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45 -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12912).

†교신저자: 진영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연구분야: 인지신경과학

  E-mail: ysjin@knu.ac.kr

인지과학, 제28권 제4호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2017, Vol. 28, No. 4, 245∼265.

http://dx.doi.org/10.19066/cogsci.2017.28.4.003

인지적 통제 과정에 미치는 노화의 비대칭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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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최근 인지적 통제에 대한 연구들은 최적의 통제 수준이 보상과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보상이 가지는 가치는 주관적이며 이에 따라 최적의 신호 강도도 달라진다. 우리는 인지적 통제에 대한 노

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비일관적인 이유가 노인이 탄력적으로 통제 신호를 조절한 결과일 수 있

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노인은 최적의 통제 수준을 결정하는 능력을 잘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전대상회의 역할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인지적 통제에서 노화에 따른 기능의 감퇴는 주로 규칙 표상의 유지

와 억제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외측전전두피질이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과 노인에게 보상의 

유형을 조절한 Go-Nogo 과제를 수행하게 하여 각 보상 조건에서 행동결과와 ERN(Error-Related Negativity) 크

기를 비교하였다. 두 집단 모두는 각 연령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조건에서 가장 뛰어난 행동 수행

과 가장 큰 ERN 크기를 나타내었다. 또한 노인은 d’과 정확률에서는 연령차를 나타내었으나 ERN의 크기에

서는 연령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지적 통제의 각 과정에 대한 노화의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 인지적 통제, 동기, 노화, 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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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지적 통제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에서 내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사고

를 조절하는 인지 과정을 말한다(Miller & Cohen, 2001). 인지적 통제에 대한 연구들은 오랫동안 

무엇이 통제적 처리과정을 일으키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이에 대한 가장 설득력있는 

설명은 갈등 감시 이론으로, 갈등의 탐지가 통제 시스템을 촉발시키며 통제 수준을 상향 조절해

서 이를 해소하는 과정이 뒤따른다고 가정한다(Botvinick, Nystrom, Fissell, Carter, & Cohen, 1999; 

Botvinick, Cohen, & Carter, 2004). 이제 인지적 통제에 대한 다음 질문은 통제 메커니즘이 어떤 방

식으로 얼마나 많은 통제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느냐라고 할 수 있다. 갈등-통제로 이어지는 고리

에서 통제 신호는 갈등을 해결하기에 충분히 강해야한다. 다시 말해, 강한 통제 신호는 통제 과

정의 성공을 의미하며 약한 통제 신호의 경우 반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으로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통제 신호 강도의 변산을 설명할 수 없다.

몇몇 연구자들은 기존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서와 동기를 포함한 보상-기반 통제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다(Shackman et al 2011; Dixon & Christoff, 2012; Shenhav, Botvinick, & Cohen, 

2013). Shenhav와 동료들은(2013) 통제 시스템이 갈등이 얼마나 해결될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최적의 통제 강도를 결정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동일한 갈등에 대해서도 보상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통제 강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전적 보상이 더 높은 정확률과 더 빠른 반응

시간, 그리고 관련 뇌 영역의 더 강한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연구들은 이를 뒷받침한다(Boehler, 

Schevernels, Hopf, Stoppel, & Krebs, 2014; Krebs, Boehler, Appelbaum, & Woldorff, 2013; Padmala & 

Pessoa, 2011). 중요한 것은, 갈등이 얼마나 해결할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

관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기가 ERN(Error-Related Negativity: 오류 관련 부적 전위) 진폭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최적 통제 강도가 보상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Riesel, Weinberg, Endrass, Meyer, & Hajcak, 2013; Stahl, Acharki, Kresimon, Voller, & Gibbons, 2015). 

Pailing과 Segalowitz(2004)의 연구에서, ERN 진폭의 크기는 금전적 보상의 정도에 비례하였으며 

이 효과는 보상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개인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강박장애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더 큰 ERN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동기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Gehring, 

Himle, & Nisenson, 2000; Grundler, Cavanagh, Figueroa, Frank, & Allen, 2009; Mathews, Perez, Delucchi, 

& Mathalon, 2012; Stahl, Acharki, Kresimon, Voller, & Gibbons, 2015). Hajcak(2012)의 연구에서 특성 

불안이 높은 참가자는 피드백이 주어지는 조건에서 더 큰 ERN을 나타냈다.

동기가 통제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지 노화 연구의 오래된 난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지적 통제는 노화에 가장 취약한 인지기능으로 알려져 있다(Braver, & West, 

2008; Braver & Barch, 2002; Hedden & Gabrieli, 2004; Verhaeghen & Cerella, 2002). 그러나 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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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인지적 통제 능력이 감퇴된다는 증거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종종 정서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연령차를 나타내지 않는다(김현옥 & 진영선, 2016; Mikels, Larkin, Reuter-Lorenz, & 

Carstensen, 2005; Samanez-Larkin, Robertson, Mikels, Carstensen, & Gotlib, 2009). 그 좋은 예로 정서조

절을 들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정서를 상황과 의도에 맞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집행적 통제의 개

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진영선 & 김현옥, 2016, Ochsner and Gross, 2005). 또한 노화 연구에서 활

발히 다루어진 긍정성 효과(positivity effect) 역시 정서적 속성을 가진 정보를 다룰 때 노화의 영

향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정보 중에서 부정

적 정서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인지 자원을 철회하고 긍정적 정서 정보에 대해서 편향적 

처리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억이나 주의에서의 연령차는 긍정적 정서 

정보의 처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집행적 통제를 통해 긍정적 정서 정보에 인지 자원을 

편향시킨 결과이다. 노화에 의한 인지적 통제 기능의 감퇴가 이렇게 선택적인 양상을 띠는 이유

는 무엇인가? 사회정서적선택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서 삶의 정서적 측면에 우선적 가치를 두게 된다(Carstensen, 1992; Carstensen, Isaacowitz, & Charles, 

1999). 그렇다면 노인들은 정서적 정보의 처리에 대한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것이 

정보의 속성에 따른 노화의 영향의 비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통제적 처리의 선택적 개입은 기대되는 보상에 맞춰 성공적으로 통제 강도를 적절하

게 조절한 결과일 수 있다.

지금까지 인지적 통제에 대한 노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통제의 실행이 얼마나 잘 이루어

지는지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는 주로 외측전전두피질(lateral prefrontal cortex)가 담당하는 기능

이다. 확산텐서영상(DT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연구 결과들은 일

관적으로 외측 전전두 피질이 회백질과 백질의 용적 감소, 세포 밀도 저하, 신진대사 활동 저하, 

도파민 신경전달 물질 수용기의 감소 등의 생리적 감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Gunning-Dixon, 

Brickman, Cheng, & Alexopoulos, 2009; Milham et al 2002; Pardo et al 2007; Raz et al, 2005). 외측 

전전두피질의 생리적 감퇴는 과제 표상을 유지하고 통제를 실행하는 것과 같은 관련된 기능의 

감퇴로 이어진다(MacDonald, Cohen, Stenger, & Carter, 2000; Mansouri, Tanaka, & Buckley, 2009) 실제

로 노화에 따른 집행적 통제 능력의 저하는 과제 표상의 유지와 반응 억제에서 두드러진다

(Belanger, Belleville, & Gauthier, 2010; Troyer, Leach, & Strauss, 2006). 집행 기능의 연령차에 대한 뇌

영상 연구에서 노인은 집행적 통제가 필요한 조건에서 청년에 비해 낮은 외측전전두피질의 활

성을 나타냈다(West, 1996; West & Alain, 2000; Troyer, Leach & Strauss, 2006; Belanger, Belleville & 

Gauthier, 2010).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인지적 통제가 노화에 가장 취약한 인지 기능

이라는 주장이 정설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통제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기능은 실제로 통제를 실행하는 기능과는 분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제의 실행과 최적 강도의 결정은 신경학적으로도 분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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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인다. Shenhav와 동료들은(2013) 인지적 통제의 과정에 갈등의 감시와 해결과는 별

도로 기대되는 보상에 맞춰 최적 신호 강도를 조절하는 과정이 있으며, 전대상회(anterior 

cingulate cortex)가 이를 담당한다고 제안하였다. Pietschmann, Endrass, Czerwon, 그리고 Kathmann 

(2011)의 연구에서 청년들이 피드백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조건과 낮은 조건 모두에서 ERN과 

CRN(Correct response Related Negativity: 정반응 관련 부적 전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노

인은 피드백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조건에서만 ERN과 CRN의 차이를 보였다. 즉, 노인은 피드

백이 주어질 때 더욱 통제 강도를 높였다. Ford와 Kensinger(2014)의 연구에서 노인은 집행 기능

을 요구하는 과제 수행 시 과제 정보의 속성이 정서적일 때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전대상회와 

관련 신경학적 영역 간 연결성 강화를 나타내었다. 종합하여 볼 때, 외측 전전두피질에 의한 통

제의 실행에서 노화에 의한 감퇴가 명백한 반면, 기대되는 보상에 따라 통제 강도를 조절하는 

전대상회의 기능은 노년기까지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청년과 노인이 보상의 유형을 조절한 고-노고 과제를 수행하게 하여 보상 조건에 

따라 ERN의 진폭과 d’, 정확률이 조절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청년 집단은 금

전적 보상이 주어질 때 수행의 향상을 나타내며 노인은 정서적 보상에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청년뿐 아니라 노인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상이 주어지는 조건에서 가장 높은 통제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청년은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조건에서, 노인은 

정서적 보상이 주어지는 조건에서 가장 뛰어난 수행과 가장 큰 ERN 진폭을 나타낼 것으로 기

대하였다. 또한, 노인은 과제 규칙의 표상과 통제의 실행에서는 청년보다 저조한 수행을 나타내

는 반면에 전대상회에서 생성하는 ERN 진폭의 크기에서는 연령차를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예

측하였다.

방  법

참가자

12명의 청년과(남성 6명, 여성 6명, M = 21.55, SD = 2.63) 12명의 노인(남성 5명, 여성 7명, 

M = 75.35, SD = 6.32)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두 연령 집단 간 교육연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

았다(청년: M = 14.49, SD = 2.31; 노인: M = 13.21, SD = 3.77, t(22) = 0.33, p = 0.74). 참가자

들은 실험 전에 실험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실험의 모든 절차는 XX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신경학적 혹은 심리적 장애로 인한 병력을 가졌거나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로 인하여 약물을 복용 중인 참가자는 없었다. 참가자들은 실험 전날에 음주를 하

지 말고, 실험 당일에 커피나 콜라 초콜릿을 섭취 하지 않도록 안내 받았으며, 실험 당일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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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러한 안내사항을 지켰다고 보고하였다. 노인 참가자의 경우,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

(K-MMSE: Korean version of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점수 분포는 28에서 30(평균 = 29.87, 

표준편차 = 0.94)이었는데, 이는 치매의 증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말한다. 금전적 보상에 의

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실험 전에 모두 별도의 참가 사례금이 아닌 정답률에 따

른 금전적 보상을 받았게 된다고 안내 받았으나, 노인 참가자들이 모두 외부에서 모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험 이후 10000원의 참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였다.

(그림 1) 실험 자극과 절차(중립 조건의 경우)

과제와 자극

참가자들은 Go 자극으로는 빨간 원과 파란색 삼각형이, No go자극으로는 파란 원과 빨간 삼

각형이 제시되는 Go-No go 과제를 수행하였다. 각 시행 이후 정답 여부에 따른 피드백이 주어

졌다. 피드백 이미지는 국제 정서 사진 시스템(IAPS: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s System)의 사진 

중 정서가와 각성가를 기준으로 각각 긍정, 부정 자극 하나씩과 중립 자극 두 가지를 선택하였

다. 긍정 정서 이미지는 미소 짓는 어린 아이의 사진(정서가: 7.08, 각성가: 4.46)이었으며 부정 

정서 이미지는 얼굴을 다친 사람의 사진(정서가: 1.91, 각성가: 6.76)이었다. 긍정 정서 이미지는 

정서 피드백 조건에서 정답을 맞추는 경우에 피드백으로 제시되었으며, 틀린 답을 선택한 경우

에는 부정 정서 이미지가 피드백으로 제시되었다. 중립 조건에서는 정답일 때는 컵(정서가: 4.93, 

각성가: 3.01) 이미지가, 틀렸을 때는 수건(정서가: 4.97, 각성가: 3.16) 이미지가 피드백으로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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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금전 피드백 조건에서는 정답을 맞추는 경우 양 손바닥에 동전을 가득 들고 있는 이미지 

위에 각 시행 당 주어지는 금액이 검정색 글씨로 제시되었으며, 틀리는 경우 손바닥 위에 동전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진 위에 각 시행 당 주어지는 금액이 마이너스 부호와 함께 검정색 글씨

로 적혀있었다.

실험절차

참가자들은 실험 전에 실험 참가 동의서와 실험에 필요한 정보를 묻는 질문지를 작성하였으

며, 노인의 경우 한국판 간이 정신 상태 검사를 받은 후에 실험 과제를 수행하였다. 자극의 제

시와 반응의 기록은 Superlab 5.0을 사용하였다. 각 조건 전에는 20회기로 이루어진 연습 과제를 

수행하였다. 참가자들은 빨간 원과 파란 삼각형이 나오면 스페이스 바를 누르라고 지시받았다. 

모든 시행은 검정색 바탕 가운데에 하얀색 십자가 모양의 고정점이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고

정점이 제시되는 시간은 100ms, 200ms, 300ms로 무선화 되었다. 고정점 제시 이후 과제 자극이 

700ms동안 주어졌으며 과제 자극이 제시된 이후에는 검정색 화면이 피드백이 주어지기까지 

200ms동안 제시되었다(그림 1). 참가자들은 피드백 화면이 주어지기 전까지 반응을 하도록 지시

를 받았으며, 주어진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반응 하지 않은 경우는 오답 처리되었다(Vallesi, 2011). 

피드백 이미지는 참가자가 반응을 하는 즉시 주어졌으며 화면에 500밀리 초 동안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지시 받았다.

실험은 총 600시행으로 구성되었으며 피드백의 유형에 따라 정서 피드백, 금전 피드백, 중립 

피드백 블록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실험 진행 순서는 금전-정서-중립, 금전-중립-정서, 정서-금

전-중립, 정서-중립-금전, 중립-금전-정서, 중립-정서-금전으로 총 6가지였으며 각 순서에 할당된 

피험자 수는 동일하였다. 금전 피드백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실험이 끝난 후 각 시행 당 주어지

는 상금의 총 합계 금액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금전 피드백 블록에서 한 번도 틀

리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될 보상은 20000원이었다. 보상은 모든 실험 절차가 끝난 후 금전 피드

백 조건에서 정답을 맞힌 회기 수에 따라 현장에서 지급되었다.

각 블록 당 Go 조건은 140 시행, No go 조건은 60 시행이었다. 과제 자극은 Go 조건에서는 

동일한 자극이 4번, No go 조건에서는 동일한 자극이 2번을 초과해서 연속 제시되지 않도록 자

극 제시 순서를 준무선화(pseudo randomizing)시켜 반응 반복에 의한 점화효과를 통제하였다.

행동결과 분석

본 연구는 유사한 네 가지 자극을 사용한 고-노고 과제를 통해 규칙 표상을 유지하고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규칙 표상을 잘 유지하는지 여부는 정확률을, 반응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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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은 d’을 통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d’은 신호 탐지 이론에서 사용되는 통계치로, 신호(Go 자

극)와 노이즈(No go자극)를 구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d’을 측정하기 위해 우선 

피험자의 반응을 Hit(Go 자극에 Go 반응), CR(Correct rejection: No go 자극에 No go 반응), FA(False 

alarm: No go 자극에 Go 반응), Miss(Go 자극에 No go 반응)의 네 종류로 나누어서 각 반응 유형

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후 전체 반응 중에서 Hit 반응의 수와 전체 반응 중에서 CR반응의 수

를 합친 비율을 정확률로 사용하였으며, Hit 비율과 FA비율을 각각 z변환하여 d’을 계산하였다. 

d’을 계산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d’ = Z(Hit rate) − Z(False alarm rate)

ERP측정 및 분석

EEG 데이터는 전자기파를 차폐하는 실험실에서 10-20국제체계 배열에 따른 정중선 3개 위치

(Fz, Cz, Pz)와 안구운동을 측정하기 위한 EOG 2개 위치에서 자극 제시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되

었다. 모든 신호는 25Hz로 표집하였으며, Biopac mp150로 증폭하였다. High-pass filter는 0.01Hz, 

Low-pass filter는 30Hz 였고, 피부저항은 10kΩ이하로 유지하였으며, 참조전극은 A1, A2에 해당하

는 전극이었다.

측정된 EEG를 Biopac mp150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참조전극 위치를 양쪽 전극(A1, A2)의 평균

으로 바꾸었다. 참조전극으로 사용한 A1과 A2을 제외한 8개 전극 위치에서 분석하였다. 눈 깜빡

임이나 눈 운동이 다른 전극에 미치는 영향은 ICA로 교정하였으며 ERP epoch은 반응 전 500ms

에서 반응 후 1500ms이었다. 분석구간단위에서 전압이 75μv이상이거나 -75μv미만인 경우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RN는 운동 반응의 완료 이전에도 시작될 수 있으므로 오류 반응 전 

200ms 동안의 평균 진폭을 기저선으로 삼아 EEG 데이터를 영점 교정하였다(Weinberg, Olvet, & 

Hajcak, 2010).

ERP 결과의 분석은 0ms에서 200ms 시간창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0ms는 오류 수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각 전극에서 오류 반응 시작부터 이후 200ms 사이에 각 피험자에게서 가장 큰 

음수 값을 평균한 후, 이를 연령 집단과 피드백 유형별로 다시 평균하여 연령과 피드백 유형의 

혼합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 연령 집단별로 다시 피드백 유형을 요인으로 일원변량분

석을 수행하였다. 청년 집단과 노인 집단 각각에서 오류 수행의 평균 진폭을 구하여 Cz, Fz, Pz

채널에서 연령과 피드백 조건을 요인으로 한 혼합변량분석(mixed ANOVA)을 수행하였다. 오류 

시행의 수가 6개 이하인 참가자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Pontifex, Scudder, Brown, O’Leary, 

Wu, Themanson, et al., 2010). 분석에서 제외된 참가자는 청년의 경우 2명 이었으며 노인의 경우

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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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행동결과

각 연령집단의 조건별 정확률과 d’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청년 노인

정확률 d’ 정확률 d’

금전 조건 0.93(0.04) 3.19(0.75) 0.78(0.09) 1.68(0.70)

정서 조건 0.94(0.04) 3.14(0.76) 0.80(0.11) 1.82(0.63)

중립 조건 0.90(0.06) 2.67(0.82) 0.73(0.12) 1.50(0.52)

<표 1> 각 연령집단의 조건별 정확률과 d’(괄호 안은 표준편차)

정확률

연령과 피드백 조건의 혼합 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피드백 유형의 주효과와[F(2, 44) =8.36, 

p=.001] 연령의 주효과가[F(1, 22) =26.07, p=.00] 유의하였는데, 노인이 청년보다 낮은 정확률을 

보였다(표 2). 피드백 유형과 연령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F(2, 44) =1.11, p=.34]. 각 연령 

집단별로 피드백 유형을 요인으로 한 일원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청년 집단 내에서는 피드백 

유형의 주효과가 준유의한 것으로[F(2, 22) =3.12, p=.06], 노인 집단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F(2, 22) =5.41, p=.01]. 사후 검정에서 청년 집단에서는 금전 조건의 정확률이 중립 조건보다 

준유의하게 높았으며(p=.06), 노인 집단의 경우 정서 조건이 중립조건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3).

d’

다음으로는 d’을 종속변인으로 연령과 피드백 조건의 혼합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연령의 주효과[F(1, 22) =32.06, p=.00]와 피드백 유형의 주효과[F(2, 44) =5.83, p=.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청년보다 낮은 d’을 나타내었다. 피드백 유형과 연령의 상호작용은 유

의하지 않았다[F(2, 44) =0.84, p=.44]. 피드백 유형을 요인으로 하여 각 연령 집단에서 일원변량 

분석을 수행한 결과, 청년 집단에서 피드백 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F(2, 22) =3.43, 

p=.05] 노인 집단에서는[F(2, 22) =3.05, p=.06] 준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청년 

집단은 금전조건이 중립조건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4). 노인은 정서 조건이 중립조건보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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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RN의 최대 진폭에서 나타난 연령과 피드백 유형의 상호작용

유의하게 높았다(p=.06).

ERP 결과

먼저 Pz 전극에서 피드백과 연령의 상호작용이[F(2, 44) =4.71, p=.01] 유의하였다(그림 2). 그

러나 연령의 주효과와[F(1, 22) =0.00, p=.99] 피드백의 주효과는[F(2, 44) =1.12, p=.89] 유의하지 

않았다. 상호작용을 탐색하기 위해 연령 집단별로 피드백 유형을 요인으로 일원변량 분석을 수

행한 결과 청년 집단과[F(2, 22) =2.46, p=.11] 노인 집단 모두에서[F(2, 22) =2.38, p=.12] 피드백 

유형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Fz 전극에서는 피드백 유형의 주효과와[F(2, 44) =3.67, p=.03] 피드백과 연령의 상

호작용이[F(2, 44) =5.00, p=.01] 유의하였다(그림 2). 그러나 연령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22) =0.19, p=.67]. 각 연령별로 피드백 유형의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청년 집단과[F(2, 22) 

=3.90, p=.03] 노인 집단 모두에서[F(2, 22) =4.88, p=.02] 피드백 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사후 검정 결과 청년 집단은 금전조건의 최대 진폭이 정서조건과(p=.02). 중립조건(p=.03).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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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 연령집단에서 Fz 전극에서 나타난 조건별 ERN의 grand average 파형. 오류 수행 시점을 0

점으로 하여 오류 발생 이전 200ms와 이후의 500ms까지를 시간창으로 하였다.

에서 더 높았다. 노인 역시 정서 조건의 ERN 최대 진폭이 금전 조건이나(p=.05) 중립조건보다

(p=.03) 더 높았다(그림 3).

마지막으로 Cz 전극에서는 피드백과 연령의 상호작용만이[F(2, 44) =3.44, p=.04] 유의하였으며

(그림 2), 피드백의 주효과와[F(2, 44) =0.75, p=.48] 연령의 주효과는[F(1, 22) =2.17, p=.16]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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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각 연령별 분석에서도 피드백의 주효과는 청년과[F(2, 22) =2.38, p=.12] 노인[F(2, 

22) =1.85, p=.18]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보상에 대한 주관적 가치 평가에 따라 통제 신호의 강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노년

기에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인지적 통제의 각 과정에 대한 노화의 

영향이 균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노인은 과제 표상의 유지와 억제 기능에서는 기존의 연구

에서와 같이 기능 저하를 나타내지만 보상에 따른 탄력적 조절을 담당하는 기능에서는 연령차

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우리는 청년과 노인에게 두 가지 속성(색상과 모양) 중에서 

한 속성에서 겹치는 자극에 대해 상반되는 반응을 요구하는 고-노고 과제를 수행하게 하여 d’과 

정확률을 통해 억제 기능과 과제 표상을 유지하는 능력을, ERN의 진폭 변화를 통해 동기에 따

른 신호 강도 조절 기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발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청년과 노인 모두는 해당 연령대에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보상이 주어질 때 가

장 높은 통제 강도를 나타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은 금전 조건에서 노인은 정서 조건에

서 가장 큰 ERN 진폭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d’과 정확률과 같은 행동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 집단에서는 정서 조건과 중립 조건 간 차이가, 노인 집단에서는 금전 

조건과 중립 조건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상 조건

에서 가장 뛰어난 수행이 나타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주된 예측과는 별개로, 상대적으로 덜 매

력적인 보상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최적 통제 강도는 보상

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노인의 특성이 아닌 인지적 통제의 일반적 

원리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인지적 통제 모형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통제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기능의 저하 혹은 오류로 설명해왔다. 그 이유는 통제 강도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 갈

등이었기 때문이다. 목표 성취를 방해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제 신호의 강도를 높인다는 

기존의 모형에서 통제 강도는 갈등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갈등 뿐 아니라 갈

등을 해결해서 얻는 보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통제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포함 된다면 

동일한 갈등에 대해서도 최적의 통제 강도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 이는 통제 

강도가 약하다고 해서 통제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미이며, 극

단적인 경우 통제 자체를 포기하는 것 역시 성공적인 통제적 처리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통제적 처리 과정은 육체노동과 마찬가지로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인지적 통제의 개입은 

종종 우리가 내리는 최후의 선택인 경우가 많다(Westbrook, Kester, & Braver, 2013). 일단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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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개입이 결정되면 그 강도는 보상과 비용이라는 경제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Dixon & 

Christoff, 2012; Kool & Botvinick, 2014; Saunders, Milyavskaya, & Inzlicht, 2015). 최적의 신호 강도는 

갈등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강도 혹은 아예 통제 자체를 실행 하지 않는 것을 포함될 정

도로 탄력적이다. 즉, 통제적 개입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높은 통제 강도로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욱 경제적이고, 결과적으로 더욱 성공적인 결정일 수 있다. 따라서 인지적 

통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하게 통제 수준을 높여서 갈등

을 잘 해결할 수 있는가 보다는 보상과 비용에 근거하여 최적 강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

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되는 내용-특정적 결함은 이에 대한 좋은 예이다. 일

반적으로 임상 집단에서 나타나는 과도하거나 약한 통제 강도는 통제 시스템의 기능 저하로 해

석되었다. 그러나 불안이나 우울에 대한 문제를 가진 임상 집단은 불안 자극이나 우울 자극이 

방해 자극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억제 기능 저하를 나타내지만 반면에 이들 자극이 목표 자극으

로 사용되거나 정서 중립적 자극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정상 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Ashley, Honzel, Larsen, Justus, & Swick, 2013; Kalanthroff, Henik, Derakshan, & Usher, 2015; 

Vanderhasselt, Baeken, Van Schuerbeek, Luypaert, & De Raedt, 2013). Ashley와 동료들(2013)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퇴역 군인들이 외상적 경험과 관련된 단어가 

사용된 조건에서 선택적으로 수행 저하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임상적 증상과 같은 비합리적 정보 처리 역시 개인의 특성에 따라 특정 정보의 처리에 대한 높

은 처리 동기가 내용 특정적 양상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즉, 임상 집단에서 나타나는 부적

절한 정보 처리는 통제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작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생활에서 인간의 행동이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은 이유에 대한 부분적

인 설명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해야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모두가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 시험에 대한 인지적 비용과 보상에서 존재하

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가끔 운전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다른 곳을 보기도 한다. 이것은 명백히 비합리적이며 심지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은 주어지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최우선 동기는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며, 드물게

는 안전에 대한 욕구보다 우선하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의 동기는 개인적 경험과 특성, 

환경적 요구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고 소멸하며 우선순위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정서

와 동기 요인을 고려한 통제 모형만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는 통제 강도의 변산을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인지적 통제의 개별 과정에 대한 노화의 영향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인은 ERN의 진폭과 d’, 정확률 모두에서 보상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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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으며 ERN 진폭에서 연령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노년기에도 보상 평가

를 통해 최적 통제 강도를 결정하는 기능과 반응 감시를 통해 오류를 탐지하는 기능이 잘 유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기능이 모두 전대상회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Shenhav, Botvinick, & Cohen, 2013). 본 연구의 결과는 전대상회가 노화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

로운 영역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에 d’과 정확률에서는 연령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배외측전전두피질이 담당하는 억제와 규칙 표상에서 노화에 따른 감퇴가 일관적으로 나타난 것

과 같은 맥락이다(Barch, Braver, Racine, & Satpute, 2001; Paxton, Barch, Racine, & Braver, 2008; 

Belanger, Belleville, & Gauthier, 2010). 이러한 결과는 노화의 영향이 인지적 통제의 각 단계에서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두엽의 각 하위 영역에서 노화에 의

한 기능 감퇴는 비대칭적인 것으로 보인다.

전대상회와 외측전전두피질에 대한 노화의 영향이 상이하다는 사실은 인지 노화 연구의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첫째로, 노년기 전두엽 기능에 대한 일관적이지 

못한 연구 결과들이다. 노인의 전두엽 기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생리적, 기능적 손상이 일어

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Troyer, Leach & Strauss, 2006; Belanger, Belleville & Gauthier, 2010).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전두엽 기능의 연령차에 대한 일부 연구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명백하게 확인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는 갈등의 해결 과 탐지를 구분하거나 갈등

의 탐지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는 것과 같이 인지적 통제 과정에서 전대상회의 역할을 분리해

서 관찰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Czernochowski. 2014; Milham, Erickson, Banich, Kramer, Webb, 

Wszalek, & Cohen, 2002). Czernochowski(2014)의 연구에서, 갈등의 해결 단계에서는 연령차가 나타

난 반면, 갈등의 탐지에서는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의 해결에는 외측 

전전두 피질이 갈등의 탐지에는 전대상회가 관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전두엽 내 하위 영역 

간 노화의 영향이 동일하지 않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한다.

두 번째로, 왜 인지적 노화가 실험실에서의 뚜렷한 저하에도 불구하고 직업 활동 등 일상적 

기능에서의 뚜렷한 연령차로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인지 노화 연구자들은 이에 대

해 몇 가지 설명을 제안하였는데, Salthouse(2012)는 우리의 일상적 활동은 그다지 높은 수준의 인

지 기능을 좀처럼 요구하지 않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노인은 경험과 숙달로 이를 보완한다고 설

명하였다. Hess(2014)는 노인이 인지 자원의 소비에 까다롭고 선택적이라고 설명했다. 즉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곳에만 인지 자원을 사용하여 노화로 인한 감퇴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전

두엽 내 하위 영역에서 나타나는 노화의 비대칭적 영향은 이러한 제안들보다 간명한 설명을 제

공할 수 있다. 즉, 동기에 따라 인지적 자원의 소비량을 결정하는 능력이 노화의 영향에서 비교

적 자유롭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다양한 인지적 요구를 받을 때 노인은 탄력적으로 통제적 개입

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인지적 통제는 기억, 의사결정, 규칙 학습, 주의 등의 다양한 하위 

인지 기능들을 조절하는 상위 기능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인지적 통제 뿐 아니라 인지 기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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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인지적 통제 능력의 개인차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통제 강도의 크기, 즉 갈등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통제 시스템의 

성공적인 작동은 통제 강도를 높여 갈등을 잘 해결하느냐에 달렸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 결

과, 다양한 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따른 통제 강도의 변산은 단순히 오류 혹은 실패라는 이분법

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지적 통제가 동기와 정서의 요인을 포함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실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가 인지 기

능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보상의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상황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

렇다. 새로운 인지적 통제 모형은 이제 정상과 비정상,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현

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알

파고와 같은 인공 지능과 인간의 인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우리는 전두엽의 인지적 통제를 

연구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대국을 갑자기 취소하고 여행 가방을 싸서 휴양지로 떠나

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을 행동이기 때문이다. 전두엽 기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제한점은 ERP 결과에서는 각 전극 모두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피드백 유형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정확률과 d’과 같은 행동 결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드백유형이 각 

연령 집단에서 가지는 주효과를 확인한 결과 각 연령 집단은 정확률과 d’모두에서 자신들이 가

장 선호하는 유형의 피드백이 주어지는 조건에서 중립조건보다 유의하게 뛰어난 수행을 나타내

었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청년과 노인 모두는 피드백의 유형에 따라 수행 수준을 성공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동 결과와 ERP 결과는 모두 가장 중요한 피드백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수행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ERP 결과에서 명확하게 나

타난 연령과 피드백 유형의 상호작용이 행동 지표에서는 경향성 정도로만 확인된 이유에 대한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ERN이 개인간, 개인내 변산이 크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Weinberg, 

Riesel, & Hajcak, 2012).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d’과 

정확률로 억제 기능과 규칙 표상 기능을 측정하였으나, 만약 외측전전두피질과 전대상회에 대한 

노화의 영향이 각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보상의 유형에 따른 외측 전전두피질

의 활동을 직접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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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ymmetric effect of aging on cognitive control processes:

An ERP study

Youngsun Jin Hyunok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pook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studies on cognitive control revealed that the optimal level of control is determined on the 

basis of reward and cost. The value of reward can be subjective and therefore, the optimal control 

strength can vary accordingly. The inconsistent effect of aging on cognitive control can be the result of 

flexible adjustment of control signal strength made by the older subjects. In other words, the elderly 

people maintains the ability to set the optimal level of control, which is known as the function of the 

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 On the other hand, the age-related decline in cognitive control is obvious 

in rule maintenance and inhibition, which has to do with the function of lateral prefrontal cortex. In this 

study, we had young and old adults perform go-no go task and compared the behavioral and neural 

results for different reward conditions. Both age groups showed the best performance and the largest ERN 

amplitude when the reward was most appealing to them. And there was no age effect in ERN amplitude 

even though older adults' d’ and accuracy was inferior to younger participa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effect aging on different cognitive control processes can be asymmetric.

Key words : cognitive control, motivation, aging, E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