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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가 정신분열병의 취약지표를 측정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방  법： 

중고등학교 재학생인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녀 28명과 부모중 한 명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자녀 18명, 그리고 정신과학적으로 건강한 부모의 자녀 41명을 대상으로 위스콘신 카드분

류 검사를 시행하여 세 군간에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결  과：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에서 세 군간에 총 시행 횟수, 총 정답반응 퍼센트, 총 오답반응 퍼센트, 보속반응 

퍼센트, 보속 오답반응 퍼센트, 비보속 오답반응 퍼센트, 개념수준 반응 퍼센트, 완성한 범주 수, 첫 범주를 

완성하기까지의 시행 횟수, 한 분류범주를 지속하지 못한 횟수, 그리고 학습 효율성 등과 같은 모든 변인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상 대조군의 하위 10%에 해당되는 총 정답반응 퍼센트 점수를 절단점으로 삼

아 세 군에서 그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피검자들의 숫자를 확인한 결과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결  론： 

본 연구 결과는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에 의해 정신분열병의 유전적 취약지표를 찾아낼 수 없다는 가능

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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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신분열병의 발병에서 유전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사실은 쌍생아 연구와 가족 연구에 그 근거를 두고 있

다. 정신분열병의 발병에 있어 일란성 쌍생아에서의 일

치율은 이란성에서보다 훨씬 높은 40∼50%이며1), 부

모중의 한명이 정신분열병을 앓을 경우 그 자녀가 성장

하여 정신분열병에 이환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비하여 10∼15배나 높고 만약 부와 모가 모두 정신

분열병을 앓을 경우 그 가능성은 대략 40∼50배에 달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또 정신분열병을 앓는 환

자의 건강한 일차가족에서 비 정신병적 정신질환의 발

병 빈도가 높다는 사실3)도 정신분열병의 유전적 가능

성을 시사한다. 그에 따라 정신분열병의 발병에 있어 

유전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지표를 찾

아내어 정신분열병의 유전적 측면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4-6).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은 위험집

단, 즉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Wisconsin card sorting test)를 시행

함으로써 이 검사가 정신분열병의 취약지표를 규명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것이다.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는 각각 네가지의 형태, 색(色), 

수(數)의 조합으로 구성된 128개의 카드를 이용하여 

피검자가 형태, 색, 수의 세가지 분류 조건 중 맞는 한

가지 기준을 스스로 발견하여 맞추어 나가는 검사도구

로 주로 인지통합능력을 알아보는데 사용되는 신경인

지 검사중의 하나다7)8).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가 정

신분열병의 취약지표를 규명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 위

해서는 정신분열병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유의한 결손

을 보여야 하고, 이러한 결손이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

는 시기 뿐만 아니라 호전된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보여

야 하며, 그리고 환자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한 일차가

족에서도 정상인에 비해 유의한 결손이 발견되어야 한

다9). 정신분열병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위스콘신 카드분

류 검사상 유의한 수행저하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지금까

지의 선행연구 결과가 모두 일치하지만10-14), 그러한 수

행저하가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시기 뿐만 아니라 호

전된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5-21). 그리고 정신분열병 

환자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한 일차 가족에서도 위스콘

신 카드분류 검사상 유의한 수행 저하가 보이는가에 대

해서도 연구 결과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17)18)22-26). 

본 연구에서 정신과학적으로 건강한 부모의 자녀들 

외에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의 자녀들도 대조군으로 삼

은 이유는 다음 두가지다. 하나는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상 수행 저하를 일관성있게 보이지 않는 정신질환

의 경우 그 건강한 자녀들에서 검사상 수행 저하를 보

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 역시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에서 유의한 

수행 저하를 보인다고 보고되지만, 정신분열병 환자와 

달리 일부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에서만 수행 저하를 보

이고 그 결과도 상반된다27).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가 

특정 정신질환의 취약지표를 규명하기 위한 검사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정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

자에서의 수행이 정상인에 비해 유의한 결손을 일관성

있게 보여야 하는데, 알코올 의존증 환자 경우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알코올 의

존증 환자의 자녀들에게서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상 

유의한 수행 저하를 보일 가능성은 없다. 다른 하나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자녀들에 대한 위스콘신 카드분

류 검사 결과가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녀들과 알코

올 의존증 환자의 자녀, 그리고 정신과학적으로 건강한 

부모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를 

시행하고 세 군간에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위스

콘신 카드분류 검사가 정신분열병의 취약지표를 측정

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대상군은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중 DSM-

Ⅳ28) 진단 기준에 의거하여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된 환

자의 자녀들로 하였다. 대상군은 과거력과 현 병력상 

정신분열병, 기타 정신병, 물질사용 장애, 행동장애, 발

달장애 및 기타 정신과적 문제가 없는 인문계 중·고

등학교 재학생들이었다. 부모 중 한명이 정신분열병이

라는 증거는 현재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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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나 해당 환자의 챠트를 보고 직접 확인하였다. 대

상군 중 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동기가 없는 사람, 지

능수준이 낮아(IQ<70) 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시력상의 문제나 운동–지각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대상군 목록에 오른 43명 중 

15명이 검사에 협조하지 않아 최종 대상군의 숫자는 

총 28명이었다. 대조군은 두 집단으로 한 집단은 부모

중 한 명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자녀 18명이며, 다른 집단은 정상 대조군

으로 정신과적 병력이 없는 부모를 둔 자녀 41명으로 

두 대조군 모두 인문계 중·고등학교 재학생이었다. 두 

대조군의 배제 조건은 대상군과 동일하였다. 대상군과 

두 대조군의 인구학적 자료는 표 1과 같다. 
 

2. 연구방법 

소음이 없는 조용한 방에서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

를 시행하였고 검사 시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본 연구

에서는 컴퓨터화된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29)를 사용

하였다.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 화면 위쪽에 

고정되어 있는 4개의 자극 카드가 왼쪽부터 순서대로 

놓여있다. 예컨대 빨간색 삼각형이 한 개 있는 카드, 초

록색 별모양이 두 개 있는 카드, 노란색 십자가 모양이 

세 개 있는 카드, 그리고 청색 원 모양이 네 개 있는 카

드 등이다. 검사자는 피검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이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자세

히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으로서는 다소 의아

하게 생각될 것이다. 먼저 화면에 있는 4의 카드를 보

아라. 그리고 지금부터 그 아래쪽 중앙에 카드가 하나

씩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 카드를 위의 4개 카드중 

하나와 짝을 맞추어야 한다. 즉 화면 아래 쪽에 나타난 

카드가 위 쪽에 제시된 4개의 카드 중 어느 것과 가장 

짝이 잘 맞는지를 생각한 후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것을 컴퓨터 라이트 펜으로 누르면 된다. 어떻게 짝을 

맞추는가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가 없다. 당신이 4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그 짝을 맞춘 것이 맞았

으면 화면 중앙에 0으로, 만약 틀렸다면 ×로 나타난다. 

이 검사에서 시간제한은 없다.” 

첫번째 분류 기준은 색(色)으로 만약 피검자가 반응 

카드의 색에 따라 같은 색의 자극 카드를 선택하면 화

면 중앙에 0이 나타나고, 색이 아닌 형태나 수(數)에 

따라 자극 카드를 선택하면 ×로 나타난다. 여기서 피

검자가 어떻게 선택하든지 간에 컴퓨터 화면 아래쪽에 

반응 카드가 계속 제시되기 때문에 교정은 되지 않는다. 

이 과정은 피검자가 색 기준에 따라 10개의 카드를 정

확하게 연속적으로 맞출 때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류 기준이 형태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반

응 카드의 색과 수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틀린 것이 

된다. 물론 분류 기준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단

서도 주지 않는다. 피검자가 형태 기준에 따라 10개의 

반응 카드를 정확하게 연속적으로 맞춘 후에는 수(數)

로 넘어가게 된다. 수의 기준에 따라 10개의 반응 카드

를 계속 정확하게 맞추면 다시 색, 형태, 수의 분류 기

준 순서에 따라 반응 카드가 계속 제시된다. 10개의 반

응 카드를 연속적으로 맞출 경우 한 분류 범주를 완성

하였다고 간주한다. 이 검사는 피검자가 분류 범주를 6

개 완성할 때까지 혹은 반응 카드를 모두 제시할 때까

지 시행한다. 이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검사자가 

피검자에게 검사 전이나 검사 중에 분류 기준에 대해 

어떤 단서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검사 결과는 다음 변인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총 시행 횟수(number of total administered tri-

als)：총 128개의 반응 카드 중 분류 범주를 6개 완성

하는데 사용된 반응 카드의 총 숫자. (2) 총 정답반응 

퍼센트(total correct response %)：총 시행 횟수 중 올

바르게 짝을 지은 총 정답반응 횟수의 백분율. (3) 총 오

답반응 퍼센트(total error response %)：총 시행 횟수 

중 틀리게 짝을 지은 총 오답반응 횟수의 백분율. (4) 보

속반응 퍼센트(perseverative response %)：총 시행 

횟수 중 분류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이전의 분류 기준에 

따라 1회 이상 반응을 보이는 총 보속반응 횟수의 백

Table 1. Demographic data of subjects 

 HR(N＝28) AC(N＝18) NC(N＝41) P 

Sex    NS* 
Male 8 6 15  
Female 20 12 26  

Age(yrs) 15.43±0.06 15.61±0.50 14.74±0.48 NS** 
Education  9.59±1.14  9.00±0.00  9.16±0.08 NS** 
(yrs)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HR：High-risk, Offspring of schizophrenic patients 
AC：Offspring of alcoholism 
NC：Normal control, Offspring of psychiatrically no-
rmal parents 
NS：Not significant 
*：Chi-square test   **：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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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 (5) 보속 오답반응 퍼센트(perseverative error 

response %)：총 보속반응 횟수 중 오답반응을 보인 횟

수를 총 시행 횟수로 나눈 것. (6) 비보속 오답반응 퍼센

트(nonperseverative error response %)：총 오답반응 

퍼센트에서 보속 오답반응 퍼센트를 뺀 것. (7) 개념수준 

반응 퍼센트(conceptual level response %)：총 시행 

횟수 중 피검자가 적어도 3개 이상 연속적으로 정답을 

맞춘 반응 횟수의 백분율. (8) 완성한 범주 수(number 

of completed category)：검사동안 피검자가 연속적으

로 10개의 정답을 맞추어 완성한 범주의 갯수. 최소 0에

서 최고 6까지다. (9) 첫 범주를 완성하기까지의 시행 

횟수(number of trials to complete 1st category)：피

검자가 첫번째 범주를 완성하기까지 시행한 횟수. (10) 

한 분류범주를 지속하지 못한 횟수(number of failure 

to maintain a set)：피검자가 5회 이상 정확한 반응을 

연속적으로 보이다가 잘못 반응함으로써 한 분류 범주

를 완성하지 못한 횟수. (11) 학습 효율성(learning to 

learn)：검사동안 연속적으로 각 범주를 완성하면서 검

사 법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가를 보는 것 

등이다. 
 

3. 통계 처리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의 측정치에서 세 군간에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세 군에서 극히 낮은 총 정답반응 

퍼센트 점수를 얻은 피검자들의 숫자를 확인하기 위하

여 정상 대조군의 하위 10%에 해당되는 점수를 절단점

으로 삼아 각 군을 높은 점수군과 낮은 점수군으로 나

눈 후에 세 군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다. 

 

결     과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에서 세 군간에 총 시행 횟수, 

총 정답반응 퍼센트, 총 오답반응 퍼센트, 보속반응 퍼

센트, 보속 오답반응 퍼센트, 비보속 오답반응 퍼센트, 

개념수준 반응 퍼센트, 완성한 범주 수, 첫 범주를 완성

하기까지의 시행 횟수, 한 분류범주를 지속하지 못한 

횟수, 그리고 학습 효율성 등과 같은 모든 변인에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정상 대조군의 하위 10%에 해당되는 총 정답반응 

Table 2. Wisconsin card sorting test response variables of the offspring of schizophrenic patients, offspring of 
alcoholism, and normal control groups 

HR(N＝28)  AC(N＝18)  NC(N＝41) 
Variables 

M    SD M    SD M    SD 
F P* 

Trial administered 105.79±20.46 102.83±21.77 112.66±18.34 1.91 NS 
Total correct %  69.96±18.37  69.38±15.03  74.42±10.46 1.18 NS 
Total errors  34.57±25.98  28.22±16.55  36.27±21.48 0.83 NS 
% Total errors  30.04±18.37  25.58±10.46  30.62±15.03 0.70 NS 
Perseverative response  16.46±11.86  13.56± 8.94  16.61±10.33 0.57 NS 
% Perseverative response  14.52± 8.41  12.33± 6.19  14.05± 7.31 0.50 NS 
Perseverative errors  15.18±10.63  12.67± 7.58  15.51± 8.82 0.63 NS 
% Perseverative errors  13.42± 7.43  11.61± 5.05  13.16± 6.12 0.50 NS 
NonPerseverative errors  19.39±16.83  15.56±10.84  20.76±14.61 0.78 NS 
% NonPerseverative errors  16.62±12.31  13.97± 7.39  17.46±10.64 0.67 NS 
Conceptual level response  61.11±20.33  66.67± 9.17  66.24±18.97 0.82 NS 
% Conceptual level response  61.28±23.87  67.76±16.21  60.88±19.69 0.77 NS 
Categories completed   4.68± 2.14   5.28± 1.27   4.63± 1.88 0.81 NS 
Trial to complete 1st category  35.29±38.70  17.00± 6.69  27.00±28.60 2.10 NS 
Failure to maintain set   4.39±18.59   0.94± 0.94   1.78± 2.17 0.73 NS 
Learning to learn  -1.05± 7.41  -1.18± 5.88  -1.80± 7.09 0.10 NS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HR：High-risk,Offspring of schizophrenic patients 
AC：Offspring of alcoholism    NC：Offspring of psychiatrically normal parents 
NS：Not significant     *：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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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 점수를 절단점으로 삼아 세 군에서 그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피검자들의 숫자를 확인한 결과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표 3, 그림 1). 

 

고     찰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녀군과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자녀군, 그리고 정신과적으로 건강한 부모의 자녀군 간

에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든 평가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대상군과 

두 대조군 간에 총 시행 횟수, 총 정답반응 퍼센트, 

총 오답반응 퍼센트, 보속반응 퍼센트, 보속 오답반응 

퍼센트, 비보속 오답반응 퍼센트, 개념수준 반응 퍼센

트, 완성한 범주 수, 첫 범주를 완성하기까지의 시행 

횟수, 한 분류범주를 지속하지 못한 횟수, 그리고 학

습 효율성 등과 같은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상인에 비해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의 수행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10-14)에 기

초해 이 검사 도구가 정신분열병 환자의 유전적 취약지

표를 알아내는 검사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는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건강한 일차가족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의 수행이 떨어지기 때문

에 이 검사가 정신분열병의 유전적 취약성을 알아내는 

검사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17)22)24)30-32)가 

보고되는 반면, 두 집단간에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의 

수행상 유의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검사가 정신분열

병의 유전적 취약지표를 알아내는 검사도구로 이용할 

수 없다는 보고18)23)25)26)33)도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정

신분열병 환자의 자녀군과 정신과적으로 건강한 부모

의 자녀군 간에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의 모든 평가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후자의 

견해를 지지한다. 

선행연구들간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는 대상군 선별과정에서의 오류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정신분열병 환자의 일차가족중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정신과적 문제가 있

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대상군 목

록에 오른 43명 중 15명이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숫자는 검사 결과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검사에 협조하지 않은 주된 이

유가 대부분 이 검사로 인해 자녀들에게 심리적 상처와 

학업상의 지장을 주고 싶지 않다는 환자 배우자의 바램

때문이었으며 또 누락된 대상자들 모두 학교생활을 무

난하게 보내고 있다는 보호자의 보고로 미루어 그들이 

정신과적 문제 때문에 검사를 회피했을 가능성은 적다

고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위스콘신 카드분

류 검사가 정신분열병의 취약지표를 알아내는 도구로 

Table 3. Number of cases with extreme low WCST 
total correct % in the offspring of schizoph-
renic patients, offspring of alcoholism, and 
normal control groups 

Group No.of low WCST total 
correct %(<49.22) 

No.of high WCST total 
correct %(>49.22) 

HR 4 24 
AC 2 16 
NC 4 37 

WCST：Wisconsin Card Sorting Test 
HR：High-risk,Offspring of schizophrenic patients 
AC：Offspring of alcoholism 
NC：Offspring of psychiatrically normal parents  
*Not significant by Fisher’s exact test 

Fig. 1. Distribution of total correct response % of the
Wisconsin card sorting test in the high-risk,  al-
coholic control, and normal control groups.  
HR：High-risk, Offspring of schizophrenic patients,
AC：Offspring of alcoholism, NC：Normal control,
Offspring of psychiatrically normal parents, *：
The cutting scores of 49.22 represent the low 10th
percentile of total correct response % scores for
the distribution of the normal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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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기 어려우며,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보이는 이 검

사의 수행 저하는 병의 유전적 취약성보다는 병의 경과

와 연관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한다. 

본 연구가 정신분열병 환자의 일차가족들을 대상으

로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를 시행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과 다른 점은 검사 대상이 된 정신분열병 환자의 

일차 가족 구성원들의 연령이다. 즉 지금까지의 선행연

구들은 모두 정신분열병 환자의 일차 가족중 20대부터 

60대까지의 다양한 구성원(부모, 형제자매, 자녀)들을 

대상으로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를 시행하였기 때문

에 대상군의 평균 나이 편차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일차 가족중 중·

고등학생에 속하는 평균 15세(14∼18세) 전 후의 자

녀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선행연

구들에 비해 대상군의 구성이 보다 동질적이고 나이 편

차가 거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대부분의 선행연

구들이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의 여러 변인중 완성한 

범주 수, 총 정답반응, 보속반응, 보속 오답반응 등과 

같은 몇가지 변인만을 비교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

스콘신 카드분류 검사를 해석하는데 이용되는 모든 변

인들을 비교하였다는 점도 다르다.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 수행결과와 대상자의 나이

간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8)34-37)가 있지만 아

직까지는 그에 대한 연구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또 어떤 연령층에서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의 

어떤 변인이 더 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Heaton8)이나 Loranger와 Misiak37)는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의 보속반응을 포함한 여러 변인에서 피

검자의 나이가 많을 수록 수행 결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한 반면, Boone 등34)이나 Haaland 등36)은 피검자의 

나이가 증가할 수록 완성한 범주 수와 개념수준 반응 

퍼센트는 감소되고 총 오답반응 퍼센트는 증가하지만 

보속반응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게다가 

Heaton8)은 피검자의 나이가 60세를 넘을 경우가 59

세 이하보다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의 6개 변인에서 

수행결과가 나쁘다고 보고 하였지만 Boone 등34)은 70

세를 넘을 경우에 그렇다고 보고하였고 Haaland 등36)

은 80세까지는 낮은 수행결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위스콘신 카

드분류 검사의 수행 결과가 피검자의 나이에 따라 달리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실제로 Fr-

anke 등17)은 정신분열병 환자의 부모군이 환자의 건강

한 형제 자매군보다 보속반응 점수가 더 높게 나왔으며 

이는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의 결과가 나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검사가 정신분열

병의 취약지표를 알아내는 도구로서 한계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의 취약지표를 찾아내

기 위해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를 시행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에 비해 중·고등학생에 다니는 정신분열

병 환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평균 나이 

편차가 거의 없고(편차가 0.06세),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 결과를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모든 변인들을 비교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된 선행연구 결과보다 신

뢰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분열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자녀군 내

에서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의 수행 결과가 특히 낮은 

소집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검사의 중요한 

평가 변인중의 하나인 총 정답반응 퍼센트에 대한 정상 

대조군의 분포곡선중 하위 10% 수치를 절단점으로 잡

아 세 군에서 그 수치 이하로 보이는 대상 숫자를 비교

해 보았다. 그 결과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에서 정상 

대조군의 총 정답반응 퍼센트 분포곡선의 하위 10% 

(총 정답반응 퍼센트<49.22) 이하로 보이는 대상 수가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정상 대조군에서

는 41명중 4명(10%)이고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자녀

군에서는 18명중 2명(11%)이고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녀군은 28명중 4명(14%)으로 세 군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분열병의 발병 위험성

이 큰 환자의 자녀군 중에서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의 

총 정답반응 퍼센트 수행 결과가 특히 심하게 떨어지는 

소집단이 없으며 따라서 이 검사를 통해 정신분열병의 

발병 위험성이 특히 큰 소집단을 선별할 수 없다는 사

실을 의미한다. 

끝으로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가 정신분열병의 취

약지표를 찾아내기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지 여

부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정신분열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건강한 일차 가족 중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상 수행 결과가 특히 떨어지는 사람들과 수행 결

과가 좋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향후 정신분열병의 

발병 빈도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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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of Wisconsin Card Sorting Test in the  
Offspring of Schizophrenic Patients 

 

Chul-Kwon Kim, M.D., Jeong-Hee Jang, M.D., Woo-Seuk Jang, M.D., 
Jin-Seok Cho, M.A., Myung-Jung Kim, M.D., Won-Tan Byun, M.D. 

YangSan Neuropsychiatric Hospital, YangSan 
 

In order to evaluate whether Wisconsin Card Sorting Test(WCST) could be used to detect the 
vulnerability markers of schizophrenia, three groups such as offsprings of schizophrenic patients(n＝
28), offsprings of alcoholic patients(n＝18), and offsprings of psychiatrically normal persons(n＝41) 
were examined for their concept formation and abstract thinking by means of WC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ed in all variables of the WCST such as number of total 
administered trials, total correct response %, total error response %, perseverative response %, 
perseverative error response %, nonperseverative error response %, conceptual level response %, 
number of completed category, number of trials to complete 1st category, number of failure to 
maintain a set, and learning to learn among three groups. 

2)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number of cases with extreme low WCST total correct % of 
lower 10% of the normal controls among three groups. 

These results suggest that WCST could be an ineffective instrument for using to detect the 
vulnerability markers of schizophrenia. 
 
KEY WORDS：Wisconsin card sorting test·Vulnerability marker·Schizophr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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