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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지통제능력은 내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일련의 사고와 행동을

조정하는 능력으로, 여러 경쟁적인 정보 속에서 과제와 관련된 정

보의 처리는 촉진하는 한편 습관적이고 우세적 반응은 억제함으로

써 과제에 적합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기는 인지통

제능력의 발달이 아직 미숙한 시기이며, 신경적, 행동적 가소성이

높기 때문에 인지 훈련에 의하여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

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신경과학 연구실에서 개발한 인지통

제훈련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중학교 1, 2학년으로 총 6

주간 주 5회 30분 동안 인지통제훈련에 참가하였으며, 훈련 전후

인지통제능력, 작업 기억 등을 측정하는 여러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았다. 인지통제훈련 후 훈련 집단은 통제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토막 짜기(BD) 검사에서 더 많은 점수의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통제훈련이 지각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하

며, 나아가 훈련이 유동 지능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또한

훈련 집단은 통제 집단과 달리 기호폭(SSP) 검사와 선로 잇기 검

사(TMT) A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척도 점수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냈다. 이러한 점은 인지

통제능력이 중요한 인지 기능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주요어 : 인지통제, 인지 훈련, 청소년, 억제, 업데이팅, 과제 전환, 중독

학 번 : 2015-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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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부분의 인지 기능은 초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발달을 거치다가 노

년기에 접어듦에 따라 감퇴하게 된다(Riediger, Voelkle, Schaefer, &

Lindenberger, 2014; Hedden & Gabrieli, 2004). 이렇듯 인지 기능은 일

련의 발달과 감퇴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을 촉진시키거나 완화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 인지 훈련(cognitive training)은 인지 기능

의 유지 및 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지적 활동을 의미한다. 지금

까지 이루어진 인지 훈련을 살펴보면, 기억, 집행 기능, 처리 속도, 작업

기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며(e.g., Ball et al., 2002; Olesen,

Westerberg, & Klingberg, 2004), 그 대상 또한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노

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e.g., Thorell, Lindqvist, Nutley, Bohlin, &

Klingberg, 2009; Smith et al., 2009). 특히 최근 10년 동안은 인지 기능

을 평가하기 위한 제품과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훈련을 포함하는

“디지털 뇌 건강 시장(digital brain health market)”의 규모가 매우 커지

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imons et

al., 2016).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떤 인지 훈련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Melby-Lervåg & Hulme, 2013;

“A consensus on the brain training industry from the scientific

community,” 2014; Thompson et al., 2013). 일반적으로 훈련의 효과는

인지 기능 검사를 통하여 측정되며, 인지 기능 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인

지 영역이 훈련된 과제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효과

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측정된 인지 영역과 훈

련된 과제와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Simons et al., 2016; Noack, Lövdén, & Schmiedek, 2014).

최근에는 신경 과학 및 뇌 영상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PET, fMRI 등을

이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Taya, Sun, Babiloni,

Thakor, & Bezerianos, 2015), 이를 통하여 관찰된 인지 기능의 변화가

어떠한 뇌의 기제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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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집단 간 비교를 통하여 훈련의 효과를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훈련

효과의 개인차, 즉 어떤 특성을 가진 개인이 훈련을 통하여 더 많은 성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Karbach &

Unger, 2014; Lövdén, Brehmer, Li, & Lindenberger, 2012; Colzato, van

Muijden, Band, & Hommel, 2011).

인지 훈련은 주로 인지적 감퇴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층 혹은 학습 장

애나 ADHD(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와 같이 소아기 정

신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노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어린 아동 혹은 청소년들의 경우 신경적, 행동적 가소성

이 높기 때문에(Wass, Porayska-Pomsta, & Johnson, 2011), 인지 훈련

에 의하여 훈련 과제와 관련되어 있는 인지 기능 및 뇌 기제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Kray & Ferdinand, 2013). Dahlin, Neely,

Larsson, Bäckman과 Nyberg(2008)의 연구에서는 2주간의 업데이팅 훈

련 후 젊은 성인은 훈련의 효과가 다른 인지 과제에서 일반화되었지만,

노인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Karbach와 Kray(2009)의 연구에서는 아

동, 젊은 성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과제 전환 훈련을 실시한 결과 젊은

성인과 비교하였을 때 아동에서 일반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여러 연령층 중에서 청소년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

게 되며, 대뇌 영역 중 고등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두엽이 발달하

고 있기 때문에(Casey, Tottenham, Liston, & Durston, 2005) 특히 중요

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늦은 전두엽의 발달 속도는 청소년기

에 보이는 여러 충동 행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 전두엽은 인지통제능력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Anderson, Jacobs, & Anderson, 2010;

Miyake & Friedman, 2012),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청소년들은 미발달된 전두엽이 보상

과 관련되어 있는 변연계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정서적 유인물에 취약하게 되고 따라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쉽다(Mills,

Goddings, Clasen, Giedd, & Blakemore, 2014; Banich, & Comp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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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인지통제능력은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 그리고 초기 성인기까지

계속 발달하며, 발달 과정은 질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Wiebe와 Espy, Charak(2008)는 2세에서 6세의 취학 전 아동들에게 다양

한 과제를 사용하여 인지통제능력을 측정하고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작업 기억, 억제 등의 과제들은 단일 요인 모델

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인지통제능력은 학령기

를 거치면서 억제, 과제 전환, 업데이팅 등 다중 요인 구조를 가지게 되

며(Lehto, Juujärvi, Kooistra, & Pulkkinen, 2003), 다른 인지 기능들과

함께 통합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 인지통제능력

인지통제능력(cognitive control)은 내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일련의 사

고와 행동을 조정하는 능력으로, 특정한 과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을 유연하게 맞추는 인지적 시스템이다(Cohen, Braver, & O'Reilly,

1996; Miller & Cohen, 2001; Braver, 2012). 여러 경쟁적인 정보 속에서,

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처리는 촉진하는 한편 습관적이고 우세적 반응은

억제함으로써 과제에 적합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Miller & Cohen,

2001). 인지통제능력은 자동적인 반응이 적절하지 않을 때 필요한 하향

식 과정의 집합으로, 스트룹 색상-단어 검사(Stroop, 1935, MacLeod,

1991) 등을 통하여 측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트룹 색상-단어 검사는

글자가 쓰인 색과 글자의 의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글자가

쓰인 색깔을 말하는 과제로, 수검자는 색상과 단어 중 한 가지 특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쓰인 ‘초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수검자는 초록이 아닌 빨강이라 말해야 한다. 이때 단어를 읽는

것이 더 자동적이고 우세한 반응이기 때문에 글자가 쓰인 색깔을 말하는

것은 인지통제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자동적이고 우세하지만 과제

와 관련되지 않은 반응과의 경쟁에서, 노력이 필요하지만 과제와 관련된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인지통제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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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지통제능력의 구성 요소

인지통제능력은 다양한 인지적 과정을 조절하는 포괄적(general-

purpose)이고 단일한 기능이라 개념화되기도 하나(Duncan, Emslie,

Williams, Johnson, & Freer, 1996; Duncan, Johnson, Swales, & Freer,

1997), 대체로 단일한 구성체인 동시에 구분 가능한 하위 요소들로 구성

되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Miyake et al., 2000; Lehto et al., 2003;

Collette et al., 2005; Friedman et al., 2006; Baddeley, 1996; Emerson,

Miyake, & Rettinger, 1999). Miyake 등(2000)은 사고 전환, 업데이팅,

억제를 인지통제의 하위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이중 과

제도 인지통제능력의 하위 요소로 포함할 수 있다(Emerson et al.,

1999).

사고 전환(shifting)은 이전의 관련 없는 과제 세트에서 벗어나서, 현재

반응해야 하는 과제 세트에 관여하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단

순히 과제 세트를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행하는 간섭을 극복하고

새로운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포함하게 된다. 다음으로 업데이팅

(updating)은 작업 기억(working memory)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과제

와 관련된 정보를 유지하고, 작업 기억에 파지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조

작하는 과정을 말한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감독하고

부호화하는 기능이 요구되는데, 과제와 더 이상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로 적절히 수정하도록 한다(Morris & Jones,

1990). 억제(inhibition)는 특정 상황에서 자동적이고 습관적으로 나타나

는 행동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과제를 수

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억제하는 것은 다른 인지 통제의 요소에

도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핵심 요소인데, 과제 전환에서는 이전의 과제

세트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업데이팅에서는 현재 관련이 없거나 이

전에 관련되었던 정보를 무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중 과제(dual

tasking)는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통합하고 조정하는 능력으로, 핵심 특

징이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두 가지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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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소년기의 인지통제능력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 사이의 과도기로,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

다. 청소년기는 다른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위험감수적(risk

taking)이고 보상추구적(reward seeking)인 행동을 보이는 시기인 동시

에 하향식(top-down) 통제 능력인 인지통제능력의 발달이 두드러지는

시기이기도 하다(Steinberg, 2008).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의사결정 과제

에서 보상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

다. 또한 보상이 있을 경우, 대안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보상을 선택하는

인지적 과정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Geier, 2013). 이후 뇌의 회질 감

소, 백질 증가, 도파민 시스템의 변화 등의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인지통

제능력은 향상되고, 위험감수적 행동은 감소하게 된다.

인지통제능력은 뇌의 구조적 발달과 함께 향상된다. Breukelaar 등

(2016)은 인지통제 네트워크(cognitive control network) 내 영역들의 구

조적 변화와 인지통제능력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인지통제 네트워크는

배외측 전전두엽(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 전대상피질

(anterior cingulate cortex, dACC), 두정엽(parietal cortex, DPC) 등으로

구성된다. 화소기반 형태 분석(Voxel-Based Morphometry Analysis) 결

과 이들 영역들의 부피는 나이가 증가함(발달)에 따라 감소하고,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인지 기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좌측

DLPFC와 양측 DPC는 계획, 오류 탐지,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집행 기능

과제의 수행과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양측 dACC와 우측 DPC는 정보

처리 과제의 수행과, 좌측 DLPFC은 정서 인식 과제의 수행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인지통제 네트워크 내의 영역들에서 나타

나는 시냅스 가지치기는 인지통제능력을 비롯한 여러 인지 기능 과제의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지통제능력의 발달은 20대 초반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go/no-go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인지통제능력의 발달을

알아본 연구에 의하면, 10대(13-17세)와 18-21세의 성인은 22세 이상의

성인(22-25세)과 비교하였을 때 부정적인 정서적 각성 상태에서 저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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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보였다(Cohen et al., 2016). 그리고 이러한 수행의 저하는 인지통

제능력과 관련된 전두-두정 회로(fronto-parietal circuitry)의 활성화 감

소와 정서 처리를 담당하는 복내측 전전두엽 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의 활성화 증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통제

능력은 성인기 초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인지 기능으로

서,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적 맥락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

히 청소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인지통제능력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

이다.

1.3. 인지통제능력과 중독

인지통제능력은 특정한 인지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Banich, 1997),

다양한 인지적 과정과 연관된다는 특징이 있다(Carter, Braver, Barch,

Botvinick, Noll, & Cohen, 1998). 인지통제능력의 손상은 주의, 기억, 언

어 이해, 정서적 과정 등 다른 특정 인지 기능의 결함과 관련이 있으며,

인지통제능력의 손상은 조현병이나 다른 신경발달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광범위한 손상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물질 사용 장애

(substance use disorders)나 중독 관련 행동 장애(addiction-like

behavioural disorders)는 억제력 손상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

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코카인, MDMA, 메탐페타민

(metham-phetamine), 담배, 알코올 의존, 그리고 병리적인 도박자들은

억제 능력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나며, 인터넷 중독의 경우 상반되는 증

거들이 존재한다(Smith, Mattick, Jamadar, & Iredale, 2014).

인터넷 중독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인터넷 중독자들의 경우

일반인과 비교하였을 때 억제 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IAT(Young's Internet Addiction Test)에서 7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

면, 이들은 정상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전산화된 정지 신호 검사(Stop

Signal Test, SST)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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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ST는 CANTAB(Cambridge Neuropsychological Test

Automated Battery)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로, 반응 억제

(response-inhibition)와 충동성(impulsivity)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다. 인터넷 중독 집단은 stop 시행에서 반응을 억제하는데 어려움을 보

였으며, go 시행에서 좀 더 많은 방향 오류를 범했다. 또한 이들은 일반

인과 비교하였을 때 충동성 기질이 높았으며, 감각 추구와 위험 회피 성

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pathological

Internet use, PIU)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특성이 관찰

되었다(Zhou, Yuan, Yao, Li, & Cheng, 2010). 시각적 go/no-go 과제 수

행에서 PIU 집단은 일반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더 높은 오경보율(false

alarm rate)과 낮은 적중률(hit rate)을 보였다. 또한 ERP(event-related

potentials) 분석 결과, no-go 조건에서 전두엽의 N2 진폭이 일반 집단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2 진폭은 억제 통제(inhibitory control)와 관

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과도한 인터넷 사용(Excessive Internet use, EIU) 집단을 대상으

로 한 연구(Sun et al., 2009)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반응 억제 능

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go/no-go 과제를 실시한 결과 일반 집단과 비교

하였을 때 EIU 집단은 go 시행에서는 반응 속도와 정답률에 차이가 없

었으나, no-go 시행에서는 더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EIU 집단

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들의 억제 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렇듯 중독이 억제 능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는 인지통제능력이 향상될 경우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척도에서의 점

수도 감소할 것이라 예상한다.

2. 인지 훈련

인지 훈련(cognitive/brain training)은 핵심적인 한두 가지 인지 능력

을 훈련함으로써 다른 인지 과제 혹은 일상생활에서의 수행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Simon et al., 2016). 인지 기능과 지능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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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따라 안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Kuncel, Hezlett, & Ones, 2004),

경험에 의하여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Lövdén, Bäckman, Lindenberger,

Schaeffer, & Schmiedek, 2010) 인지 훈련을 통하여 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인지 훈련의 효과는 훈련 과제 자체에서의

수행 향상뿐만 아니라 다른 인지 과제에서의 수행 향상을 목표로 하는

데, 이를 훈련 효과의 전달(transfer)이라고 한다. 다른 인지 과제에 훈련

의 효과가 전달되는 것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형식도야 이론(formal

discipline theory)과 공통 요소에 의한 전달(transfer by identical

elements)의 두 가지가 있다(Simon et al., 2016). 형식도야 이론에 의하

면 마음은 훈련에 의하여 향상될 수 있는 능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훈

련의 영역은 내용이 아닌 형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논리적 추론에서

추상적인 원칙을 학습하는 것은 다른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전

달될 수 있으며, 어떤 시를 암기하는 것은 다른 시를 잘 암기할 수 있도

록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공통 요소에 의하여 훈련의 효과가 전달된다

는 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훈련은 많은 각각의 독립적 능력

(capacity)을 발달시키는 것이고, 한 가지 인지 기능(function)을 훈련할

경우 훈련된 인지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인지 기능이 향상될 수 있

다. 이때 공유하고 있는 인지적 요소가 많을수록 더 가까운 전달(near

transfer)이고, 공유하는 요소가 거의 없을 경우 더 먼 전달(far transfer)

이라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더 가까운 전달의 경우 서로 공유하고 있는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훈련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

2.1. 훈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인지 훈련의 효과에는 다양한 요소가 개입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훈련을 계획할 때에는 이러한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훈련의 효과에 영향은 미치는 요소는 크게 훈련 자체의 특성과 개인차가

있다. 먼저 훈련 자체의 특성으로는 어떤 훈련을 시킬 것인가, 어떠한 강

도의 훈련을 얼마만큼 실시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있으며, 훈련에 영향

을 미치는 개인차로는 나이와 기저 인지 기능, 유전적 소인, 동기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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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요인 등이 있다(von Bastian & Oberauer, 2014; Noack et al., 2014).

훈련의 특성

훈련의 특성 중 하나는 인지 훈련의 범위로,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한 가지의 과제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훈련을 하는 것

(single-paradigm regimes)으로, 자극 유형 특정적(material-specific) 효

과를 피하기 위하여 몇 가지 자극 유형(e.g., 언어적 과제와 시공간적 과

제)을 사용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넓은 의미의 한 가지 인지 영역을 훈

련함에 있어 다양한 패러다임의 과제(e.g., 단기 기억 과제와 작업 기억

과제)들을 이용하는 것(multi-paradigm regimes)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인지 기능을 다양한 과제를 통하여 훈련하는 것(multi-factorial

regimes)이다(von Bastian & Oberauer, 2014). 일반적으로 특정한 인지

기능에 집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경우 훈련된 영역에서 더 큰 효과를 얻

을 수 있다(Verhaeghen, Marcoen, & Goossens, 1992; Rebok, Carlson,

& Langbaum, 2007). 반면, 훈련에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경우 훈련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인지 기능에까지 효과가 더 잘 전달되며

(Schmiedek, Lövdén, & Lindenberger, 2010; Jaušovec & Jaušovec,

2012; Owen et al., 2010; von Bastian, Locher, & Ruflin, 2013), 이후 추

적 검사에서 효과가 더 잘 유지된다는 연구들이 있다(Cheng et al.,

2012).

훈련의 강도는 훈련의 효과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동기 수준에도 영

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훈련 과정에서 적절한 난이도가 유지

되는 것이 필요하다. 훈련의 기간 또한 훈련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

한 요인 중 하나이나, 연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

지만 대부분의 훈련은 한 회당 30분씩 20회 정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Noack et al., 2014). 훈련의 기간은 훈련을 실시하는 평균적인 시

간과 훈련이 목표로 하는 인지적 영역, 연구 참가자들의 집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 10 -

개인차

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차 변인으로는 나이, 초기 인지기능,

유전, 성격 등이 있다. 이러한 개인차 변인은 단순히 훈련 효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할 지 결정할 때 중요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훈련 효과의 개인차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는

제한적이고, 아동, 청소년은 인지적 능력이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

문에 같은 또래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젊은 성인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Karbach & Unger, 2014),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대표적 개인차로 기저 인지 기능이 있으며, 이제 따른 변화의

패턴을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론이 있다. 배율 설명(magnification

account/Matthew effect/scissor effect)에 의하면 원래 잘 하던 아이들의

경우 새로운 전략을 학습하고 받아들이는 자원이 더 많기 때문에 훈련의

효과도 더 클 것이다(e.g., Loevdén et al., 2012). 반면 보상적 설명

(compensation account)에 의하면 기저 인지 기능의 수준이 높았던 경우

이미 해당 인지 기능이 충분히 발달을 하였기 때문에 훈련 효과를 적게

볼 것이다(e.g., Jaeggi, Buschkuehl, Jonides, & Perrig, 2008).

이렇듯 인지 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훈

련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훈련 후 관찰되는 인지 수행의 변

화는 용량(capacity)의 증대와 효율성(efficiency)의 향상 두 가지 기제에

의하여 매개된다. 즉, 훈련을 통하여 나타나는 인지 기능의 향상은 해당

인지 기능의 용량 자체가 증가하거나 용량 자체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리고 훈련이 이루

어지는 과정은 이 두 기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훈련의 특징

(예: 훈련 과제와 조건)과 개인차(예: 나이, 초기 인지 능력, 성격)는 훈

련 과정과 인지적 용량 증대 및 효율성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관찰

된 훈련의 효과는 이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이 통합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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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von Bastian, & Oberauer, 2014).

연구의 설계

연구의 설계(study designs) 또한 훈련의 효과를 알아보는데 중요하

다. 대표적인 것이 집단 배정 및 통제 집단의 존재 여부이다. 통제할 수

없는 변인들이 실험의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 참가

자들은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에 무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없는 변인들

(extraneous factors)은 각각의 집단에 균등하게 분포하게 되고, 따라서

각각의 집단은 평균적으로 같아지게 된다. 하지만 각각의 집단에 속한

연구 참가자의 수가 많지 않을 경우, 무선 할당 이후 집단 간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변

수를 맞추어 데이터 셋을 구성한 다음 무선 할당을 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matched random assignment).

그리고 통제 집단의 경우, 훈련에서 나타난 효과가 단순히 연습 효과

혹은 시간에 따른 발달 등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 좀 더 엄밀하게는 플라시보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

요하다(Placebo-controlled designs). 인지 훈련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훈

련에 대하여 특정한 기대나 동기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 기능

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훈련 자체의 특성에 의하여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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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제 집단을 포함하는 것이 필

요하다. 훈련에 대한 각기 다른 기대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능동적 통제 집단(active control)을 두는 방법이 있다(Boot,

Blakely, & Simons, 2011; Boot, Simons, Stothart, & Stutts, 2013). 능

동적 통제 집단은 훈련 집단과는 다른 특정한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연구 참가자들은 본인이 통제 집단에 속하였다고 여기지 않게 된다. 매

우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여 능동적 통제 집단을 설계하여야 한다는 의견

이 있지만(Boot et al., 2013),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세 가지

유형의 과제가 사용되고 있다. 한 가지는 훈련 집단보다 난이도가 낮은

과제를 사용하여 훈련의 효과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e.g. Klingberg,

Forssberg, & Westerberg, 2002; Klingberg et al., 2005; Persson &

Reuter-Lorenz, 2008; Shavelson, Yuan, & Alonzo, 2008; Karbach,

Strobach, & Schubert, 2015), 다른 방법은 교육적인 비디오를 시청하거

나 퀴즈를 푸는 등 훈련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다른 과제를 사용하는 것

이다(e.g. Smith et al., 2009; Jaeggi, Buschkuehl, Jonides, & Shah,

2011). 그리고 능동적 통제 집단의 참가자들에게도 인지적 부담이 비슷

한 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인지 영역의 훈련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e.g., Threll et al., 2009; Redick et al., 2013), 이 경우 각 집단의

참가자들이 훈련의 효과에 대하여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

는 장점이 있다.

2.2. 인지통제훈련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인지통제훈련을 진행한 연구들이 있다. 김

호영(2012)은 60-80세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지통제훈련을 실시하였다.

총 27명의 노인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훈련 집단=14명, 통제 집단=13

명), 과제 전환, 업데이팅, 억제, 이중 과제의 요소가 포함된 훈련을 8주

간 받았다. 연구에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퇴를 보이는 인지통제능

력이 훈련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지, 훈련의 효과가 다른 인지 기능에

까지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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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효과의 신경상관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훈련의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인지통제, 작업 기억, 관리 기능, 일화 기억, 그리고 일반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들을 실시하였고, 뇌 영상 촬영을 진행하였다. 훈련

결과 인지통제능력을 요구하는 인지통제 과제에서 훈련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작업 기억과 일화 기억 과제에서도 간섭의 해소를 필

요로 하는 재인 조건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관찰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

반 지적 능력에서도 훈련 효과의 일반화가 확인되었다. 대뇌의 기능적

변화를 비교한 결과, 훈련 전에 비하여 훈련 후 전두-두정 통제 네트워

크의 하위 영역들의 활성화가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인지통제 요소들을 훈련한 연구들이 있다.

10-1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제 전환 훈련을 실시한 결과 훈련이 진

행됨에 따라 반응 시간과 오류에 대한 전환 비용(switching cost)이 감

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Zinke, Einert, Pfennig, & Kliegel, 2012). 좀 더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도 몇몇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과

제 전환(e.g. Karbach & Kray, 2009), 작업 기억(e.g. Thorell et al.,

2009; Jaeggi et al., 2011; Loosli, Buschkuehl, Perrig, & Jaeggi, 2012;

Karbach et al., 2015) 등을 각각 훈련시켰으며, 훈련 후 인지 기능이 향

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억제 과제만을 포함하는 훈련은 아직 보고

된 바 없으며(Karbach & Unger, 2014), 통제 집단으로서 취학 전 아동

에게 억제 능력을 훈련시킨 연구는 찾을 수 있다(e.g., Thorell et al.,

2009). 이와 같이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

분 인지통제의 요소를 각각 훈련 시켰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훈련시킨 연

구는 드물다.

3.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인지통제능력이 발달 중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지통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이 청소년들의 인지통제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지 알아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지통제능력은 목

표지향적 행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정서 처리, 행동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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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인지통제능력

이 발달 중에 있으며, 미성숙한 인지통제능력은 충동성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인지

통제능력의 발달을 도울 수 있다면, 여러 이점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지통제훈련(김호영, 2012; Kim, Chey, Lee, In

submission)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인지통제능력의 4가지 하

위 요소를 7가지의 다양한 과제를 통하여 훈련한다. 이는 훈련을 통해서

특정한 인지 전략을 학습시키기 보다는 인지 처리 과정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과제별로

다양한 난이도를 포함하였으며, 수행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훈련 시간은 평균적인 인지 훈련 시간과 중학생

들의 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한 회당 30분으로 설정하였다. 통제 집단의

경우 플라시보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능동적 통제 집단을 포함하였다.

통제 집단에 인지적 부담이 유사한 다른 종류의 과제를 부과하는 경우

각각의 훈련이 인지 기능의 향상에 미친 효과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단점

이 존재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nonadaptive low-level)의 과제를 수행하

는 통제 집단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통제훈련은 훈련에서 향상시

키고자 하는 인지 영역인 인지통제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둘째, 인지통

제훈련은 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진 않았지만, 인지통제 과정이 도움

을 줄 수 있는 인지 기능(작업 기억, 일화 기억, 일반 인지 기능)을 향상

시킬 것이다. 셋째, 인지통제훈련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척도의 점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넷째, 인지통제훈련 과정은 훈련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훈련 참가자들의 개인차(초기 인지기능)는 인지

통제훈련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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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및 2학년 청소년들

이 참여하였다. 각각의 연구 참가자들은 중학교, 학원, 웹사이트를 통하

여 모집되었으며, 신경정신과적 병력이 있거나 두부 외상을 입은 경험이

있는 경우 배제되었다. 구체적으로 청각이나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

머리를 심하게 다치거나 의식을 잃은 경험이 있는 경우, ADHD, 강박

장애, 우울 장애 등의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배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호자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총 71명의 연구 참가자가 모집되었으며, 보호자 인터

뷰를 통하여 강박장애, ADHD 등의 이력이 있는 4명이 배제되었다. 이

후 3명의 연구 참가자가 사전 검사 중 연구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6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12.69세(훈련 집단: 12.71세, 통제 집단 12.66세)이고, 남자는 35명(훈련

집단: 19명, 통제 집단: 16명), 여자는 29명(훈련 집단: 16명, 통제 집단:

13명)이었다.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 간 나이(t=.32 , p=.751)와 성별(χ
2=.01 , p=.94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는 크게 사전 검사, 인지통제훈련, 사후 검사의 3단계로 이루어졌

다. 사전 검사에서는 훈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훈련 전 기저 인지

능력을 측정하였고, 이후 각각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에 무선 할당되었

다. 훈련 집단은 일주일에 5번씩 30분 동안 진행되는 훈련을, 통제 집단

은 일주일에 2번씩 10분 동안 진행되는 훈련을 총 6주간 실시하였다. 인

지통제훈련은 가정에서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전체 훈련의

80%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성실하게 훈련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하여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훈련 집단: 10명, 통제 집단: 1명). 훈련

이 끝난 후, 각각의 학생들은 사전 검사와 동일한 절차로 사후 검사를

받았다. 훈련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사전 및 사후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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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전후 1달 이내에 실시되었으며, 두 집단의 검사-재검사 간격에 차

이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훈련 효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검사, 인지통제훈련, 사후 검사는 각기 다른 연구원에 의하여 이루

어졌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가자들은 연구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서면 동의서를 작성

하였다. 특히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경우, 법적대리인의 입회 아래 아

동용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2. 인지통제훈련

인지통제훈련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지통제훈련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임

상신경과학 연구실에서 개발한 것으로(김호영, 2012; Kim, Chey, Lee, In

submission), 이를 청소년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인지통제훈련 프로그램은 Stroop 색상-단어 과제, Simon 과제,

Eriksen flanker 과제, 이중 과제, Go/No-Go 과제, AX 연속 수행 과제,

전환 과제(switching task), 업데이팅 과제 등 인지통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과제들을 분석하여 개발되었다(김호영, 2012). 각 훈련과제들은

다양한 난이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인지적 부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청소년용 인지통제훈련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전 프로

그램을 보완, 개선하였다. 첫째, 청소년에게 좀 더 친근할 수 있도록 훈

련 프로그램의 디자인과 훈련에 사용되는 자극을 변경하였다. 둘째, 적절

한 인지적 자극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하였

다. 현재 레벨에서 정답률이 85% 이상일 경우 다음 레벨로 상승하게 되

며, 현재 레벨에서 정답률이 65% 미만일 경우 이전 레벨로 떨어지게 된

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에게 적합한 난이도로 구성되었던 기존의 훈련 프

로그램에 인지적으로 기능이 더 우수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난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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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도입하였다.

인지통제훈련 프로그램의 과제

인지통제훈련 프로그램은 훈련 집단용, 통제 집단용 두 가지로 구성된

다. 훈련 집단용 인지통제훈련 프로그램은 다음의 7가지 과제로 구성되

며, 각각의 훈련 과제들은 하나 이상의 인지통제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표 1).

표 1. 인지통제훈련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인지통제 영역

억제 과제 전환 업데이팅 이중 과제

네모칸 맞히기 O

가위바위보 O O O

별과 달 O O

색깔 외우기 O

위치 외우기 O

글자 외우기 O

클로버 세기 O O

① 네모칸 맞히기 : 4×4 혹은 5×5 타일의 한 행에 1∼4 혹은 1∼5까

지의 숫자가 하나씩 무선적으로 나타나면, 각 행에서 숫자가 적힌 칸이

왼쪽에서부터 몇 번째 칸인지 맞히는 과제이다. 이때 각각의 칸에 적힌

숫자의 의미는 무시하고, 숫자가 적힌 칸이 몇 번째 칸인지 맞혀야 한다

는 점에서 억제적 요소가 포함된다. 레벨 1과 레벨 2는 키보드의 숫자

키를 이용하여 반응을 입력한다. 반면 레벨 3과 레벨 4는 마우스를 이용

하여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는 두 개의 타일이 제시된다. 왼쪽의 타일은

레벨 1과 레벨 2와 마찬가지로 4×4 혹은 5×5 타일의 한 행에 1∼4 혹은

1∼5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무선적으로 나타나고, 오른쪽 타일에는 아무

런 숫자도 적혀 있지 않다. 참가자들은 왼쪽 타일에서 숫자가 적힌 칸의

위치를 오른쪽 타일에 전치시킨 위치를 클릭하여야 한다.

② 가위바위보 : 화면에 제시되는 손의 색에 따라 다른 규칙을 적용



- 18 -

하여 가위바위보를 하는 과제이다. 레벨 1은 ‘이기는 게임’(분홍색), 레벨

2는 ‘지는 게임’(파란색), 레벨 3은 손의 색에 따라 ‘이기는 게임’과 ‘지는

게임’을 해야 한다. 레벨 4에서는 ‘이기는 게임’과 ‘지는 게임’에 더하여

‘이전 게임과 같은 게임’(노란색)을 하는 난이도가 추가된다. 노란색 손이

제시되면, 참가자들은 바로 직전 시행에서와 같은 규칙을 적용하여 게임

을 하여야 한다. 이때 맥락에 따라 어떤 규칙이 적용될지를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 레벨 5에서는 ‘이기는 게임’과 ‘지는 게임’ 그리고 ‘이전 게

임과 반대의 게임’(초록색)을 하는 규칙이 포함된다. 레벨 6에서는 ‘이기

는 게임’과 ‘지는 게임’, ‘이전 게임과 같은 게임’, 그리고 ‘이전 게임과 반

대의 게임’을 하는 규칙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레벨이 증가하면

단순히 손의 색에 의존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없으며, 맥락을 고려한 작

업 기억 능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레벨 7에서는 ‘이기는 게임’과 ‘지

는 게임’에 더하여 ‘전전 게임과 같은 게임’(노란색), ‘전전 게임과 반대의

게임’(초록색)을 하는 규칙이 도입되어 좀 더 강도 높은 작업 기억 능력

을 요구한다.

③ 별과 달 : 별과 달 과제에서는 두 가지 규칙이 쌍을 이루어 적용되

며, 이를 통하여 규칙을 전환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 화면에는 2가지 색

(노란색/파란색)과 2가지 모양(별/달)의 시각 자극이 하나씩 제시되고,

참가자들은 규칙에 따라 반응을 해야 한다. 첫 번째 규칙은 노란색 달

혹은 파란색 별이 나오면 스페이스 바를 누르는 것이고, 두 번째 규칙은

앞의 시행에서 나온 도형과 다른 모양의 도형이 나왔을 때 스페이스 바

를 누르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한 자극에 주의를 기울여 반응을 하는 규

칙과 자극이 변하였을 때 반응을 하는 규칙을 연달아 수행함으로써 유연

하게 규칙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레벨 2는 앞에서 설명한 레벨 1과 같

은 게임이나, 자극의 제시 속도가 좀 더 빠르게 제시된다. 레벨 3과 4에

서는 각각의 자극들과 함께 이따금 해가 나타난다. 해의 역할을 레벨에

따라서 다른데, 레벨 3에서는 해가 있으면 기존의 반응을 하면 안 되고

레벨 4에서는 해가 있을 때에만 규칙에 따라 반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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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색깔 외우기 : 색깔 외우기 과제에서는 화면의 중앙에 주황, 파랑,

초록, 노랑, 검정 5가지의 색깔 네모들이 하나씩 제시된다. 참가자들은

제시되는 색깔 네모를 잘 보고 마지막에 제시된 n개의 색깔을 기억하여

야 한다. 레벨 1에서는 마지막에 제시되는 3개의 색깔을 기억해야 하고,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 기억해야 하는 숫자가 하나씩 늘어난다. 어떤 색

깔의 네모들이 제시될지는, 그리고 몇 개의 네모가 제시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참가자들은 계속 색깔 정보에 주의를 주고, 이전의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대체하여 작업 기억 속에 저장해야

한다.

⑤ 위치 외우기 : 색깔 외우기 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제시되는 자극이 색깔이 아닌 위치이다. 우측 위, 우측 아래, 좌측 위, 좌

측 아래, 가운데의 5가지 위치가 제시되며, 레벨에 따라 마지막에 제시되

는 n개의 위치를 기억해야 한다.

⑥ 글자 외우기 : 색깔 외우기 과제와 동일하나, 제시되는 자극이 글

자(가, 나, 다, 라, 마)이다.

⑦ 클로버 세기 : 클로버 세기는 Simon 과제와 미래 기억 과제를 동

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 과제 훈련이다. 화면의 오른쪽과 왼쪽에 초록

색 클로버와 주황색 클로버가 나타나고, 이때 초록색 클로버가 더 많을

경우 키보드에서 ‘/’를 누르고 주황색 클로버가 더 많을 경우 ‘z’를 눌러

야 한다. 참가자들은 더 많은 클로버가 제시되는 위치와 키보드를 통해

반응을 해야 하는 위치가 서로 다른 시행에서 나타나는 간섭을 극복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레벨에 따라 제시되는 클로버의 수가 3개, 5개, 7개, 9

개, 11개가 되는 경우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한다.

통제 집단용 훈련 프로그램은 총 7개의 과제 중에서 네모칸 맞추기,

가위바위보, 별과 달, 클로버 세기 4개의 과제만을 포함한다. 참가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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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칸 맞추기와 가위바위보, 별과 달 과제의 1단계와 단순히 초록색 클

로버가 더 많을 경우 키보드에서 ‘/’를 누르고 주황색 클로버가 더 많을

경우 ‘z’를 누르는 클로버 세기 1단계를 훈련받았다.

인지통제훈련 절차

인지통제훈련은 총 6주 간 진행되며,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에 속한

참가자들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훈련을 받았다(표 2, 3). 훈련 집단은 훈

련 과제를 익히는 첫 주를 제외하고 매 회 3개의 과제를 각각 10분씩 수

행하였으며, 통제 집단은 매 회 2개의 과제를 각각 5분씩 실시하였다. 훈

련은 각 가정에서 웹페이지를 통해 진행되었다. 원활한 훈련 진행을 위

하여 사전에 각각의 학생들에게 일대일로 훈련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를

하였으며, 담당 연구원은 훈련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였

다. 정해진 훈련을 2회 이상 받지 않았을 경우 훈련 일정을 다시 확인하

였으며, 주말에는 일주일 동안 받은 훈련의 요약과 남은 훈련 일수를 알

려주었다. 그 외에도 훈련 및 훈련 과제에 대한 질문, 문제 상황에 대하

여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였다. 하루에 예정된 훈련 과제가 모두 종료되

면, 참가자들은 그날의 훈련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하게 된다. 설문지는

훈련의 난이도와 관련된 것으로, "오늘 인지통제훈련 게임들은 어땠나

요?"라는 질문에 "지루했다", "할만했다", "힘들었다" 중 응답을 하게 된

다.

표 2. 인지통제훈련 일정: 훈련 집단

1주

1 (월) 2 (화) 3 (수) 4 (목) 5 (금)

네모칸 맞히기

별과 달

가위바위보

글자 외우기

별과 달

위치 외우기

색깔 외우기

클로버 세기

어려웠던

과제

2주

6 (월) 7 (화) 8 (수) 9 (목) 10 (금)

가위바위보

글자 외우기

별과 달

네모칸 맞히기

색깔 외우기

클로버 세기

위치 외우기

별과 달

가위바위보

네모칸 맞히기

색깔 외우기

클로버 세기

어려웠던

과제

3주
11 (월) 12 (화) 13 (수) 14 (목) 15 (금)

네모칸 맞히기 별과 달 네모칸 맞히기 클로버 세기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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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지통제훈련 일정: 통제 집단

색깔 외우기

클로버 세기

글자 외우기

가위바위보

위치 외우기

별과 달

가위바위보

글자 외우기
과제

4주

16 (월) 17 (화) 18 (수) 19 (목) 20 (금)

별과 달

색깔 외우기

클로버 세기

네모칸 맞히기

가위바위보

위치 외우기

클로버 세기

위치 외우기

가위바위보

네모칸 맞히기

글자 외우기

별과 달

어려웠던

과제

5주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별과 달

위치 외우기

가위바위보

네모칸 맞히기

색깔 외우기

클로버 세기

네모칸 맞히기

클로버 세기

색깔 외우기

가위바위보

글자 외우기

별과 달

어려웠던

과제

6주

26 (월) 27 (화) 28 (수) 29 (목) 30 (금)

클로버 세기

가위바위보

글자 외우기

네모칸 맞히기

위치 외우기

클로버 세기

별과 달

글자 외우기

가위바위보

네모칸 맞히기

색깔 외우기

별과 달

어려웠던

과제

1주

1 (월/화) 2 (수/목)

네모칸 맞히기

별과 달

가위바위보

클로버 세기

2주

3 (월/화) 4 (수/목)

네모칸 맞히기

가위바위보

별과 달

클로버 세기

3주

5 (월/화) 6 (수/목)

네모칸 맞히기

클로버 세기

별과 달

가위바위보

4주

7 (월/화) 8 (수/목)

네모칸 맞히기

가위바위보

별과 달

클로버 세기

5주

9 (월/화) 10 (수/목)

네모칸 맞히기

별과 달

가위바위보

클로버 세기

6주

11 (월/화) 12 (수/목)

네모칸 맞히기

가위바위보

별과 달

클로버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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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도구

훈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지통제능력, 작업 기억, 일화 기억,

일반 지능,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는 검사 및 설문을 실시하

였다.

인지통제 검사

스트룹 아동 색상-단어 검사(Stroop color and word test

children's version, 신민섭 & 박민주, 2007): 스트룹 아동 색상-단어

검사는 억제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과제이다(Golden,

Freshwater, & Zarabeth, 2003). 단어, 색상, 색상-단어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어진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단어를 말해야 한다. 단어 과제에

서는 단순히 검은색으로 쓰인 글자를 읽어야 하고, 색상 과제에서는

XXXX가 쓰인 색상의 이름을 말해야 한다. 반면 색상-단어 과제는 단어

가 쓰인 색과 뜻이 일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단어가 쓰인 색상을 말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때 글자를 읽는 자동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단어가 쓰

인 색상을 말해야 하는데, 이는 전두엽의 억제 과정을 필요로 함으로 반

응시간이 느려지게 된다(Dempster, 1992).

길 만들기 검사(Trail Making Test, TMT): 한국판 CERAD 평가

집 제1판(The Korea Version of CERAD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battery, CERAD-K; 우종인 등, 2003)에 수록되어 있는

TMT A, B를 실시하였다. TMT A는 무작위로 배치되어 있는 25개의

숫자 원들을 순서대로 잇는 과제(➀-➁-➂-➃-...)이고, TMT B는 무작

위로 배치되어 있는 13개의 숫자 원과 12개의 문자 원을 번갈아 가며 순

서대로 잇는 과제(➀-㉠-➁-㉡-➂-㉢...)이다. TMT A는 주의력, 순서

배열, 시공간 탐색, 운동 기능 등을 측정하며, TMT B는 이에 더하여 정

신적 유연성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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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기억 검사

숫자(Digit Span, DS): DS는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 4판

(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K-WAIS-IV; 황순택, 김지혜, 박

광배, 최진영, 홍상황, 2012)에 포함된 소검사 중 하나로 작업 기억을 측

정한다. DS는 숫자 순서대로 따라하기(DSF),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DSB), 숫자 순서대로 따라하기(DSS)로 구성되어 있다. DSF에서는 불

러준 순서 그대로 숫자를 말해야 하고, DSB에서는 불러준 숫자를 역순

으로 말해야 한다. 그리고 DSS에서는 불러주는 숫자들을 작은 순서대로

말해야 한다.

산수(Arithmetic, AR):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4판

(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IV, K-WISC-IV; 곽

금주, 오상우, 김청택, 2011)에 수록되어 작업 기억을 측정하는 소검사이

다. 검사자가 산수 문제를 불러주면 이를 제한 시간 내에 암산으로 풀어

야 한다.

기호폭(Symbol Span, SSP): 한국판 웩슬러 기억 검사 4판

(Korean-Wechsler memory Scale, K-WMS-IV; 최진영, 김지혜, 박광배,

황순택, 홍상황, 2012)에 수록되어 시각 작업기억을 측정하는 소검사 중

하나이다. SSP는 여러 추상적인 기호들이 있는 페이지를 잠시 보여준

후, 다음 페이지에서 제시되는 여러 기호들 중 앞서 보았던 기호들을 순

서대로 기억해야 하는 과제이다.

일화 기억 검사

단어 연합(Verbal Paired Associates, VPA): K-WMS-IV에서 청각

기억을 측정하기 위한 소검사 중 하나로, 연합된 단어쌍을 기억하는 것

을 평가한다. 즉각회상, 지연회상, 재인 조건으로 구성된다. 즉각회상에서

는 14개의 단어쌍을 4번에 걸쳐 학습하는데, 단어쌍을 불러준 후에 각

단어쌍의 첫 번째 단어를 불러주면 짝지어진 다른 단어를 이야기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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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연회상은 즉각회상 검사가 끝난 후 15-30분 후에 실시되며, 연합

된 정보에 대한 지연 기억을 측정한다. 즉각회상과 마찬가지로 각 쌍의

첫 번째 단어를 불러주면 짝지어진 단어를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

인은 불러 주는 단어쌍이 기억했던 단어쌍인지 새로운 단어쌍인지 구분

하는 과제이다.

디자인(Designs, DE): K-WMS-IV에서 시각 기억을 측정하는 소검

사로, 즉각회상, 지연회상, 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각회상에서는 기억

격자판에 배치되어 있는 추상적인 시각 자극을 잘 기억하였다가 이를 그

대로 빈 격자판에 옮겨야 한다. 이때 참가자들은 표적 자극과 간섭 자극

을 구분하고, 표적 자극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지연회상은 즉

각회상 검사가 끝난 후 15-30분 후에 실시되며, 즉각회상에서와 마찬가

지로 빈 격자판에 표적 자극을 배치하여야 한다. 재인 조건에서는 여러

가지 자극이 배치된 격자판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이전에 보았던 것과

모양과 위치가 일치하는 그림, 즉 기억해야 했던 그림을 두 개를 고르도

록 한다.

지능 검사

어휘(Vocabulary, VC): K-WISC-IV에서 언어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소검사로, 그림 문항과 말하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문항에서는

소책자에 그려진 물체의 이름을 말해야 하고, 말하기 문항에서는 불러

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야 하는 과제이다.

토막짜기(Block Design, BD): K-WISC-IV에서 지각추론 능력을 측

정하는 소검사로, 주어진 토막을 이용하여 제시되는 그림과 같은 모양을

만드는 과제이다. 토막은 흰색 면과 빨간색 면, 그리고 반은 흰색이고 반

은 빨간색인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동일한 토막 2개, 4개, 9개를 이

용하여, 제한 시간 내에 제시된 그림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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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추리(Matrix Reasoning, MR): K-WISC-IV에서 지각추론 능력

을 측정하는 소검사로, 주어진 행렬을 보고 빈칸에 어떤 그림이 들어갈

지 다섯 개의 선택지에서 골라야 한다.

중독 자기보고 설문지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신광우 등, 2011):　스마트폰 중독 자

가진단 척도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적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폐해를 예방하고자 개발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응답

을 해야 하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인하

여 학교성적이 떨어졌는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한지, 스마

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려운지 등의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 요인으로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점수를 구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구인의 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신광우 등, 2011):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는 학교와 상담 장면에서 인터넷 중독의 수준과 양상을 간편하게 진

단하기 위하여 개발된 자기보고 설문지이다. 4점 척도의 15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하위 요인으로는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점수를 구할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구인의 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인터넷의 사용으로 건강이 나빠지거나 계획한 일들을 하지 못하

였는지,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초조한 지 등을

묻는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4. 분석 방법

인지통제훈련이 청소년들의 인지 기능 및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전, 사전에 실시한 인지 기능 검사 및 중독 자가진단 척도에서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과 카이제곱(χ²) 교차분석(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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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후 각 집단에서 인지 기능 검사 점

수의 사전-사후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 표본 t-검정

(paired t-test)을 실시하였고, 효과 크기를 알아보았다. 효과 크기는 사

후 검사의 점수에서 사전 검사의 점수를 뺀 값으로 계산하였으며, 표본

의 크기를 고려한 Hedges‘s g 계산법을 따랐다. 효과 크기에 대한 해석

은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에 의해(Hedges & Olkin, 2014), 0.2이면

작은(small) 효과, 0.5이면 중간(medium) 효과, 0.8이면 큰(large)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수의 증가가 훈련으로 인한 것인지 확

인하기 위하여 훈련 전과 후를 집단 내 변인으로 하고, 훈련 집단과 통

제 집단을 집단 간 변인으로 하는 혼합설계, 반복측정 분산분석(mixed

design, repeated measure ANOVA)을 하였다. 또한 인지 기능에 더하여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점수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대응 표본 t-검정과 효과 크기를 알아보았다.

인지통제훈련 과정이 훈련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훈련 과제에서의 수행 향상 정도와 사전-사후의 인지 기능 점수

및 중독 척도 점수의 변화량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상관 분석을 실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인지통제훈련 참가자들의 개인차가 훈련의 효과에 어

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기저 인지 능력에 따라 사전-사

후의 인지 기능 점수의 변화량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상관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기저 인지 기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나누어 대응

표본 t-검정과 효과 크기를 비교하였다.

훈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훈련을 성실하게 받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끝까지 완수(전체 훈련의 80% 이상 참여)한 참

가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결과

인지통제훈련이 인지 기능 및 중독 척도 점수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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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서 인구학적 특성 및 기저 수행 수준에서 집단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았다. 분석은 인지통제훈련을 모두 완수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훈련에 참여한 64명의 참가자 중 훈련 집단 참가자 3명은 훈련 중

연구 참여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훈련 집단 참가자 7명과 통제 집단 참

가자 1명은 전체 훈련의 80%를 완수하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은 나이, 검사-재검사

간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며, 카이제곱 교차분석 결과 성별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표 4). 또한 각 집단의 사전 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 모든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5). 따라서 두 집

단은 인지 기능 및 중독 척도 점수에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4.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훈련 집단 (n=25) 통제 집단 (n=28)
t/χ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나이 12.76(.88) 12.64(.62) .55

성별(남:여) 14:11 16:12 .01
검사-재검사 간격 68.56(8.98) 71.71(12.64) -1.04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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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의 기저 점수

훈련 집단(n=25) 통제 집단(n=28)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인지통제능력
Stroop W 85.25(11.18) 81.43(11.44) 1.21
Stroop C 66.75(8.73) 67.64(10.50) -.33
Stroop CW 47.50(9.44) 47.21(9.16) .11
TMT A 23.72(6.22) 21.10(5.50) 1.58
TMT B 54.13(15.45) 55.54(18.00) -.30

작업 기억
SSP 27.92(4.25) 27.75(4.33) .14
DS 32.76(5.17) 32.32(4.26) .34
AR 29.28(1.75) 28.61(2.33) 1.20

일화 기억
VPA1 46.60(6.77) 48.07(5.27) -.89
VPA2 recall 13.52(.87) 13.71(.81) -.84
VPA2 recog 39.88(.44) 39.82(.39) .51
DE1 88.96(10.27) 87.61(10.61) .47
DE2 recall 80.88(11.91) 79.32(11.57) .48
DE2 recog 19.68(2.75) 18.70(2.72) 1.29

지능
BD 55.56(7.75) 55.54(7.90) .01
MR 28.84(2.88) 28.54(2.96) .38
VC 55.28(4.96) 53.07(7.83) 1.21

중독 척도
인터넷 25.32(6.68) 24.04(6.26) .72
스마트폰 30.20(8.09) 28.54(7.18) .79

* p<.05, ** p<.01, *** p<.001

Stroop W: Stroop word, Stroop C: Stroop color, Stroop CW: Stroop color and word, TMT A: Trail Making

Test A, TMT B: Trail Making Test B, SSP: Symbol Span, DS: Digit Span, AR: Arithmetic, VPA1: Verbal

Paired Associate immediate recall, VPA2 recall: Verbal Paired Associated delayed recall, VPA2 recog: Verbal

Paired Associates recognition, DE1: Design1 immediate recall, DE2 recall: Design delayed recall, DE2 recog:

Design recognition, BD: Block Design, MR: Matrix Reasoning, VC: Vocabulary, 인터넷: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스마트폰: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Stroop 검사의 경우, 적록색약이 있는 훈련 집단 참가자 1명을 제외한 결과

TMT 검사의 경우, 가-나-다-...의 순서를 알지 못하는 참가자 3명(훈련 집단 1명, 통제 집단 2명)을 제외한 결과

DE2 recog 검사의 경우, 검사 실시 상의 문제로 인하여 통제 집단 참가자 1명을 제외한 결과

인지통제훈련 과제 수행

인지통제훈련에 포함되어 있는 7가지 과제의 수행 수준을 분석하였다.

총 25명의 훈련 참가자 중 색약으로 인하여 가위바위보, 클로버 세기, 색

깔 외우기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참가자 1명, 훈련 프로그램 상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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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네모칸 맞히기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참가자 1명, 훈련 프로그램

의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일부 수행 데이터가 누락된 참가자 1명은 일부

과제에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네모칸 맞히기, 가위바위보, 별과 달, 그리고 클로버 세기 과제는 모든

훈련 참가자들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지막 레벨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과제를 몇 회 시도한 후에 마지막 레벨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았

다. 그림 2는 네모칸 맞히기, 가위바위보, 별과 달, 클로버 세기 훈련 과

제 수행에 대한 히스토그램이다. x축은 마지막 레벨에 도달하기까지 과

제를 시도한 횟수를 의미하고, y축은 그 횟수에 대한 빈도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훈련 참가자들은 과제를 4회 가량 시도한 후에 마지막 레벨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네모칸 맞히기 (나) 가위바위보

(다) 별과 달 (라) 클로버 세기

그림 2. 인지통제훈련 4개 과제 수행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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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색깔, 위치, 글자 외우기의 경우 마지막 레벨이 존재하기 않기 때

문에 훈련 중 도달한 가장 높은 레벨이 몇인지 알아보았다. 그림 3은

외우기 훈련 과제의 수행에 대한 히스토그램이다. x축은 훈련 중 도달한

가장 높은 레벨을 의미하고, y축은 해당 레벨의 빈도를 나타낸다. 전반

적으로 레벨 1에서 레벨 4까지의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과제에서 레벨 2와 레벨 3에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위

치 외우기의 경우 레벨 4까지 도달한 참가자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대

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글자 외우기의 경우 가장 변산이

크게 나타나 개인별로 난이도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색깔 외우기 (나) 위치 외우기

(다) 글자 외우기

그림 3. 인지통제훈련 외우기 과제 수행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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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기능 검사에서의 훈련 효과

훈련 후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은 각각의 인지 기능 검사에서 점수의

향상을 보였다(표 6). 사전 검사 점수와 사후 검사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

한 차이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훈련

집단의 경우, 인지통제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Stroop과 TMT 검사에서

사후에 유의미하게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troop 검사의 단어

(p<.001), 색상(p=.001), 색상-단어(p<.001) 조건 모두에서 점수가 증가하

였으며, TMT 검사에서는 A조건에서만 점수가 증가하였다(p=.002). 통제

집단도 Stroop 검사에서 사후 점수가 증가하였고(p<.001, p<.001, p=.048),

TMT 검사에서는 훈련 집단과 달리 B조건에서 점수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작업 기억 검사의 경우 훈련 집단은 SSP 검사에서 훈

련 후 점수가 향상된 것이 관찰되었다(p=.023). 그리고 일화 기억 검사에

서 훈련 집단은 VPA 검사의 즉각회상(p<.001) 및 지연회상(p=.032) 조건

과 DE 검사의 즉각회상(p=.009), 지연회상(p=.008), 재인(p=.003) 조건에

서 점수가 향상되었다. 통제 집단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VPA 지연회상 조건에서는 점수의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지능 중 지각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BD 검사의 점수는 훈련 집

단(p<.001)과 통제 집단(p=.042)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이 관찰되었

다.

대응표본 t-검정 결과, Stroop 검사의 단어, 색상, 색상-단어 조건,

VPA 검사의 즉각회상 조건, DE 검사의 즉각회상, 지연회상, 재인 조건,

그리고 BD 검사는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훈련 후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MT 검사의 A조건, SSP, VPA 검사의 지연

회상 조건의 경우 훈련 집단에서만 사후에 유의미한 점수의 증가가 관찰

되었다.

각 검사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량에 대한 효과 크기는 다음과

같다(그림 4-7). 훈련 집단의 경우 Stroop 단어 및 색상-단어 조건,

VPA 즉각회상 조건, BD 검사에서 큰 효과 크기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통제 집단은 Stroop 단어 조건, TMT B조건, VPA 즉각회상 조건,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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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회상 조건에서 큰 효과가 나타났다.

Word: Stroop word, Color: Stroop color, ColorWord: Stroop color and word,

Interferece(간섭 지수): 색상(Color) 조건에서 읽은 단어의 개수-색상-단어

(ColorWord) 조건에서 읽은 단어의 개수.

적록색약이 있는 훈련 집단 참가자 1명을 제외한 결과

TMTa: Trail Making Test A, TMTb: Trail Making Test B, TMTi(간섭 지수):

TMTb 검사 완료 시간-TMTa 검사 완료 시간.

가-나-다-...의 순서를 알지 못하는 참가자 3명(훈련 집단 1명, 통제 집단 2명)을 제

외한 결과

그림 4. 인지통제 검사에서 집단 별 사전-사후 간 효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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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Digit Span, SSP: Symbol Span, AR: Arithmetic

그림 5. 작업 기억 검사에서 집단 별 사전-사후 간 효과 크기

VPA1: Verbal Paired Associate immediate recall, VPA2_recall: Verbal Paired Associated

delayed recall, VPA2_recog: Verbal Paired Associates recognition, DE1: Design1

immediate recall, DE2_recall: Design delayed recall, DE2_recog: Design recognition

DE2_recog 검사의 경우, 검사 실시 상의 문제로 인하여 통제 집단 1명을 제외한 결과

그림 6. 일화 기억 검사에서 집단 별 사전-사후 간 효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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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Block Design, MR: Matrix Reasoning, VC: Vocabulary

그림 7. 지능 검사에서 집단 별 사전-사후 간 효과 크기

다음으로 이러한 사전-사후 점수의 증가가 인지통제훈련에 의한 유의

미한 효과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 측정 ANOVA 분석을 실시하였

다(표 6). 분석 결과 지각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BD 검사에서 집단×훈

련 전후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F(1,51)=7.93, p=.007). 대응표본 t-

검정과 반복 측정 ANOVA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훈련 집단과 통제 집

단 모두 사후 검사에서 점수가 향상되었으나 훈련 집단에서 더 많은 점

수의 향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은 시간에 따른 집단별

BD 검사의 수행을 나타내고 있다. 사전 검사에서 훈련 집단과 통제 집

단은 거의 유사한 점수를 보였으나, 사후 검사에서 훈련 집단의 참가자

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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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토막 짜기 검사에서 집단 별 사전-사후 검사의 수행

통제 집단
훈련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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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인지 기능 검사

훈련 집단(n=25) 통제 집단(n=28) group

사전 사후 t 사전 사후 t
group time x time

F F F

인지통제

Stroop W 85.25(11.18) 92.00(11.80) 4.692*** 81.43(11.44) 90.46(13.49) 5.668*** .741 52.560*** 1.102

Stroop C 66.75(8.73) 71.50(8.90) 3.944*** 67.64(10.50) 72.82(10.16) 4.281*** .189 33.408*** .062

Stroop CW 47.50(9.44) 54.42(10.22) 4.936*** 47.21(9.16) 50.79(13.07) 2.073* .513 21.353*** 2.172

TMT A 23.72(6.22) 19.42(4.73) -3.510** 21.10(5.50) 19.59(5.27) -1.556 .840 14.038*** 3.240·

TMT B 54.13(15.45) 46.35(14.29) -1.941 55.54(18.00) 44.44(15.19) -4.529*** .004 16.705*** .514

작업 기억

SSP 27.92(4.25) 31.16(6.16) 2.426* 27.75(4.33) 28.79(4.98) 1.653 1.187 9.005** 3.393

DS 32.76(5.17) 33.60(5.31) 1.151 32.32(4.26) 32.93(5.13) .838 .192 1.970 .051

AR 29.28(1.75) 29.16(2.50) -.323 28.61(2.33) 28.93(1.84) .827 .760 .139 .667

일화 기억

VPA1 46.60(6.77) 52.16(3.64) 5.983*** 48.07(5.27) 53.46(1.75) 5.634*** 1.578 66.736*** .016

VPA2 recall 13.52(.87) 13.80(.50) 2.281* 13.71(.81) 13.86(.59) .724 .662 3.131· .329

VPA2 recog 39.88(.44) 39.96(.20) .811 39.82(.39) 39.93(.26) 1.140 .514 1.884 .040

DE1 88.96(10.27) 96.76(15.76) 2.829** 87.61(10.61) 95.14(10.35) 3.972*** .275 21.752*** .006

DE2 recall 80.88(11.91) 87.92(18.91) 2.872** 79.32(11.57) 87.61(11.72) 4.934*** .072 27.579*** .182

DE2 recog 19.68(2.75) 21.24(2.20) 3.299** 18.70(2.72) 20.21(2.66) 3.486** 2.236 22.982***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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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 p<.05, ** p<.01, *** p<.001

Stroop W: Stroop word, Stroop C: Stroop color, Stroop CW: Stroop color and word, TMT A: Trail Making Test A, TMT B: Trail Making Test B,

SSP: Symbol Span, DS: Digit Span, AR: Arithmetic, VPA1: Verbal Paired Associate immediate recall, VPA2 recall: Verbal Paired Associated

delayed recall, VPA2 recog: Verbal Paired Associates recognition, DE1: Design1 immediate recall, DE2 recall: Design delayed recall, DE2 recog:

Design recognition, BD: Block Design, MR: Matrix Reasoning, VC: Vocabulary.

Stroop 검사의 경우, 적록색약이 있는 훈련 집단 참가자 1명을 제외한 결과

TMT 검사의 경우, 가-나-다-...의 순서를 알지 못하는 참가자 3명(훈련 집단 1명, 통제 집단 2명)을 제외한 결과

DE2 recog 검사의 경우, 검사 실시 상의 문제로 인하여 통제 집단 참가자 1명을 제외한 결과

훈련 집단(n=25) 통제 집단(n=28) group

사전 사후 t 사전 사후 t
group time x time

F F F

지능

BD 55.56(7.75) 61.48(4.81) 6.837*** 55.54(7.90) 57.68(6.40) 2.135* 1.178 36.152*** 7.934**

MR 28.84(2.88) 29.44(2.99) .857 28.54(2.96) 29.21(2.43) 1.123 .180 1.931 .007

VC 55.28(4.96) 55.80(6.06) .550 53.07(7.83) 54.71(7.16) 1.828 .928 2.748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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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척도에서의 훈련 효과

훈련 후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점수가 감소하였다. 사후 검사에서 점수가 감소한 것이 유의미한 차이인

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훈련 집단은 훈련

후 인터넷(p<.037) 및 스마트폰(p<.003) 중독척도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 집단의 경우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7). 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 훈련 집단은 인터넷 중독 척도에

서 작은 효과 크기를, 스마트폰 중독 척도에서 큰 효과 크기를 보였다.

반면에 통제 집단은 스마트폰 중독 척도에서만 작은 효과 크기를 보였다

(그림 9). 그러나 두 척도 모두에서 집단×훈련 전후 상호작용 효과가 관

찰되지는 않았다.

표 7.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중독 척도

* p<.05, ** p<.01, *** p<.001

Internet: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Smartphone: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그림 9. 중독 척도에서 집단 별 사전-사후 간 효과 크기

훈련 집단(n=25) 통제 집단(n=28)

사전 사후 t 사전 사후 t

심리 기능

인터넷 25.32(6.68) 23.12(6.89) 2.21* 24.04(6.26) 23.64(7.07) .34

스마트폰 30.20(8.09) 26.28(7.31) 3.26** 28.54(7.18) 27.07(7.52)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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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수행 수준과 인지 기능의 향상 정도

훈련에서 수행이 향상된 정도가 이후 인지 기능의 향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았다. 훈련 수행 수준은 과제에 따라 두 가지로 측정되었다. 먼

저 네모칸 맞히기, 가위바위보, 별과 달, 그리고 클로버 세기의 경우 과

제를 몇 번 시도한 후에 마지막 레벨에 이르렀는지로 측정되었으며, 색

깔, 위치, 글자 외우기의 경우 훈련 중 도달한 가장 높은 레벨로 측정되

었다.

인지 기능의 향상 정도와 상관 분석을 한 결과, 네모칸 맞히기 과제는

DE 즉각회상 조건(r=-.49, p=.019)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고, 별과 달

과제는 DE 지연회상 조건(r=-.448, p=.028)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클로버 세기 과제는 DS 검사(r=-.396, p=.050)와 상관이 있었다.

외우기 과제 중 색깔 외우기 과제는 AR 검사(r=.485, .019)와, 위치 외

우기 과제는 DE 즉각회상 조건(r=.429, p=.036), SSP(r=.564, p=.004),

BD 검사(r=-.483, p=.017)와, 마지막으로 글자 외우기 과제는 TMT B조

건(r=-.495, p=.014), TMT B조건에서 TMT A조건을 뺀 TMTi(r=-.454,

p=.026)와 각각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네모칸 맞히기와 별과 달, 클로버 세기 과제의 경우, 훈련에서 더 빨리

마지막 레벨에 도달할수록 DE 즉각회상 조건과 DE 지연회상 조건, DS

의 변화량이 컸다. 외우기 과제는 훈련 동안 기억폭이 증가할수록 인지

기능(TMTb, TMTi, SSP, AR, DE 즉각회상)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 반

면 위치 외우기 과제에서는 훈련 동안 기억폭이 증가할수록 BD 검사에

서 점수의 향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 인지 기능이 훈련에 미치는 영향

기저 인지 기능이 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저 인지

기능과 사전-사후 점수 변화량 사이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기저 인지 기

능은 사전에 실시한 VC와 MR 검사의 환산점수 합을 이용하여 추론하

였다. 일부 소검사를 이용하여 지능 수준을 추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

지가 있는데, 그 중 언어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VC와 지각추론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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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MR 소검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Hrabok, Brooks,

Fay-McClymont, & Sherman, 2014; Sattler & Dumont, 2004). 분석 결

과, 기저 인지 기능과 MR 검사는 상관이 -.447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

나(p=.025), 다른 검사들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훈련 참가자들을 기저 인지 기능이 높은 집단(n=12)과 낮은

집단(n=13)으로 나누어 사전-사후 검사에서의 점수 차이를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표 8, 9). 기저 인지 기능에 따른 집단 구분은 앞서 구한 사전

VC와 MR 검사의 환산점수 합을 이용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훈련의 효과의 경향성은 달라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효과 크기에 있어 기저 인지 기능이 높은 훈련 집단의 참가

자들이 더 큰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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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저 인지 기능이 높은 훈련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사전 사후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인지통제능력
Stroop W 85.91(13.90) 91.27(14.30) 3.53**

Stroop C 64.73(10.47) 71.18(11.57) 6.01***

Stroop CW 49.64(8.71) 53.64(9.92) 5.42***

TMT A 23.73(7.84) 18.99(5.10) -2.57*

TMT B 54.96(12.50) 48.72(13.56) -1.54
작업 기억
SSP 27.92(4.60) 31.58(6.91) 1.78
DS 33.92(5.57) 34.25(6.89) .32
AR 29.50(1.98) 29.50(2.02) .00

일화 기억
VPA1 48.75(5.26) 53.50(2.20) 4.42**

VPA2 recall 13.67(.65) 13.92(.29) 1.92
VPA2 recog 40.00(.00) 39.92(.29) -1.00
DE1 89.83(11.63) 103.25(9.81) 4.97***

DE2 recall 84.33(13.92) 92.17(17.22) 3.90**

DE2 recog 20.25(3.17) 22.00(1.41) 2.12
지능
BD 58.00(6.86) 63.42(4.03) 5.10***

MR 30.42(1.93) 30.58(2.58) .17
VC 58.25(3.55) 56.75(6.37) -1.15

중독 척도
인터넷 26.50(8.22) 22.83(7.96) -2.61*

스마트폰 28.42(9.36) 25.67(9.38) -1.37

* p<.05, ** p<.01, *** p<.001

Stroop W: Stroop word, Stroop C: Stroop color, Stroop CW: Stroop color and word, TMT A: Trail Making

Test A, TMT B: Trail Making Test B, SSP: Symbol Span, DS: Digit Span, AR: Arithmetic, VPA1: Verbal

Paired Associate immediate recall, VPA2 recall: Verbal Paired Associated delayed recall, VPA2 recog: Verbal

Paired Associates recognition, DE1: Design1 immediate recall, DE2 recall: Design delayed recall, DE2 recog:

Design recognition, BD: Block Design, MR: Matrix Reasoning, VC: Vocabulary, 인터넷: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스마트폰: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Stroop 검사의 경우, 적록색약이 있는 참가자 1명을 제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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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기저 인지 기능이 낮은 훈련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사전 사후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인지통제능력
Stroop W 84.69(8.83) 92.62(9.77) 3.40**

Stroop C 68.46(6.92) 71.77(6.31) 1.67
Stroop CW 45.69(9.99) 55.08(10.82) 4.02**

TMT A 23.70(4.41) 19.85(4.51) -2.29*

TMT B 53.30(18.48) 43.97(15.19) -1.31
작업 기억
SSP 27.92(4.10) 30.77(5.63) 1.58
DS 31.69(4.75) 33.00(3.46) 1.27
AR 29.08(1.55) 28.85(2.91) -.38

일화 기억
VPA1 44.62(7.58) 50.92(4.31) 4.21**

VPA2 recall 13.38(1.04) 13.69(.63) 1.48
VPA2 recog 39.77(.60) 40.00(.00) 1.39
DE1 88.15(9.25) 90.77(18.09) .61
DE2 recall 77.69(9.11) 84.00(20.20) 1.42
DE2 recog 19.15(2.30) 20.54(2.60) 2.64*

지능
BD 53.31(8.10) 59.69(4.92) 4.64**

MR 27.38(2.90) 28.38(3.04) .97
VC 52.54(4.56) 54.92(5.87) 2.02

중독 척도
인터넷 24.23(4.97) 23.38(6.06) -.63
스마트폰 31.85(6.67) 26.85(5.03) -3.58**

* p<.05, ** p<.01, *** p<.001

Stroop W: Stroop word, Stroop C: Stroop color, Stroop CW: Stroop color and word, TMT A: Trail Making

Test A, TMT B: Trail Making Test B, SSP: Symbol Span, DS: Digit Span, AR: Arithmetic, VPA1: Verbal

Paired Associate immediate recall, VPA2 recall: Verbal Paired Associated delayed recall, VPA2 recog: Verbal

Paired Associates recognition, DE1: Design1 immediate recall, DE2 recall: Design delayed recall, DE2 recog:

Design recognition, BD: Block Design, MR: Matrix Reasoning, VC: Vocabulary, 인터넷: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스마트폰: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TMT 검사의 경우, 가-나-다-...의 순서를 알지 못하는 참가자 1명을 제외한 결과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6주간 인지통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이후 인지 기능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척도에서의 점수가 어

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토막 짜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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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집단×훈련 전후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즉 토막 짜기 검사에

서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검사 점수가 향상되었지만 훈련 집단에

서의 점수 향상이 유의미하게 더 컸다. 또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기호폭 검사와 TMT A조건에서 훈련 집단은 사전-사후 간 수행이

향상되었지만 통제 집단은 그렇지 않았다. 반면 TMT B조건의 경우, 훈

련 집단은 사전-사후 간 수행이 향상되지 않았지만 통제 집단은 수행이

향상됨이 관찰되었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경우 훈련 집단

에서만 사전-사후 간 점수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통제훈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훈련에서 목

표로 하는 인지통제능력과 인지통제적 요소를 통하여 향상될 수 있는 다

른 인지 기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인지통제능력을 측정하는

Stroop 검사와 TMT 검사 점수의 변화를 보면, Stroop 검사는 훈련 후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점수의 향상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

한 점수의 향상은 훈련 집단에서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미

하지 않았다. Stroop 검사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점수가 유의하게 증

가하는 특성이 있는데(신민섭, 박민주, 2007), 이 때문에 훈련에 의한 점

수 향상의 효과가 발달에 의한 점수 향상의 효과보다 미미하게 작용하였

을 수 있다. 또한 Stroop 검사를 반복하여 측정한 연구들(e.g. Lemay,

Bédard, Rouleau, & Tremblay, 2004; Feinstein, Brown, & Ron, 1994)에

의하면, Stroop 검사를 재실시하였을 때 연습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TMT 검사의 경우, A조건은 훈련 집단에서 수행의 향상이 관찰되었

고 B조건은 통제 집단에서 수행의 향상이 나타났다. TMT 검사는 A조

건과 B조건으로 구성되어, A조건은 주의력, 순서 배열, 시공간 탐색, 운

동 기능 등을 측정하며 B조건은 정신적 유연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훈련 집단의 경우 인지통제능력이 과제와 관련되지 않

은 정보를 억제하고 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처리는 촉진함으로써 주의력

이 향상된 것일 수 있다. 반면 일반적으로 인지통제능력을 측정하는 검

사는 B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조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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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숫자 순서와 가-나-다 순서가 자동적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하는

데,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경우 외국에 거주했었다거나 기타 여

러 가지 이유로 가-나-다 순서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통제 집단 2명, 훈련 집단 1명). 또한 TMT 검사는 선을 잇기 시

작하는 시점에서 수검자가 선 잇기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는 시점을 검

사자가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검사자 변인이나 수검자의 성향에 의하여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훈련의 효과가 다른 인지 기능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였다.

훈련 과제에서 연습된 인지적 요소와의 유사성에 따라 전달 효과가 다르

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먼저 작업 기억 능력을 측정하는

기호폭, 산수, 숫자 검사 중 기호폭 검사에서 훈련 집단은 사전-사후 간

수행이 향상되었지만 통제 집단은 그렇지 않았다. 작업 기억은 어떠한

내용을 기억해야 하는가에 따라 언어적 작업 기억과 시각적 작업 기억으

로 나눌 수 있다. 기호폭의 경우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추상적 기

호들을 기억해야하는 검사로 시각적 작업 기억 능력을 측정한다. 인지통

제훈련에는 가위바위보, 색깔 외우기, 위치 외우기, 글자 외우기를 비롯

한 작업 기억 과제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으므로, 훈련 후 작업 기억 능

력이 향상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작업 기억을 측정하는 다른

검사인 산수와 숫자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들 검사는 모두

언어적 작업 기억을 측정하고 있다. 이는 훈련 프로그램의 특성에서 비

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훈련 프로그램은 모니터

화면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글자 외우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각 자극

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특히 네모칸 맞히기와 위치 외우기 등에

는 시공간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의 특

성으로 인하여 언어적 기능의 향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화 기억은 단어 연합과 디자인 검사를 통하여 측정되었는데,

먼저 청각 기억을 측정하기 위한 단어 연합 검사의 경우 훈련 집단은 즉

각회상과 지연회상 조건에서 유의미한 점수의 향상이 나타났고, 통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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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즉각회상 조건에서만 유의미한 점수의 향상이 나타났다. 기억 검사

의 경우 연습 효과가 과제 수행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두 집단

모두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어 연합 검사의 경우 이

미 사전 검사에서 천장 효과(ceiling effect)가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지연회상과 재인 조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훈련으로

인한 검사 점수의 향상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연

회상 조건에서는 훈련 집단만 점수의 향상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사전에 훈련 집단 참가자들의 수행이 좀 더 낮았기

때문일 수 있다. 시각 기억을 측정하기 위한 디자인 검사의 경우 즉각회

상, 지연회상, 재인 조건에서 두 집단 모두 사후 점수의 향상이 나타났

다. 디자인 검사의 경우 훈련 집단보다 통제 집단에서 효과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제 집단 참가자들에게 연습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토막 짜기는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검사 점수의 향상

이 관찰되었고, 특히 훈련 집단에서의 점수 향상이 유의미하게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토막 짜기는 WAIS와 WISC, 웩슬러 유아지능검사

(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WPPSI)에 모

두 포함되어 지각 추론(perceptual reasoning) 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소검사이다. 토막 짜기 검사는 기본적으로 추상적 시각 자극의 분석 및

종합, 비언어적 개념 형성, 시지각 및 시각적 조직화, 동시처리, 시각-운

동 협응, 지각적 자극에서 전경과 배경을 분리해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알려져 있다(곽금주 등, 2011).

토막 짜기 검사의 수행에는 분리, 경사, 회전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Shah & Frith, 1993). 분리(segmentation)는 전체 도형을 개개의 토막으

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게슈탈트 심리학(Gestalt psychology)에 의하면

지각에 있어 인간은 부분의 합보다 전체로서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다

(Wertheimer, 1923). 따라서 분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향성을

억제하고, 전체 도형을 개개의 토막에 새롭게 옮겨 구성하여야 한다. 어

린 아이들의 경우 어른과 비교하였을 때 이러한 경향성을 효율적으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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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지 못한다(Witkin, 1950). 다음으로 경사(obliqueness)는 전체 사각형

에서 선이 45° 기울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선을 파악하고 이를 분리해 내는 것이 필요한데 수평선이나 수

직선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 뇌 손상을 입은 아이들(Rudel & Teuber,

1971)이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Shapiro, 1951, 1952)의 경우 이

러한 요소에서 어려움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회전(rotation)은 전체 페이

지에서 전체 도형이 45° 기울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도형이 정사각형이

아닌 마름모꼴로 제시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진다. 토막 짜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려는 경향성을 억제하고 도형을

분리하여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경사나 회전 요소 또한 고려해야 한

다. 실제로 토막 짜기 검사의 후반부에는 경사와 회전을 포함하는 문항

들이 배치되어 난이도가 높아진다.

추가적으로 토막 짜기 검사의 14문항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10번 문항

까지는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정답을 맞혔고, 나머지 11번-14번 문항 중

특히 12번과 14번 문항에서 훈련 집단의 사전-사후 점수 향상이 유의하

게 나타났다. 12번 문항은 분리와 경사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기울어진

선을 파악하고 이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14번 문항은 분리와 회

전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난이도가 높다. 특히 14번 문항은 같은 회전

요소가 포함된 13번 문항과는 달리 그림자극에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회

전 여부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토막 짜기 검사는 지각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 검사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지통제훈련에 언어적 요소보다는 지각적 요소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는 점에서 토막 짜기 검사의 점수가 향상된 것은 이상하지 않다.

토막 짜기는 유동성 지능(Gf)을 측정하는 검사로 사용되어 왔으며, 다

른 Gf 검사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Carpenter, Just, & Shell,

1990). 또한 다른 Gf 검사와 같이 전두엽 손상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Lezak, 1995) 인지통제능력과 연결된다. 이에 토막 짜기는 때로는 중앙

집행 기능(central executive function)/전두엽 기능(frontal lobe function)

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e.g., Brown, Brockmole, G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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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y, 2012). 이렇듯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의 점수가 향

상된 점은 김호영(2012)의 노인 연구에서도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인지

통제훈련이 단순 주의력이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 것이 아닌 전반적인

인지 과정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수 있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경우 훈련 집단에서만 사전-사후 간

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 성향이 높은 경우 억제 능력이 떨

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지통제훈련을 통하여 억제 능력이 향상

되어 인터넷, 스마트폰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가능했을 수

있다. 또한 인지통제능력의 하위 요소들은 자기 조절(self-regulation) 과

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Hofmann, Schmeichel, & Baddeley, 2012), 훈

련을 통하여 향상된 인지통제능력이 자기 조절의 향상으로 이어진 결과

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지통제능력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인지 기능

일 뿐만 아니라, 행동적으로도 중요하다는 임상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훈련 과정과 개인차가 훈련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지 살펴보았다. 인지통제훈련 동안 훈련 과제에서 더 많은 수행의 향

상이 있었던 경우, 훈련의 효과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훈련을

더 열심히 수행한 참가자들이 훈련 과제에서 더 큰 수행의 향상을 나타

냈고, 이후 검사에서 더 좋은 점수를 얻은 것일 수 있다. 혹은 훈련 과제

에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은 참가자들이 이후 검사에서 더 큰 점수의 향상

을 보인 것일 수 있다. 훈련의 효과에 있어 개인차를 좀 더 탐색하기 위

하여 기저 인지 기능에 따른 훈련의 효과를 상관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행렬추리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저 인지 기능에 따라

훈련 집단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을

하면 전반적으로 훈련의 효과는 유사하였지만, 기저 인지 기능이 더 높

은 참가자들에게서 더 큰 효과 크기가 관찰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배

율 설명(magnification account)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초기 인지

기능이 높았던 참가자들이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전략을 더 잘 학습하고

받아들여 효과가 더 크게 관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 참

여한 참가들의 기저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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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한 훈련 과제를 사용한 김호영(2012)의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김호영(2012)에서는 인지통제기능을 측정하기 위하

여 CTT(Color Trails test, CTT)와 Stroop 색상-단어 검사(Stroop

Color-Word Test, Stroop), 작업 기억을 측정하기 위해 숫자폭(Digit

Span, DSP) 검사와 기호폭 검사, 관리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런던탑 검

사(Tower of London, TOL)와 Ruff 도형 유창성 검사(Ruff Figural

Fluency, RFF), 일화 기억을 측정하기 위해서 단어연합 검사와 디자인

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관리기능, 개념화, 구성, 기억 등의 다양

한 영역들로 구성되어 노인들의 일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

진 KDRS-2(최진영, 2011) 검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노인들에게 8주 간 인지통제훈련을 실시한 결과, CTT

와 Stroop 간섭 조건에서 훈련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작업 기억과 일화

기억 과제에서도 간섭의 해소를 필요로 하는 재인 조건에서 유의미한 효

과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일반 지적 능력에서도 훈련 효과의 일반화가

확인되었다.

노인과 비교하였을 때, 청소년의 경우 훈련의 효과가 대부분 유의미하

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한 가

지 설명으로는 인지통제훈련이 노인들에게 효과가 있는 만큼 청소년들에

게 효과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인과 비교하였을 때 청소년들은 이미

인지적 자극을 충분히 받고 있고, 이 때문에 추가적인 인지적 자극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Jolles, van Buchem, Crone, & Rombouts,

2013; Bavelier, Green, & Dye, 2010). 또한 일반적으로 인지 기능이 좋

지 않은 노인들과 달리 청소년들의 경우 일부 검사에서 천장 효과가 관

찰되어 훈련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단어 연합 검사

의 경우 즉각 회상을 제외한 지연 회상 및 재인 조건에서 거의 모든 참

가자들이 최고 점수를 획득하였다. 또한 노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청소년

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습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에 대한

동기나 기대의 수준도 효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노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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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인지통제훈련을 받고자 희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기 수준이 높았던 반면, 청소년들의 경우 전반적으

로 동기 수준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설계 상 사전 검사와 사후 검

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사전 검사는 일괄적으로

학생들의 방학 때 진행된 반면 사후 검사는 학기 중에 진행이 되었는데,

이 때문에 연구 참가자들은 사후 검사에서 졸거나 집중력이 저하되는 모

습을 보였다.

그동안 진행된 인지 훈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상 청소년 집단을 대

상으로 한 훈련 연구는 매우 드물다. Jolles, van Buchem, Rombouts,

Crone(2012)는 11-13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총 6주간의 작업 기억 훈

련을 실시한 바 있다. 훈련 후, 훈련 집단은 WISC에 포함된 숫자 검사

에서 점수의 향상을 보였으나 통제 집단과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훈련 과제 중 진행된 fMRI 분석 결과, 외측 전전두피질(lateral

PFC)의 활성화 증가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Jolles 등의 연구는 예비 연

구(pilot study)로서 참가자의 수가 적고(훈련 집단: 10명, 통제 집단: 8

명), 전달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된 7가지의 과제 중 훈련 전과

후에 모두 시행된 과제는 RSPM(Raven Standard Progressive Matrices)

과 숫자 검사이고 나머지 5가지 과제는 훈련 후에만 실시되었다는 점에

서 제한점이 있다. Loosli 등(2012)은 좀 더 어린 9-11세의 아동들을 대

상으로 작업 기억 훈련을 실시하였다. 2주간의 작업 기억 훈련 후 아동

들은 훈련된 작업 기억 과제에서 수행의 향상을 보였으며, 전달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검사 중 읽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SLT(Salzburger Lesetest)검사에서 수행의 향상을 나타냈다. 작업 기억

훈련은 일주일에 5회(월-금), 쉬는 시간 5분을 포함하여 총 17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연구자들은 비교적 적은 훈련 시간으로 인하여 유동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다른 전달 과제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

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작업 기억 훈련 후 실제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읽기 능력이 향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정상 발달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지통제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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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지 훈련 중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지고 있는 작업 기억 훈련의 경우, ADHD, 난독증과 같은 소아기 정

신 장애가 작업 기억의 손상과 관련되기 때문에(e.g., Barkley, 1997;

Schuchardt, Maehler, & Hasselhorn, 2008), 주로 임상적 집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또한 건강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처리 기반 작업 기

억 훈련의 효과를 알아 본 연구는 드물다(Karbach & Unger, 2014). 특

히 한국의 경우 인지 훈련은 주로 재활에 초점이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

어, 본 연구는 그간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인지 훈련의 영역을 넓히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훈련은 인지통제의 하위 요

소를 모두 포함하는 훈련(multi-component cognitive control training)으

로, 인지통제능력이 발달에 중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들

이 보이는 충동 행동을 적절한 시기에 억제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훈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어,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인지통제능력과 관련된 심리적 기능인 중독을 함께 측

정하여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통제훈

련은 담당 연구원의 지도 아래 각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각각의 참가자

들이 담당 연구원의 지도에 따라 훈련을 받았으며 즉각적으로 훈련에 대

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참가자들이 어떠

한 방식으로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이에 모

든 연구 참가자들에게 동등한 훈련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6

주 동안 꾸준히 피드백을 제공하고, 훈련의 성실도가 낮은 경우(수행률

80% 미만) 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훈련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훈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인지 기능 검사의 측정

질이 달랐다는 한계점이 있다. 연구에서 사용된 인지 기능 검사들의 점

수 분포를 보면, 각각의 검사들에 있어 변산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산의 차이는 훈련의 효과를 검증하는 통계적

분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효과에 대한 검사들 간의 비교를 어렵게 한

다. 또한 단어 연합과 같은 일부 검사에서 심한 부적 편포를 갖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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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 더 이상 점수의 향상을 기대하기 힘듦으로 훈련

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지통제훈련을 받은 청소년

들은 훈련을 받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하여 토막 짜기 검사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통제훈련이 지각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하며, 훈련이 유동 지능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또한

훈련 집단은 통제 집단과 달리 기호폭 검사와 TMT A조건에서 유의미

한 향상을 보였으며,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척도 점수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냈다. 이러한 점을 통하여 인지통제능력이 중요한 인지 기능

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추후 인지통제훈련의 효과가 어떠한 뇌의 기제에 의하여 나타났는

지에 대하여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지통제훈련이 청소년들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추적 연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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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청소년 인터넷사용 자가진단 척도

      년     월     일          학교      학년  (남, 여)   성명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
진 것 같다.

2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

3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4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두면 또 하고 싶
다.

5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6
실제에서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7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8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 보았지
만 실패한다.

9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10 인터넷을 하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다.

11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12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13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인터넷
이 생각나지 않는다.

14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
이 한다고 지적한다.

15 인터넷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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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청소년 스마트폰사용 자가진단 척도

      년     월     일          학교      학년  (남, 여)   성명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 성적
이 떨어졌다.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
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
다.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
기 힘들 것이다.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 보았
지만 실패한다.

5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 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7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
조해진다.

8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9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11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12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
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13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4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패닉상태
에 빠진다.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 습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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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control refers to the ability to adjust a series of thoughts

and behaviors corresponding to an internal goal. It enables appropriate

responses by facilitating information processing related to task and

inhibiting habitual and prepotent. Adolescence is a period in which

practice of cognitive control is immature and neural, behavioral

plasticities are high. Therefore, this period allows for higher chances

for improvements to be made by cognitive traini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Cognitive Control Training

developed by Clinical Neuroscience Lab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enhance adolescents' cognitive functions. Participants were middle

school students (aged 11-14) and performed 30 mins of cognitive

control training per day for 6 weeks. They also completed various

cognitive tests assessing cognitive control, working memory, episodic

memory, and general intelligence before and after training. After

training,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Block design tes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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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the training and the control group, while the training group had

improved significantly more than the control group. This result

implies that cognitive control training affect perceptual reasoning and

further suggests that the training may affect general fluid intelligence.

Additionall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training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Symbol Span and Trail Making

Test A and showed significant decreases in Internet and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These results signify that cognitive

control is an important cognitive function that can also affect daily

life behaviors.

keywords : cognitive control, cognitive training, inhibition,

updating, task switching,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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