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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For now, cognitive load is assessed based on survey-based methods, which can be difficult to

track the amount of cognitive load in real-tim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 in electrophysiological

activation due to different levels of cognitive load not only at sensor-level but also at source-level using electro-

encephalogram that might be potentially used for quantitative cognitive load evaluation. Materials and Methods:

In this study, ten healthy subjects (mean age 24.3 ± 2.1, three female) participated the experiment. All participants

performed 4 sessions of n-back task in different difficulties: 0-, 1-, 2-, and 3-back during electroencephalogram record-

ing. For sensor-level analysis, we calculated the event-related potential and event-related spectral perturbation while

low resolution brain electromagnetic tomography (LORETA) to estimate the source activation. Each result was com-

pared between different workload conditions using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Statistical results revealed that the

accuracy of the task performa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different cognitive loads (p = 0.018). The post-

hoc analysis confirmed that the accuracy of the 3-back task was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1-back condition

(p = 0.018), but not with 2-back condition (p = 0.180). ERP results showed that P300 target amplitude between 1-

back and 3-back had a marginal difference in Cz (p = 0.059) and Pz(p = 0.093). A significant inhibition in Cz high-beta

activation (p = 0.017) and decrease in source activation of right parahippocampal gyrus was found in 3-back condition

compared to 1-back condition (p < 0.05). Conclusion: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sensor- and source-level dif-

ferences in electroencephalogram between different levels of cognitive load, that were found to be in line with the previous

reports related to cognitive load evaluation. We expect that the outcome of the current study can be used as a feature

to establish a quantitative cognitive load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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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지부하는 작업자가 학습 또는 과제 해결 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정신적인 노력의 양을 말하며, 과제의 난이도나

복잡성, 학습 방법 등의 외적요인이나 작업기억, 문제해결

전략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1,2]. 따라서 동일한

작업이 주어진 경우라도 개개인의 인지자원에 따라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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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부하의 정도는 다르며, 적당량의 인지부하는 일의 효율이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지는 인지자원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 인지 과부화(cognitive overload)가

발생하게 되며, 인지 과부하 상태가 지속된다면 과제를 수행

함에 있어 잘못된 판단이나 중대한 실수를 초래하게 된다. 이

러한 실수 및 오판은 크고 작은 인적 재해를 초래할 수 있으

며 실제로 대형 교통사고들이 오판으로 인한 인적 재해로 밝

혀진 바 있다[3-8].

인지심리학분야에서는 인지부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다양한 설문도구들을 제안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Test Load Index

(NASA-TLX) [9], workload-compensation-interference/technical

effectiveness scale [10], subjective rating scale [11], overall

workload scale [12], subjective workload assessment

techniques [13], subjective mental effort rating scale [14]

등이 개발되었으며, 주로 설문지를 통한 사용자가 느끼는 인

지부하 혹은 작업기억의 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들이다.

설문지를 이용한 측정 방법은 평가가 쉽고, 일정 기간동안 주

관적으로 느낀 인지부하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측정자의 직무, 행동 및 작업에 대한 기억 등

주관적인 관점에 의해 응답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량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15]. 또한 인지부하가

주어지는 기간동안 인지부하를 측정하고자 할 때 수행중인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시간에 따른 인지부하의

변화를 관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16,17].

위의 설문도구를 사용한 인지부하 측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체신호를 이용하여 인지부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5,18-20] 안구 운동을 이용하는

경우는 동공 확장 정도, 눈 깜빡임 횟수 및 시선 추적 정보를

이용하여 인지부하를 평가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연구가 되

었으며[20-24] 심박수의 경우 심박변이도의 RR간격 혹은

저주파/고주파의 비율을 통한 평가방법들이 제시되었다

[22,25,26]. 하지만, 안구운동이나 심박수를 이용한 인지부

하의 평가는 낮은 수준의 인지 과제에서만 민감하거나 판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심리상태나 감정 등의 다른 외부요

인에도 영향을 받는 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27,28].

뇌파는 앞선 여러 생체 신호보다 인지부하에 대해 일관된

반응을 보이며, 인지 과제에 의한 측정자의 정신 상태 변화를

추적하기에 용이한 생체 신호이다[29,30]. 뇌파는 시간에 따른

정신 상태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다른 뇌신경신호에 비하여 측정이 용이하여 인지

과학 및 심리학의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정신 활동 및 작업량을

모니터링 하고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24,25,31-34].

뇌파를 이용한 인지부하의 분석은 인지 부하의 정도와

신경생리학적인 변화의 상관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주로 전극 수준에서의 주파수 스펙트럼의 변화나

인지부하 및 작업기억과 관련이 높은 사건유발전위의 진폭

및 지연시간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사건유발전위의 경우

작업부하의 증가에 따른 P300 진폭의 감소가 가장 일관적으로

보고되었으며[30,35] 초기 감각 및 인지과정을 반영하는 N100,

N200 및 P200의 진폭 감소를 보이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30,36]. 작업부하의 증가에 따른 주파수 스펙트럼의 변화는

알파파의 감소 및 세타파의 증가가 가장 일관된 변화를

보였으며 델타/베타/감마파의 변화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7-39]. Brouwer[30]의 연구에서는 주파수 특

징과 사건관련전위 특징을 결합해 사용함으로써 인지 부하의

추정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며, Fz, FCz 및 Pz 전극의 사건관련

전위 정보를 이용하여 인지부하를 66%의 정확도로 분류하였으며,

주파수 정보를 결합하여 분류를 시도한 결과 69%의 정확도로

분류하는데 성공하였다.

위의 실험들에서 피험자들에게 정량적인 인지부하를 주기

위한 행동실험으로는 N-back task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N-back task는 피험자에게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되는 시각 혹은 청각 자극 등의 감각정보 가운데 현재 제시된

자극이 n번 이전에 주어진 자극과 일치할 때 행동반응을 요구되는

인지 과제이다.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자극과 이전 자극 정보를

기억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인지부하를 유도하기

쉬우며, n을 증가시킴으로써 난이도를 정량적으로 증가시키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 인지부하를 조사하는 많은 연구에서 사용

중이다[30,34,40].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인지부하의 추정을 위하여 전극

수준에서의 신호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신호원 수준에서의

뇌 전류원의 차이를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서로 다른 인지부하상태에서 측정한 뇌파신호를

이용하여 기존의 주파수 스펙트럼 및 사건유발전위의 차이를

확인하고 나아가 뇌신호원 분석을 통한 신경생리학적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실험 참가자들이 인지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측정된 뇌전도 신호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인지부하의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신경생리학적인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인지부하에 관여하는 뇌부위를 탐색하

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실험 참가자

실험 참가자는 뇌신경학적 질병이나 간질에 대한 병력이

없고 정상시력을 가진 일반인 10명(평균 나이: 24.30 ± 2.06 세,

남:여 = 7:3)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실험 참여 하루 전부터

극심한 운동이나 음주를 자제하고 충분한 수면 후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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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험 3시간 전부터 흡연을 금하

였다. 본 연구는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한양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 되었으며, 모든 실험 참가자는 실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동의한 인원만 참가하였다. 

2. N-back task

본 연구에서는 n-back task를 0-9로 이루어진 10개의

숫자를 모니터를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형태로 구현되

었다. 피험자들은 제시되는 시각자극이 이전의 n번째 자극과

동일한 표적자극(target)인 경우에는 키보드의 좌측 화살표

버튼을, 표준자극(non-target)이 제시되는 경우는 우측 화살

표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하였다(그림 1). 각 자극은 500 ms 동안

화면 중앙에 제시되었고, 안구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자극이 제시되기 전까지 1800 ms ~ 2000 ms의 무작위

간격 동안 제시된 십자가를 응시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자극의

수는 총 100개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난이도 조건에서 표적

자극(target)과 표준자극(non-target)은 3:7의 비율로 제공

되었다. 

3. 실험 절차 및 뇌파 측정

피험자들은 뇌파 측정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책상위에 비치된 모니터 앞 1 m 거리에 편안한 자세로

착석하도록 하고 화면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키보드는 피험

자의 무릎위에 올려 두고 오른손으로 자연스럽게 키보드의

화살표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중 실험 참가자는

안구 혹은 몸의 움직임 등을 자제하도록 요구하여 뇌신경신호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잡음(artifact)을 최소화하였다.

피험자들은 총 4회의 서로 다른 인지 부하 조건(n = 0, 1,

2, 3)에서 n-back task를 수행하였으며 인지부하의 순서는

피험자별로 무작위로 제시되었다. N-back task는 각 조건당

약 5분이 소요되었으며, 각 조건이 시작하기 전 짧은 연습

과정을 통하여 피험자들이 실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하였다. 0-back 조건은 실험참가자들이 좌측 혹은 우측 화살표

중 임의로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난이도 조건 전후로 2

분간 화면에 제시된 십자가를 응시하는 동안 안정상태 뇌파를

측정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전체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30분

전후였다.

뇌파 신호 획득을 위하여 BioSemi ActiveTwo(BioSEMI,

Amsterdam, Netherlands) 증폭기를 사용하였다. 전극은

습식 능동전극을 이용하였으며 국제 10-20 전극 배치법

(international 10-20 system)에 의거하여 총 32개의 전극

위치(Fp1, Fp2, F7, F3, Fz, F4, F8, FC5, FC1, FC2,

FC6, T7, C3, Cz, C4, T8, CP5, CP1, CP2, CP6, P7,

P3, Pz, P4, P8, PO3, PO4, O1, Oz, O2)에서 측정되었다.

증폭기의 표본추출비율(sampling frequency)은 2048 Hz으로

설정하였으며, CMS-DRL 피드백 루프를 기반으로 공통모드

전압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전압이 측정되었다.

4. 뇌파 전처리 및 분석

측정된 뇌전도 신호를 분석에 사용하기 위하여 먼저 기준

전극(reference electrode)을 공통 평균 기준 도출법(common

average reference, CAR)을 사용해 측정 시 유입된 공통 잡음

성분을 제거하였다. 이후 0.5~30 Hz 필터를 적용하여 사건

유발전위(event-related potential, ERP)를 계산하기 위한

주파수 대역의 신호만을 추출하였고, 전두엽 부위에서 측정

된 신호에서 주성분분석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을 통한 눈깜빡임 신호를 제거하였다. 위의 과정 이후

에도 움직임에 의한 잡음이나 국지적인 신호이상 등 제거되지

않은 잡음은 훈련된 전문가에 의하여 수동으로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잡음이 제거된 신호는 자극 제시 시점을 기준으로

-200 ms ~ 1000 ms 구간을 추출(epoching)하였고, 뇌신경

신호로 보기 어려운 신호(-120 uV 미만 혹은 120 uV 이상의

진폭)이 포함되어 있는 epoch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전처

리를 위한 모든 과정은 CURRY 8(Compumedics, TX, USA)의

표준 전처리 과정을 따랐다.

인지부하에 따른 뇌에서의 반응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처리된 뇌전도 신호를 이용하여 1) ERP 분석, 2) event-

related spectral perturbation(ERSP)와 3) 뇌신호원

분석을 수행하였다. ERP와 ERSP 분석은 MATLAB 2018a

(MathWorks INC., MA, USA)와 EEGLAB Toolbox (https://

그림 1. 본 실험에서 사용된 n-back task 중 2-back task 실험의

예시. 실험 참가자들은 현재 숫자가 2회 이전에 제시되었던 숫자와

일치하는 경우(표적자극) 좌측 화살표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2-back task. Participants

had to press the left button of the mouse whenever a number

appeared on the screen two steps before was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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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n.ucsd.edu/eeglab)를 사용하였고, 뇌신호원 분석은 LORETA

(https://uzh.ch/keyinst/loret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RP 분석은 각 피험자의 인지 부하별로 표적자극 시행과 표

준자극 시행을 구분하여 앙상블 평균(ensemble averaging)을

통하여 계산하였다. 계산된 개인별, 인지부하별, 자극별로

계산된 ERP 신호는 Fz, Cz, 및 Pz 전극의 300-600ms 구간에서

P300 성분의 전위값(amplitude) 및 지연 시간(latency)을

추출하였다.

ERSP는 자극이 제시된 이후 시간에 따른 주파수 스펙트

럼의 변화를 관찰하는 분석으로 자극 시점 이전의 주파수

스펙트럼 대비 변화를 관찰하는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Fz,

Cz, 및 Pz 전극의 ERSP를 계산하고 300~600 ms 구간의

delta(0.5 Hz ~ 3.5 Hz), theta(4 Hz ~ 7.5 Hz), alpha(8 Hz

~ 13.5 Hz), low-beta(14 Hz ~ 19.5 Hz) 및 high-beta

(20 Hz ~ 30 Hz) 대역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Beta 이상의 대

역은 전처리에서 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뇌신호원 분석은 두피에서 측정된 뇌신경신호를 이용하여

대뇌피질의 activation을 최적화 방법을 통하여 추정하는

분석방법이다. 다양한 뇌신호원 분석 연구에 따르면 소수의

전극을 이용하여 뇌신호원을 추정하는 경우 신호원 분석의

해상도가 낮거나 잘못된 위치로 추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41,42] 일반적으로는 64개 이상의 전극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최소 32개의 전극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1]. 본 연구에서

사용된 low resolution brain electromagnetic tomography

(LORETA) 방법은 뇌의 회백질을 일정한 크기의 복셀(voxel)로

고르게 나누어 각 위치마다 전류원의 분포를 최적화 방법을

통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 피험자 별로 뇌부위의 전류원을

계산할 수 있다[43,44].

인지부하의 정도에 따른 뇌 전류원의 활성도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난이도별 표적자극과 표준자극의 ERP 신호 중

300 ms ~ 600 ms 시간 범위 동안의 신호에 대한 뇌전류원을 추

정하였다. 분석 시 사용한 뇌모델은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MNI 152 표준 뇌템플릿을 5 mm × 5 mm × 5 mm의 크기를

가지는 6239개의 복셀(voxel)로 이루어진 모델을 사용하였다.

5. 통계

실험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인지부하의 정도에 따른 ERP,

ERSP 및 신호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ERP의 경우, 인지부하가 주어

진 1-back, 2-back 및 3-back 조건에서 획득된 P300의

전위 peak값과 지연시간의 차이를 Friedman 검정을 이용

하여 확인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조건에 대해

서는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이용하여 사후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적인 검정은 SPSS23.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신호원의 통계적인 처리는 인지부하로 인한 신호원의 차

이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조건 별 표적자극과 표준자극

사이의 신호원의 차를 계산한 후 비교하였다. 이때 비교를

위해 사용된 통계기법은 LORETA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statistical non-parametric permutation test(SnPM)를

이용하였다[43,44].

III. 연구 결과

1. 행동검사 결과

표 1은 각 인지 부하에 따른 표적자극과 표준자극에 대하여

올바르게 응답한 정답률을 나타낸다. 10번 실험 참가자의

경우, 행동 데이터의 유실로 인하여 2-back과 3-back 조건의

행동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부하가 주어지는 1-back 조건일때

평균 95.20%의 정답률을 보이는 반면, 높은 인지부하가

주어지는 3-back 조건일때 83.11%의 정답률로 난이도의

증가에 따라 정답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 검정

결과 각 난이도별 응답 정확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p = 0.018), Wilcoxon signed-rank task를 통한

사후 검정에서는 가장 낮은 난이도의 1-back task와 3-back

task의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018). 다른

두개의 난이도 조합(1-back vs 2-back, 2-back vs 3-back)

에서는 유의미한 행동검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은 행동검사에서 차이가 있는 1-back 조건과

3-back 조건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표 1. 각 피험자의 인지부하 정도에 따른 행동실험 정확도

Table 1. Each participant’s performance accuracy for various

levels of cognitive load

Subject 1-back 2-back 3-back

1 82 62 78

2 90 88 72

3 100 100 94

4 94 92 84

5 100 80 76

6 98 100 78

7 100 98 100

8 100 86 72

9 94 100 94

10 94 - -

Mean 95.2 89.6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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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유발전위 결과(ERP)

표 2는 1-back과 3-back 조건 별 Fz, Cz 및 Pz 전극에

서의 표적자극과 표준자극의 P300 전위값과 지연시간을 나

타내며, 그림 2는 해당 조건의 표적자극에 대한 ERP를 모든

피험자에 대하여 평균한 파형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인지

부하가 주어진 1-back 조건에서는 표적자극과 표준자극에

대한 amplitude 차이가 Cz(p = 0.037)와 Pz(p = 0.013)에서 나

타났으나, 인지부하가 과중하게 걸린 3-back task에서는 Pz

전극(p = 0.047)에서만 나타났다. 지연시간의 경우도 1-back의

Pz 조건에서 표적자극의 지연시간이 표준자극의 지연시간

보다 유의미하게 짧음을 관찰하였으나(p = 0.022), 다른 전

극과 조건에서는 차이 나지 않았다.

1-back과 3-back의 표적자극에 대한 전위값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Fz, Cz 및 Pz 전극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Cz(p = 0.059)와 Pz(p = 0.093)에서는 marginal

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지연시간의 경우 3-back 조건이

1-back에 비하여 Pz 전극의 P300이 유의미하게 지연된 반

응을 보였다(p = 0.022).

3. 사건관련스펙트럼섭동(ERSP) 결과

ERSP 분석은 사전관련전위와 마찬가지로 P300 ERP 분

석과 동일한 구간인 300~600 ms 사이의 표적자극에 대한

반응을 주파수 대역별 power를 평균하여 1-back 조건과

3-back 조건을 비교하였으며 두 조건 간 통계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표 3). 1-back 조건에서 high-beta 주파수 대역의

power가 3-back 조건에 비하여 Cz 전극에서 유의미하게 큰 것이

관찰되었으며(p = 0.017), Pz 전극의 delta 대역(p = 0.093)과

theta 대역(p = 0.059)에서 보이는 marginal 한 차이를 제

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신호원 분석

그림 3은 300~600 ms 구간에서 구해진 표적자극과 표준자

극의 신호원의 차이를 계산하였을 때, 1-back과 3-back의

조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위치를 나타낸다. 검정 결과

1-back 조건에 비하여 3-back 조건일 때 우측 parahippocampal

gyrus 위치의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표 4). 1-back조건과 3-back 조건의 표적자극에 대한

신호원만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두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주어지는 인지부하의 정도가 다른 인지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뇌파를 측정하여 인지부하에 따른 행동 및

그림 2. Fz, Cz 및 Pz 위치에서 측정된 1-back(파란 실선)과 3-back (붉은 점선) 조건의 표적자극에 대한 사건 유발전위

Fig. 2. The average P300 waveforms recorded at Fz, Cz, and Pz electrode sites for the 1-back (blue solid) and 3-back (red

dashed) conditions 

표 2. Fz, Cz 및 Pz 위치에서 표적자극(target) 및 표준(non-target)자극의 P300의 진폭과 지연시간

Table 2. The average P300 waveforms recorded at Fz, Cz, and Pz electrode sites for the 1-back (blue solid) and 3-back (red

dashed) conditions

Peak Amplitude (µV) Latency (ms)

Target non-Target p-value Target non-Target p-value

1-back

Fz 2.403 ± 2.700 1.167 ± 1.569 0.059 407.857 ± 87.374 448.459 ± 91.961 0.169

Cz 3.934 ± 3.114 2.042 ± 2.302 0.037* 500.041 ± 95.356 471.932 ± 86.684 0.594

Pz 4.634 ± 1.269 2.768 ± 1.366 0.013* 374.917 ± 53.629 459.244 ± 99.834 0.022*

3-back

Fz 1.176 ± 1.758 1.809 ± 0.946 0.241 448.508 ± 99.884 461.684 ± 91.817 0.799

Cz 2.308 ± 2.459 1.477 ± 1.054 0.285 525.173 ± 82.103 476.568 ± 71.210 0.153

Pz 3.196 ± 1.731 2.157 ± 1.225 0.047* 454.364 ± 95.287 453.436 ± 87.498 0.575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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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경신호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높은 인지부하와 낮은

인지부하가 주어졌을 때 피험자들의 과제 수행 정확도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이들이 주파수 스펙트럼의

high-beta 대역과 parahippocampal gyrus의 활성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P300 전위값은 Cz 및 Pz 전극에서 marginal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행동결과의 경우 인지 부하를 정량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제수행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그림 3. 1-back 조건과 3-back 조건 사이에 유의미한 활성도의 차이가 있는 뇌전류원 복셀(voxel)의 위치 (A: anterior, P: posterior, R:

right, L: left)

Fig. 3. The location of the voxel with significant activation difference between 1-back and 3-back condition

표 3. 1-back 및 3-back 조건에서 표적자극에 대한 ERSP 값의 전극 및 주파수 대역별 평균 값(300-600 ms)

Table 3. The averaged event-related spectral perturbation (ERSP) of  300-600 ms of electrode Fz, Cz, and Pz for distinct

frequency bands

Feature 1-back 3-back p-value

Delta (dB)

Fz 1.413 ± 1.664 1.313 ± 2.075 0.445 

Cz 2.138 ± 1.599 1.416 ± 1.076 0.445 

Pz 1.873 ± 2.224 0.941 ± 1.043 0.093 

Theta (dB)

Fz 1.130 ± 1.320 0.971 ± 2.081 0.878 

Cz 1.633 ± 2.080 0.891 ± 1.160 0.333 

Pz 1.161 ± 1.984 -0.054 ± 0.952 0.059 

Alpha (dB)

Fz -0.067 ± 1.356 -0.500 ± 1.909 0.508 

Cz -0.912 ± 2.156 -1.551 ± 2.209 0.386 

Pz -2.315 ± 2.329 -2.622 ± 1.855 0.646 

Beta1 (dB)

Fz 0.519 ± 1.030 -0.172 ± 1.561 0.386 

Cz -0.819 ± 0.820 -0.983 ± 1.539 0.878 

Pz -1.087 ± 1.570 -1.339 ± 1.506 0.799 

Beta2 (dB)

Fz -0.014 ± 1.513 0.026 ± 1.351 0.878 

Cz 0.506 ± 1.288 -0.800 ± 1.623 0.017* 

Pz -0.771 ± 0.752 -0.587 ± 1.740 0.721 

*p<0.05

표 4. 1-back 조건과 3-back 조건 사이에 유의미한 활성도의 차이가 있는 뇌전류원 복셀(voxel)의 해부학적 위치 정보

Table 4. The anatomical information of the voxel with significant activation difference between 1-back and 3-back condition

MNI coordinates
Brodmann area Brain region

X Y Z

3-back Target – nonTarget 

vs 1-back 
Target –nonTarget 

20 -35 -10 35 Parahippocampal Gyrus

20 -35 -5 27 Parahippocampal Gyrus

15 -35 0 27 Parahippocampal Gyrus

20 -40 -10 36 Parahippocampal Gy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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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에 따른 적당한 인지부하가 주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1-back과 3-back 조건의 정확도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2-back task는 다른 인지부하 조건과

차이가 없어 차이나는 두 조건에 대해서만 뇌신경신호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합했다고 여겨진다. 

인지부하에 따른 사건관련전위는 표적자극에 대한 ERP의

진폭이 3-back 조건에 비하여 1-back 조건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통계적으로는 marginal한 차이만이 발견

되었다. 이는 선례 연구들에서 인지부하의 정도에 따라 P300의

진폭이 줄어드는 경향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45-47].

ERSP를 이용한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의 경우에는 후두

엽의 high-beta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Wilson과 Hankis[48]의 연구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에게 비행 단계별로 뇌파를 측정하여 주파수별 스펙트럼을

확인한 결과 인지부하가 주어졌을 때 beta 대역의 power가

인지부하가 적은 상황에 비하여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관련 연구들에서도 beta 대역의 활성화 정도와 인지부하가

부적 상관관계를 보고하는 결과들이 발표되었다[49]. 선례

연구를 토대로 보았을 때, 본 연구결과에서 높은 인지부하가

주어진 3-back 조건에서 1-back 조건보다 high-beta 대역

power의 유의미한 감소는 높은 인지 부하에 필요한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뇌파 신호 국소화 결과는 높은 인지부하의 작업을 수행할 때

parahippocampal gyrus 부위의 신호원의 감소를 발견하였다.

해당 부위는 시각 자극으로 처리되는 정보에서 context를 처리

하는데 관여하는 부위로[50],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자극이 표

적자극인지 표준자극인지의 의미 해석에 관련된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유사한 작업기억 관련 인지과제를 수

행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연구들에서 실험 참가자가 받게 되는 인지부하량의

변화에 따라 cigulate gyrus, inferior temporal gyrus, middle

temporal gyrus 및 parahippocampal gyrus 위치에서 유의하게

혈류양의 변화가 관찰되었다[51-53]. 따라서 각 자극이 표적

혹은 표준자극인지 구분하는것이 높은 인지부하 조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대한 활성도가

낮아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대다수 사전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행동 실험의 결과가 1-back 조건과 3-back 조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개별 피험자의 난이도별 정확도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인지부하의 변화에 따라 과제 수행

정확도에 큰 변화를 보이는 피험자들이 있는 반면, 급격하게

정확도가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인원들이 혼재되어 있어 뇌

전도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피험자의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추가적인 피험자 모집을 통하여 실험

참가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자원을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부하의 정도에 따른 뇌신경생리학적인

변화를 ERP와 ERSP를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뇌전류원

분석을 통하여 parahippocampal gyrus의 activation이 차이

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추후 뇌전

도에 기반을 둔 인지부하의 객관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나아가 과제 수행 시 인지부하의 정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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