)는 자극의 처리 과정을 밀리 초(milliseconds; ms) 수준에서 측

정할 수 있는 우수한 시간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련의 순차적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지 기능의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Luck, 2014; Pinal, Zurron, & Diaz, 2014). 

사건관련전위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인지 기능에 따라 다양한 실험 방안이 사용되고 있

지만, 그 중에서도 oddball 방안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Chang et al., 2014; del Re et al., 2015; 

Earls, Curran, & Mittal, 2016; Kim, Shim, Kim, Im, & Lee, 2014). Oddball 방안은 연속적으로 제시되

는 자극들 중 목표 자극에 주의를 주어 이를 탐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자주 제시되는 표준 

자극(standard stimulus)과 드물게 제시되는 목표 자극(target stimulus)이 무선적으로 제시되며, 제시

되는 자극들 중에서 목표 자극이 몇 번 제시되었는지 횟수를 세어 실험 후 보고하거나 목표 자

극이 제시 될 때마다 버튼을 눌러 반응하는 것이 요구된다(Picton, 1992; Polich, 1998). Oddball 방

안을 사용하여 사건관련전위를 측정한 연구들은 표준 자극보다 목표 자극 제시 후 약 250-500ms

에 정적 전위(positive potential)를 띠는 정점, 즉 P300이 관찰됨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Lazzaro 

et al., 1997; Polich, 2007). P300은 자주 제시되는 표준 자극으로부터 드물게 제시되는 목표 자극

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뇌의 전기적 활성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표준 자극보다 목표 자극에서 더 

큰 진폭을 보인다(Donchin & Coles, 1988; Wang & Guo, 2012; Wronka, Kaiser, & Coenen, 2008). 

P300 진폭은 주의 자원의 할당(Wronka, Kuniecki, Kaiser, & Coenen, 2007), 맥락 최신화(Donchin & 

Coles, 1988) 등과 같은 인지 기능을 반영한다고 보고되고 있는 한편 P300 잠재기는 자극이 처리

되는 시간, 즉 자극 평가시간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utas, McCarthy, & Donchin, 1977).

Oddball 방안으로 측정하는 P300은 조현병 환자의 인지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어

왔다(Qiu, Tang, Chan, Sun, & He, 2014; Shin et al., 2010; Wang et al., 2010). 조현병 환자를 대상

으로 oddball 방안을 사용하여 사건관련전위를 측정한 선행 연구들은 정상통제군에 비해 조현병 

환자군에서 P300의 진폭이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Earls et al., 

2016; Kims et al., 2003; Ozgurdal et al., 2008; Qiu et al., 2014), 감소된 P300 진폭이 만성 조현병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한 친척(Price et al., 2006), 초발성 환자(del Re et al., 2015) 및 고위

험군(Fusar-Poli et al., 2011; van Tricht et al., 2010)에서도 관찰됨에 따라 P300 진폭의 감소가 조현

병의 생물학적 지표(biological marker)로 여겨지고 있다(Chun et al., 2013; Ford, 1999; Oribe et al., 

2015).

그러나 조현병 환자의 감소된 P300 진폭에 대한 임상적 해석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Bachiller 

et al., 2015; van der Stelt & Belger, 2007). P300 이상과 신경심리검사 수행 및 조현병 증상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함으로써 조현병 환자에서 관찰되는 P300 진폭 감소가 무엇을 반영하는가를 이해

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Jeon & Polich, 2003; Kawasaki et al., 2007; Kim et al., 2003; Liu, Tam, X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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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o, & Wu, 2004) 아직까지 일치된 견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연구들은 P300 이상과 뇌의 

구조 및 기능 이상과 관련지어 이해하고자 하였다(Higuchi et al., 2008; Sabeti, Moradi, & Katebi, 

2011). 즉, P300의 신호원으로 전두엽(frontal lobe), 두정엽(parietal lobe)과 측두엽(temporal lobe) 구조

들(Bocquillon et al., 2011; Pae et al., 2003; Polich, 2007), 상측두회(superior temporal gyrus), 하두정회

(inferior parietal gyrus),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 및 대상회(cingulate gyrus) 등이 보고되고 있는데

(Kawasaki et al., 2007; Linden, 2005; Volpe et al., 2007; Wang et al., 2010), P300의 신호원과 관련된 

이러한 뇌 영역들의 구조 및 기능 이상이 조현병 환자들에서 자주 관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을 사용한 뇌 영상 연구들은 조현병 환자의 전

두엽 및 측두엽 회백질의 부피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Huang et al., 

2015; Tang et al., 2012; Vita, De Peri, Deste, & Sacchetti, 2012). 이에 근거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조

현병 환자의 전두엽 및 측두엽의 회백질 부피 감소가 P300 진폭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음을 제

안하였다(Martin-Loeches et al., 2001; McCarley et al., 2002). 또한 기능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을 사용한 연구들은 oddball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조현병 환자들

에서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편도체(amygdale), 시상(thalamus), 소뇌(cerebellum) 등의 활성화 감소

를 관찰하였고, 이는 환자들이 이 영역들의 기능 이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제안하였다

(Gur et al., 2007; Kiehl, Stevens, Celone, Kurtz, & Krystal, 2005; Wynn et al., 2015).

그러나 뇌 영상 기법들은 우수한 공간해상도로 말미암아 뇌 구조 및 기능을 밝히는데 큰 공

헌을 하지만 낮은 시간해상도로 인하여 밀리초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처리 과정의 순차적 뇌 

활성화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Wronka, Kaiser, & Coenen, 2012). 반면 고밀도 뇌파로 공간해상

도가 상당이 개선된 EEG source imaging 방법은 두피에서 측정된 사건관련전위를 역추정(inverse 

solution)하여 정보 처리 단계에 관여하는 뇌 영역들의 활성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Goel, 

Chavarriage, & Millán, 2011; Yao & Dewald, 2005). 이러한 source imaging 방법 중에 Low Resolution 

Electromagnetic Tomography(LORETA)가 뇌 신호원 국소화(source localization)에 가장 유용하다고 제

안되고 있다(Jung, Kim, Kim, Im, & Lee, 2012; Pae et al., 2003; Pascual-Marqui, 2002). 정상인을 대

상으로 LORETA를 사용하여 P300의 신호원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은 전전두피질, 두정엽, 측두엽, 

대상 피질 등을 보고하고 있으며(Bae, Kim, Im, & Lee, 2011; Bocquillon et al., 2011; Volpe et al., 

2007; Wang et al., 2010), 일부 연구들은 전두 및 두정엽, 측두-두정 피질 영역의 광범위한 네트

워크가 P300 생성에 관여한다고 제안하였다(Wang, Hiramatsu, Hokama, Miyazato, & Ogura, 2003; 

Wronkaet al., 2012). 또한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LORETA를 사용하여 P300의 뇌 활성화를 조

사한 선행 연구들은 조현병 환자들에서 좌반구 내측두(medial temporal) 및 하두정(inferior parietal), 

상측두회, 중전두회(middle frontal gyrus), 중심전회(precentral gyrus) 등의 활성화 감소를 보고하였다

(Bachiller et al., 2015; Higuchi et al., 2008; Kim et al., 2014; Pae et al., 2003; Wang et al., 2010). 이

러한 결과는 조현병 환자에서 관찰되는 P300 진폭의 감소가 뇌 구조 및 기능의 이상과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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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음을 시사한다(Wang et al., 2010).

조현병 환자에서 관찰되는 P300은 다양한 요인들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즉, 조현병의 발병 

시기, 유병 기간, 약물 복용, 증상의 심각성 등과 같은 요인들이 P300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emiralp et al., 2002; Higuchi et al., 2008; Mathalon, Ford, Rosenbloom, & Pfefferbaum, 

2000; Wang et al., 2005). 예를 들어, 항정신병 약물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에 비해 약물 치료

를 받는 조현병 환자들에서 P300 진폭의 증가가 관찰되었고(Higuchi et al., 2008; Wang et al., 

2005), P300과 유병 기간 및 증상의 심각성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Chang et al., 

2014; Mathalon et al., 2000). 따라서 유병 기간, 약물 효과, 만성 환자들의 입원 기간 및 입원 횟

수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아임상(subclinical) 조현형 인격성향군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조현병 

환자들에서 관찰되는 P300 진폭 감소에 관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되고 있

다(Chang et al., 2014; Gassab et al., 2006). 더욱이 최근에는 조현병의 병인론 및 생물학적 지표들

을 밝히기 위해 높은 유전적 위험을 가지고 있는 조현병 환자의 건강한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

라 초발성 환자, 조현병 스펙트럼에 포함되는 조현형 인격장애군 혹은 아임상 조현형 인격성향

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Jang & Kim, 2014; Kim, Jang, & Kim, 2015; Mannan, 

Hiramatsu, Hokama, & Ohta, 2001; Noguchi, Hori, & Kunugi, 2008; Yung et al., 2003).

조현병 환자와는 달리 현재까지 조현형 인격장애군 혹은 조현형 인격성향군의 P300을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연구 결과 또한 일관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Mannan 등(2001)은 조현형 

인격장애군이 정상통제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된 P300 진폭을 보임을 관찰한 반면 Shin 등

(2010)은 조현형 인격장애군과 정상통제군이 P300 진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일부 선행 연구들은 조현병 환자군에서 관찰되는 편재화된 P300 이상, 

즉 우반구 측두 영역보다는 좌반구 측두 영역에서의 더 큰 P300 진폭의 감소가 조현형 인격장

애군에서도 관찰됨을 보고한 반면(Niznikiewicz et al., 2000; Salisbury, Voglmaier, Sediman, & 

McCarley, 1996), 일부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Manna et al., 2001; Shin et al., 

2010; Trestman et al., 1996). 이에 덧붙여 Jang과 Kim(2014)은 조현형 성향을 가지는 대학생을 대

상으로 P300을 조사한 결과, 조현형 인격성향군이 정상통제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된 P300 진

폭을 보이고, P300 진폭 감소가 조현형 성격 질문지(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의 인지-지

각(cognitive-perceptual) 척도 점수와 부적 상관을 보임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조현형 인격장애군 

및 조현형 인격성향군을 대상으로 P300 신호원과 신호원의 활성화 감소를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현형 인격성향군을 대상으로 oddball 방안

과 뇌 신호원 국소화 기법을 사용하여 P300의 신호원을 추정하고, 추정된 신호원의 활성화가 정

상통제군에 비해 감소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덧붙여, 만약 활성화 감소가 관찰

되면 이 활성화 감소가 조현병 증상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현병 환자에서 관찰되는 P300 진폭 감소의 신경병리적 기제뿐만 아니라 P300 진폭 감소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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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임상적 의의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조현형 

인격장애군 및 성향군과 같이 조현병 스펙트럼에 포함되는 고위험군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

(vulnerability)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대학생 900명(714명의 여성(79%), 186명의 남성(21%))을 대상으로 웹 기반 조현형 

성격 질문지(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 Raine, 1991)를 실시하였다. SPQ에서 36점 이

상을 받은 학생들을 조현형 인격성향군(n=37, 남성: 6, 여성: 31), 14-23점을 받은 학생들을 정상

통제군(n=42, 남성: 3, 여성: 39)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6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SPQ를 실시한 

선행 연구들에서 SPQ 평균 점수(±1 표준편차)가 14-23점이었던 것과 상위 5% 점수가 36점이었

던 것에 근거하였다(전춘수와 김명선, 2010; Kim, Oh, Hong, & Choi, 2011; Raine, 1991). 조현형 

인격성향군의 경우, 51명(남성: 9, 여성: 42)이 선정되었으나 왼손 또는 양손잡이(5명), 공병(6명), 

연락 두절 및 참여 거부(3명)로 인한 14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7명이 참여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DSM-IV 축 I 장애를 위한 구조화된 임상면담(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Non Patient; SCID-NP, First, Spitzer, Gibbson & Williams, 1996)을 실시하였고, 신체질환, 신경질환, 

정신장애, 물질 및 알코올 남용의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또

한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 및 절차 등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비가 지급되었다.

사건관련전위 측정 및 청각 oddball 과제

뇌파는 64 채널의 Geodesic Sensor Net를 사용하여 절연과 방음 시설이 갖추어진 실험실에서 

측정되었다. P300의 측정을 위해 청각 oddball 과제가 실시되었다. 200개의 청각 자극 중에서 목

표 자극은 1500Hz(80-dB)의 고음으로 제시 확률은 20%, 즉 40개가 제시된 한편, 표준 자극은 

1000Hz(80-dB)의 저음으로 제시 확률은 80%, 즉 160개가 제시되었다. 자극 제시 시간은 40ms이

였고 자극 간 제시 간격은 1500ms이다. 연구대상자에게 목표 자극이 제시될 때마다 이를 세어서 

실험이 끝난 다음 전체 시행 중 목표 자극이 몇 번 제시되었는가를 보고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모든 연구대상자는 연습 시행을 통해 과제를 정확이 이해한 후 본 시행에 참여하였다.

뇌파 측정 시 기준위치(reference)는 Cz이었으며 각 채널의 저항값(impedance)은 50 KΩ 이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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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였다. 뇌파는 0.1 ~ 100Hz 대역통과(bandpass)로 연속적으로 측정되었고, 표본율(sampling 

rate)은 250Hz이었다. 과제 수행동안 연속적으로 측정된 뇌파는 측정 후 0.3 ~ 30Hz의 대역통과

로 디지털 여과(digital filtering) 하였고, 1000ms(자극 제시 100ms 전부터 자극 제시 후 900ms까지)

의 epoch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눈 깜박임 등의 잡파(artifact)를 제거하기 위하여 눈 깜박임을 탐

지하기 위한 전극(eye channels: 1번, 5번, 10번, 17번)들에서 측정한 뇌파가 ±100V가 넘을 경우 

그 시행은 최종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뇌파는 목표 자극 조건만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시 재-

기준점(re-reference)으로 평균 기준점(average reference)을 적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시행 수는 정

상통제군이 평균 24.17개(SD=8.27), 조현형 인격성향군이 평균 24.51(SD=7.48)개로 집단 간에 유

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t(77)=-.19, ns).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K-WAIS)

참여자들의 지능 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K-WAIS(염태호, 박영숙, 오경자, 김정규와 이영호, 

1992)의 11개 소검사들 중 어휘, 산수, 토막짜기, 차례 맞추기 소검사를 포함하는 단축형 지능검

사를 실시하였다(이용승과 김중술, 1995; Sliverstein, 1989).

임상 척도

조현형 성격 질문지(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

SPQ는 조현형 인격장애의 정도를 평가하는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서 예-아니오로 응답하며 총 

7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은 0~74점이다(Raine, 1991). SPQ는 조현형 인격장애 증상을 

다음의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채점된다. 즉 인지-지각(cognitive-perceptual) 요인은 조현형 인격

장애의 하위 진단 기준 9가지 중 관계사고, 기이한 믿음/마술적 사고, 이상한 지각 경험 및 편집

증적 사고로 구성되고, 대인관계(interpersonal) 요인은 사회적 불안, 친한 친구 없음, 제한된 정동

으로 구성되며, 와해(disorganized) 요인은 기이한 행동 및 언어로 구성된다. SPQ로 측정한 인지-지

각, 대인관계, 와해 요인이 각각 조현병의 양성 증상, 음성 증상과 와해 증상을 반영한다고 알려

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희옥 등(1997)이 번안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DSM-Ⅳ축Ⅰ장애를 위한 구조화된 임상 면담(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Ⅳ Non-Patient; 

SCID-NP)

SCID-NP는 DSM-Ⅳ 진단 기준에 따라 축Ⅰ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반구조화된 면담 도구이다

(First et al., 1996). SCID-NP는 훈련된 면담자에 의해 실시되며, 면담자가 증상의 유무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수검자의 응답에 따라 다음 장애군으로 넘어가는 진단결정분기도(decision making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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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다. 수검자의 응답은 각 문항마다 1(없음 혹은 해당 안 됨), 2(역치 미만), 3(역치 혹은 

해당됨)으로 기록된다. SCID-NP 시행에 2명의 면담자가 참여하였으며, 면담자간 신뢰도는 .90이

었다. 본 연구에는 한오수 등(200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정상통제군과 조현형 인격성향군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SPQ 점수는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sample t-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건관련전위의 분석에는 목표 자극 조건의 전

체 평균한 파형(grand-averaged waveform)과 각 연구대상자의 파형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근

거하여 P300의 시간대(time window)를 설정하였다. P300은 자극 제시 후 250~450ms에서 관찰된 

가장 큰 정적 정점(positive peak)으로 정의하였고, P300 진폭과 잠재기를 각각 혼합설계 변량분석

(ANOVA mixed design)으로 분석하였다.

P300 진폭과 잠재기의 분석에 전두-중앙-두정 영역(midline site)에 해당하는 전극들(Fz, Cz, Pz)과 

좌우반구 측두 영역에 해당하는 전극들(T5, T6)이 포함되었다. 이 전극 부위들을 분석에 포함한 

이유는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환자들에서의 P300 진폭 감소가 Fz, Cz와 Pz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되고(Gassab et al., 2006), P300의 신호원으로 측두 영역이 일관되게 보고되기 때문에(Bachiller 

et al., 2015; Stevens, Skudlarski, Gatenby, & Gore, 2000; Wang et al., 2010) T5와 T6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전극 위치가 피험자내 요인으로, 집단(정상통제군과 조현형 인격성향군)을 피험

자간 요인으로 하였다. 각각의 측정치들 간의 분산차로 인하여 구형성 가정이 위배될 경우 

Greenhouse-Geisser correction을 적용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SPSS 19.0 for Window가 사용되었다.

뇌 신호원 국소화(source localization)

P300의 국소화 분석은 CURRY V6.0 소프트웨어의 Standardized low resolution brain electromagnetic 

tomography(sLORETA)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sLORETA는 LORETA의 새로운 버전으로 전위의 근

원이 여러 개로 구해지는 오류를 LORETA 보다 더 낮추어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감소시키는 장

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웃하는 신경원 집단 중에서 최대 동기화를 보이는 활성 부위의 3차원적 

분포를 반영한다(Pascual-Marqui, 2002). 두부 모형(head model)은 CURRY에 내재된 모델을 사용하였

으며, 전극 위치는 EGI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전극 위치 정보를 적용하였다. 또한 뇌의 용적 

전도체(volume conductor)는 경계요소법(boundary element method: BEM)을 사용하여 뇌, 두개골, 두

피는 각각 6, 8, 9mm으로 하였다. 두피, 두개골, 뇌척수액(brain fluid) 전도도는 각각 0.33, 0.0042, 

0.33mm가 적용되었다. 전류밀도(current density)는 자극 제시 후 250-450ms에서 MGFP(mean global 

field power)를 관찰하였을 때 정점을 이루는 시점을 계산하였다. 국소화 분석에서의 SNR(signa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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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se rate) 범위는 5~12.3이었다. CURRY에서 획득된 전류밀도영상의 공간 전처리를 위하여 SPM8

을 사용하여 재정렬(realigning), 상호보정(coregistering), 정규화(normalizing)와 편평화(smoothing)를 적

용하고, 집단 간 비교(조현현 인격성향군과 정상통제군)는 two sample t-test, 집단 내 분석은 one 

sample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정된 신호원의 전류밀도와 조현형 인격성향군의 SPQ 총

점 및 하위 점수들 사이의 관련성은 Pearson의 상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상통제군과 조현형 인격성향군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표 1에 기술되어 있다. 정상통제군과 

조현형 인격성향군은 평균연령, 교육연한과 지능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SPQ 점수

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즉 조현형 인격성향군이 정상통제군에 비해 유의하

게 높은 SPQ 점수를 보였다.

정상통제군

(n=42)

조현형 인격성향군

(n=37)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연령 (년) 20.83 (1.95) 20.41 (1.98) 0.97

교육연한 (년) 14.38 (1.08) 14.16 (1.01) 0.92

지능수준 110.64 (6.59) 110.24 (6.31) 0.27

SPQ 총점 18.00 (1.99) 40.00 (4.28)  -29.86***

인지-지각 8.00 (2.69) 15.86 (3.93)  -10.48***

대인관계 7.81 (3.54) 18.46 (4.89)  -11.18***

와해 3.62 (2.26) 9.30 (3.21)   -8.97***

SPQ: 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

***p<0.001

<표 1> 정상통제군과 조현형 인격성향군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건관련전위 분석 결과

Oddball 과제의 정확률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t(77)=1.21, ns.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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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조건에서 관찰된 사건관련전위를 전체 평균한 파형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P300 진폭

을 분석한 결과, 전극 위치, F(2.35, 180.84)=95.81, p<.001,와 집단, F(1,77)=10.95, p<.001,에서 유

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전극 위치의 경우 Pz에서 가장 큰 진폭(10.12 V)이 관찰된 반면, T5

에서 가장 작은 진폭(3.67 V)이 관찰되었다. 집단의 경우 조현형 인격성향군이 정상통제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은 P300 진폭을 보였다. 이에 덧붙여서 전극 위치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

가 관찰되었다, F(2.35, 180.84)=2.73, p<.05. 즉, 조현형 인격성향군이 Fz(F(1,77)=4.19, p<.05), 

Cz(F(1,77)=8.07, p<.005)와 Pz(F(1,77)=13.11, p<.001)에서 정상통제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P300 

진폭을 보인 반면, T5(F(1,77)=.67, ns)와 T6(F(1,77)=2.23, ns)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관

찰되지 않았다.

P300 잠재기를 분석한 결과, 전극 위치, F(2.63,202.38)=13.6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

된 반면, 집단, F(1,77)=0.56, ns, 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전극 위치의 경우 T5에서 

(그림 1) 목표 자극 조건에서 관찰된 정상통제군과 조현형 인격성향군의 전체 평균 사건관련전위(화살표는

P300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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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긴 잠재기(402ms)가 관찰된 반면, Fz에서 가장 빠른 잠재기(387ms)가 관찰되었다. 정상통제

군과 조현형 인격성향군에서 관찰된 평균 P300 진폭과 잠재기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전극

P300 진폭(V) P300 잠재기(ms)

정상통제군

(n=42)

조현형 인격성향군

(n=37)

정상통제군

(n=42)

조현형 인격성향군

(n=37)

Fz 5.17 (3.61) 3.31 (4.50) 387.14 (16.77) 384.62 (18.46)

Cz 9.18 (3.16) 6.81 (4.23) 388.48 (15.86) 390.27 (15.27)

Pz 11.48 (3.08) 8.76 (3.58) 390.95 (17.20) 388.65 (16.21)

T5 3.89 (2.32) 3.48 (2.09) 402.95 (24.39) 401.08 (22.20)

T6 4.22 (2.35) 3.38 (2.62) 400.67 (21.80) 391.14 (15.95)

( ) 표준편차

<표 2> 정상통제군과 조현형 인격성향군의 P300 평균 진폭 및 잠재기

뇌 신호원 국소화의 집단 비교

P300 신호원 분석 결과 정상통제군과 조현형 인격성향군 모두에서 전두 및 측두, 두정 영역의 

활성화가 관찰되었다. 정상통제군의 P300의 전류밀도는 좌우반구 전두엽(상/중/하전두회, 중심전

회), 좌우반구 두정엽(중심후회, 상/하두정회), 좌우반구 측두엽(상/중/하측두회)과 우반구 후두엽

(중후두회)에 분포되어 관찰되었다(t=4.64, p=0.05, corrected, family wise error(FWE), extent k=50)

(그림 2. A). 조현형 인격성향군의 P300의 전류밀도는 좌우반구 전두엽(상/중/하전두회, 중심전

회), 좌우반구 두정엽(중심후회, 하두정회), 좌우반구 측두엽(상/중/하측두회), 연상회(supramarginal 

gyrus)), 좌우반구 후두엽(설상엽, cuneus)에 분포되어 관찰되었다(t=4.72, p=0.05 corrected, FWE, 

extent k=50)(그림 2. B).

정상통제군과 조현형 인격성향군의 전류밀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조현형 인격성향군이 정

상통제군에 비해 좌반구 상측두회(BA 22)와 우반구 중측두회(BA 39)에서 유의하게 감소된 활성

화를 보였다(t=2.64, p=0.005 uncorrected, extent k=50) (표 3, 그림 2. C). 반면 좌반구 하전두회(BA 

47)와 우반구 상전두회(BA 6)에서 조현형 인격성향군이 정상통제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된 활

성화를 보임이 관찰되었다(t=2.64, p=0.005 uncorrected, extent k=50)(표 3, 그림 2. D).

유의한 집단 차이를 보여주는 뇌 영역들의 전류밀도와 조현형 인격성향군의 SPQ 총점 및 하

위 점수들 간의 상관을 분석해 본 결과, 우반구 상전두회의 전류밀도와 SPQ의 와해 점수 사이

의 부적상관이 관찰되었다(표 4). 정상통제군에서는 이러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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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상통제군(A)에 비해 조현형 인격성향군(B)이 유의하게 감소(C) 및 증가된(D)

활성화를 보인 뇌 영역들

Brain region BA MNI coordinates Talairach coordinates t

X Y Z X Y Z

정상통제군 > 조현형 인격성향군

좌반구 상측두회 22 -38 -50 12 -37 -49 14 3.03***

우반구 중측두회 39 38 -74 24 39 -71 24 2.76***

정상통제군 < 조현형 인격성향군

좌반구 하전두회 47 -30 18 -22 -30 13 -16 2.81***

우반구 상전두회 6 18 -6 70 19 -1 63 3.04***

BA: Brodmann Area

***p<0.005

<표 3> 정상통제군과 조현형 인격성향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뇌 영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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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region BA
인지-지각 대인관계 와해 SPQ 종합 점수

r r r r

정상통제군 > 조현형 인격성향군

좌반구 상측두회 22 -0.047 0.052 -0.074 -0.084

우반구 중측두회 39 -0.006 0.085 0.059 -0.008

정상통제군 < 조현형 인격성향군

좌반구 하전두회 47 0.126 -0.117 -0.026 -0.048

우반구 상전두회 6 0.283 0.110 -0.335* 0.111

*p<0.05

<표 4> 조현형 인격성향군의 SPQ 총 점수 및 하위 점수와 각 구조의 전류밀도 간의 관련성

논  의

본 연구는 조현형 인격성향군과 정상통제군 간의 P300 진폭과 잠재기, P300 신호원 및 신호

원의 활성화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P300 신호원의 전류밀도와 조현병 증상간의 관계

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현형 인격성향군이 정상통제군에 비해 감소된 P300 진폭을 보였으며, 

신호원으로 추정된 전두 및 측두 피질 영역에서의 활성화 차이를 보였다. 즉, 조현형 인격성향

군이 정상통제군에 비해 좌반구 상측두회와 우반구 중측두회에서 감소된 활성화를 보인 반면 

좌반구 하전두회와 우반구 상전두회에서는 활성화 증가를 보였다. 이에 덧붙여서 조현형 인격성

향군에서 우반구 상전두회의 전류밀도와 SPQ의 하위 요인 중 하나인 와해 점수 사이에 부적 상

관이 관찰되었다.

조현형 인격성향군이 정상통제군에 비해 Fz, Cz와 Pz에서 유의하게 감소된 P300 진폭을 보였

는데, 이는 만성 조현병 환자 및 초발성 조현병 환자(del Re et al., 2015; Javitt, Spencer, Thaker, 

Winterer, & Haios, 2008), 조현형 인격장애 환자군(Mannan et al., 2001) 및 아임상 조현형 인격 성

향을 가지는 대학생들(Gassab et al., 2006; Jang & Kim, 2014)에서 유의하게 감소된 P300 진폭을 

관찰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Oddball 방안을 수행하는 동안 측정된 P300은 주의 전

환, 자극의 탐지, 맥락 최신화 및 주의 자원의 할당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Donchin & Coles, 1988; Polich, 2007; Soltani & Knight, 2000; Wronka et al., 2007). 특히 일부 선행 

연구들은 조현병 환자들에서 관찰되는 감소된 P300 진폭이 정보 및 자극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주의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손상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제안하였다(Kogoj, Pirtosek, Tomori, & 

Vodusek, 2005; Mathalon et al., 2010). 더불어 P300 진폭의 이상은 주의 자원을 할당하는 기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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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으로도 고려되고 있다(Polich & Herbst,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조현형 인격성향군

의 감소된 P300 진폭은 과제에 필요한 주의 자원을 할당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집단이 측두 영역인 T5, T6 전극에서 측정한 P300 진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일부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즉, 조현병 환자 및 조현형 인격장애군

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좌우반구 측두 영역에서의 P300 진폭 감소, 특히 우반구 측두 영

역에 비해 좌반구 측두 영역에서 더 감소한 P300 진폭을 보고하고 있다(Jeon & Polich, 2001; Kim 

et al., 2014; McCarley et al., 2002; Niznikiewicz et al., 2000; Renoult et al., 2007; Salisbury et al., 

1998). 선행 연구와 본 연구와의 일치되지 않는 결과는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

문에 초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조현병 스펙트럼 상에서 증상

이 가장 경미한 아임상 조현형 인격성향군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조현병 환자의 정

신병 증상의 심각성과 측두 영역의 P300 진폭 감소 사이에 부적 상관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Higashima et al., 2003, 2007).

그러나 조현형 인격성향군이 측두 영역에서 P300의 진폭 감소를 보이지 않았지만, P300 신호

원을 추정하기 위한 국소화 분석에서 정상통제군에 비해 유의한 활성화 감소를 보였는데, 즉, 

좌반구 상측두회와 우반구 중측두회에서 조현형 인격성향군이 정상통제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

소된 활성화를 보였다. 정상통제군을 대상으로 oddball 방안을 사용하여 두피에서 측정된 P300 

신호원을 추정한 선행 연구들은 좌우반구 전전두 피질, 측두엽, 두정엽 등을 포함한 전두-측두-

두정 네트워크가 P300의 신호원임을 제안하고 있다(Bocquillon et al., 2011; Volpe et al., 2007; 

Wang et al., 2003; Wang et al., 2010; Wronka et al., 2012). 또한 EEG와 fMRI를 동시에 측정한 연

구는 측두-두정 피질이 P300의 주요 신호원이라고 보고하고 있다(Menon, Ford, Lim, Glover, & 

Pfefferbaum, 1997). 최근의 신경영상 연구들은 목표 자극의 탐색 및 처리동안 전두 영역뿐만 아니

라 두정 및 측두 영역의 활성화가 증가됨을 보고하고 있다(Bledowski, Prvulovic, Goebel, Zanella, & 

Linden, 2004; Wronka et al., 2012). 만성 및 초발성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P300 신호원을 추정

한 연구들은 전두 피질, 상측두회, 중측두회, 측두-두정 접합(temporal-parietal junction) 영역 등에서 

환자군이 정상통제군에 비해 감소된 활성화를 보임을 관찰하였다(Higuchi et al., 2008; Kim et al., 

2014; Pae et al., 2003; Wang et al., 2010). 특히 조현병 환자들의 측두 영역에서의 구조 및 기능 

이상들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Guo et al., 2014; Higuchi et al., 2008; Kim, Crespo-Facorro et al., 

2003; McCarley et al., 2002). 예를 들어,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MRI를 사용한 선행 연구들은 조

현병 환자의 측두 영역의 회백질 부피가 정상통제군에 비해 감소되어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

고 있으며(Guo et al., 2014; McCarley et al., 2002), odball 방안과 fMRI를 사용한 선행 연구들은 측

두 영역에서 조현병 환자의 감소된 뇌 활성화를 보고하고 있다(Kiehl & Liddle, 2001; Kiehl et al., 

2005). 이러한 측두 영역의 구조 또는 기능 이상들이 조현병의 P300 진폭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병리생리학적인 원인으로도 고려되고 있다(Kim et al., 2014; Pae et al., 2003).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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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 연구에서 조현형 인격성향군이 정상통제군에 비해 좌우반구 측두 영역에서의 활성화 

감소를 보인 결과는 조현병 환자들에서 관찰되는 측두 영역의 기능 이상을 조현형 인격성향군

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덧붙여서 정상통제군에 비해 조현형 인격성향군에서 좌반구 하전두회와 우반구 상전두

회의 활성화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는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일부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한다(Pae et al., 2003). 예를 들어, Pae 등(2003)은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oddball 과제로 측정한 

P300의 국소화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좌반구 내측두 및 하두정 영역에서의 활성화 감소와 좌반구 

전전두 및 우반구 안와전두 영역의 활성화 증가를 관찰하였다. 즉, 조현병 환자에서 전두엽에서

의 과활성화를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조현병 환자에서 관찰되는 전두엽의 과활성화는 청각 자

극을 구별하는 동안 주의 자원을 할당하는 일을 수행하는 전두엽의 과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고 제안하였다(Pae et al., 2003). 또한 조현형 인격장애 환자군을 대상으로 oddball 과제가 아닌 위

스콘신 카드분류 과제 및 언어 학습과 같은 인지적 과제를 실시한 일부 선행 연구들은, 기능 결

함을 보이는 다른 뇌 영역의 손상을 보완하기 위한 보상기제로 정상통제군에 비해 전두엽의 활

성화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Buchsbaum et al., 1997, 2002; Siever & Davis, 2004). 전두

엽은 청각 자극에 대한 탐지 및 구별(Benedict et al., 2002; Zatorre, Evans, & Meyer, 1994), 작업 기

억(Grady, Yu, & Alain, 2008), 억제(Aron, Robbins, & Poldrack, 2014), 주의(Stevens et al., 2000) 등 다

양한 기능과 광범위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좌반구 하전두회(BA 47)는 

복외측 전전두피질(ventrolateral prefrontal cortex; VLPFC)에 포함되는 영역 중 하나로, VLPFC는 청

각 정보를 처리할 시에 음의 높이(pitch)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청각 자극을 탐지하

고 구별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Benedict et al., 2002; Kiehl, Laurens, Duty, Forster, 

& Liddle, 2001; Zatorre, Perry, Beckett, Westbury, & Evans, 1998). 또한 좌반구 하전두회는 갈등 탐

지 및 해결(Novick, Trueswell, & Thompson-Schill, 2005), 반응 억제(Swick, Ashely, & Turken, 2008) 등

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반구 상전두회(BA 6)는 과제 전환(task-switching), 학습 

및 정보의 최신화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Cutini et al., 2008; Nestor, Roberts, 

Garavan, & Hester, 2008; Tanaka, Honda, & Sadato,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조현형 인격

성향군의 전두엽 과활성화는 목표 자극을 구별하기 위한 주의 자원의 할당 및 정보 최신화에 

대한 실패 또는 감소된 활성화를 보이는 측두 영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보상 기제일 가능

성을 시사한다. 사건관련전위 및 신호원 국소화 결과를 종합하면, 조현형 인격성향군에서 관찰

되는 P300 진폭 감소가 측두 및 전두 영역의 기능 이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측두 영역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P300 진폭은 감소되었지만, 측두엽의 기능 이상에 대한 보상으

로 전두 영역이 과활성화되어 목표 자극을 구분하는 행동 반응, 즉 정확률이 정상통제군 수준으

로 유지된 것으로 여겨진다.

조현병 환자의 감소된 P300 진폭이 무엇을 반영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P3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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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원을 추정하고, 집단 간 비교를 통하여 관찰된 뇌 영역들의 전류밀도와 SPQ 총점 및 하위 

점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상통제군에 비해 조현형 인격성향군에서 우반구 

상전두회의 전류밀도와 SPQ의 와해 요인 점수 사이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

는 조현병의 와해 증상과 전두엽의 활성화 사이에 부적 상관을 보고한 일부 선행 연구와 일치

한다(Gohari et al., 2010). SPQ의 와해 요인은 기이한 행동 및 언어 증상을 포함하고 있으며(Raine 

et al., 1994), 이러한 증상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의 기능을 가진 전전두피질과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Goghari, Sponheim, & MacDonald, 2010). 따라서 와해 증상이 전

두 영역의 기능 이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P300 신호원과 조현병 증상이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관한 이해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여(Kim et al., 2014) 추후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조현병 증상 중 음성 및 양성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Collier 

et al., 2014; Higuchi et al., 2008; Kawasaki et al., 2007; van Lutterveld, Diederen, Koops, Begemann, & 

Sommer, 2013; Wang et al., 2010; Wolf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와해 증상과 전

두엽의 활성화 사이의 상관에 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조현

형 인격성향군처럼 조현병 증상이 경미할 경우, 조현병 증상을 구성하는 하위 증상들, 특히 와

해 증상과 뇌의 기능적 이상들을 살펴봄으로써 조현병의 스펙트럼 및 정신병리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 비율을 완전히 매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정상통제군 및 조현병 환자

를 대상으로 oddball 과제와 사건관련전위를 사용한 일부 선행 연구들은 P300 진폭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며 추후 연구에 성별을 매치하도록 제안하였다(Jausovec & Jausovec, 

2009; Turetsky, Colbath, & Gur, 1998). 두 번째, 국소화 추정에 사용한 두부 모형에 개인의 실제 

두부 모형(realistic head model)과 개인의 좌표 정보가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부학적 오차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의 실제 두부 모형을 적용하면 

더 정확하게 P300 신호원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소화 결과를 비

교 시 uncorrected p-value를 적용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corrected p-value를 적용할 경우 더욱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관분석 시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에 대한 보정

(correction)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된다. 세 번째, 본 연구는 source 

분석 시 낮은 SNR을 제외시키지 못하였다. 8 이하의 SNR을 가진 데이터를 분석에 포함시킬 경

우, 결과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Fang et al., 2015; Hupperts et al., 2001) 추후 연구에

서는 SNR을 살펴보고 적절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결과의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

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조현형 인격성향군이 정상통제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된 P300 

진폭을 보였고, P300 신호원의 국소화 분석을 통해 좌반구 하전두회 및 상측두회, 우반구 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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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회 및 중측두회 영역의 활성화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즉, 조현형 인격성

향군이 정상통제군에 비해 좌우반구 측두 피질의 활성화 감소를 보인 반면 좌우반구 전두 피질

의 활성화 증가를 보였다. 더욱이 조현형 인격성향군에서 우반구 상전두회의 활성화 수준과 

SPQ의 와해 점수 사이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P300 신호원인 전두 

및 측두 영역의 이상을 조현병 환자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조현형 인격성향군

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조현형 인격성향군의 전두 및 측두 영역의 이상과 와해 증상

이 조현병 환자로 발전하는 단계에 경험하는 뇌 기능 이상 및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나아가 P300 결함이 조현병 인격장애군 및 조현형 인격성향군을 포함하

는 고위험군의 특성 지표(trait marker)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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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source localization of P300

in college students with schizotypal traits

Kyoung-Mi Jang Bo-Mi Kim Eun-Chan Na Eun-Ji An Myung-Su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rtical generators of P300 in college students with schizotypal traits by 

using an auditory oddball paradigm, event-related potentials (ERPs) and standardized low resolution brain 

electromagnetic tomography (sLORETA) model. We also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rrent 

density of P300 and the clinical symptoms of schizophrenia. Based on the scores of 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SPQ), schizotypal trait (n=37) and control (n=42) groups were selected. For the measurement 

of P300, an auditory oddball paradigm, in which frequent standard tones (1000Hz) and rare target tones 

(1500Hz) were presented randomly, was used. Participants were required to count the number of the 

target tones during the task and report this at the end of the experiment. The two group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in the accuracy of the oddball task. The schizotypal trait group showed significantly smaller 

P300 amplitudes than control group. In terms of source localization, both groups showed the P300 current 

density over bilateral frontal, parietal, temporal and occipital lobes. However, the schizotypal trait group 

showed significantly reduced activations in the left superior temporal gyrus and the right middle temporal 

gyrus, but increased activations in both left inferior frontal gyrus and right superior frontal gyru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urthermore,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urrent density of the right superior 

frontal gyrus and SPQ disorganization score was found in the schizotypal trait group.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individuals with schizotypal traits have dysfunctions of frontal and temporal areas, which 

are known to be the source of P300, as observed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In addition, the present 

results indicate that the disorganization score, rather than total score, of the SPQ is useful in predicting 

the risk of future schizophrenia.

Key words : P300, schizotypal traits, source localization, oddball paradigm, event-related potentials (ERP), sLORE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