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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민의 이해 

○ 도파민은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로 동·식물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하나이며 뇌신경 

세포의 흥분 전달 역할을 수행 

 도파민의 어원은 DOPA + Amine의 의미로 DOPA는 디옥시페닐알라닌의 약자로 

아미노산의 일종이며 Amine은 질소와 탄소가 연결된 유기물 의미 

- 1952년 스웨덴 의학자인 아르비드 칼손 교수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도파민과 

파키슨병과의 관계를 밝혀냄에 따라 2000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인간의 뇌에는 보상 회로 혹은 보상 체계라는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고 싶어하는 

기제가 뇌의 넓은 영역에 걸쳐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부위로 

생각되는 영역은 의지핵(중격측좌핵, Nucleus Accumbens)과 배쪽뒤판구역(복측

피개,VTA Ventral Tegmental Area)임 

- 이 두 영역은 모두 뇌에서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신경계를 흐르

는 대표적인 신경전달물질이 도파민 

 
 
 
 

[Summary] 

 도파민은 뇌 신경세포 흥분 전달 역할을 수행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행동과 인식, 자발적

인 움직임, 동기 부여, 주의, 작업 기억, 학습 등 다양한 역할에 관여 

• 적정한 도파민의 분비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부족이나 과다는 오히려 부작용 수반 

 높은 수준의 도파민 분비는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 

• 높은 수준의 도파민은 잠재적인 이익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든 반면 잠재적 손실에 대해

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식습관 또는 생활습관은 도파민 분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도파민 과다 

또는 부족을 유발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설탕, 카페인, 알코올, 비타민, 마그네슘 등 여러 섭취 물질들은 도파민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중독을 통해 장기적으로 도파민 과부족 현상을 초래 

 적절한 도파민 농도는 동기부여, 주의, 학습 등 다양한 면에서 개인의 능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의사 결정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 단 과도한 도파민은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미래 잠재적인 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더 큰 리

스크를 보유한 옵션을 선택하게 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의사결정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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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민은 행동과 인식, 자발적인 움직임, 동기 부여, 처벌과 보상, 주의, 작업 기억,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포함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행동 : 두뇌의 기저핵 부분이 행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파민

의 양이 해당 기관의 효율성에 관여함. 도파민 양이 부족하면 행동이 느려지

거나 체계적인 동작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도파민 양이 과도하면 반복적인 경

련이나 틱을 유발 

- 보상 추구 : 도파민은 뇌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뇌에서는 도파민의 분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 

- 약물 중독 : 코케인, 암페타민 두 물질 모두 도파민 분비량을 증대시켜 약물

에 중독되게 됨. 코케인은 도파민의 흡수를 방해해서 뇌안의 도파민 양을 증

대시키고 암페타민은 도파민 저장고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시켜 결과적으로 

도파민 양을 증대시킴 

- 기억력 : 전전두엽 부위에서 적당한 도파민 양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 이 또한 적정량을 벗어나면 기억력을 저하시킴 

- 집중력 : 시각적 자극은 뇌 안에서 도파민을 분비하여 주의를 한 곳에 집중시

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전전두엽 부위에서 도파민 저하는 주의

력 결핍 장애와 연관되어 있음 

 도파민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은 통해 적정한 도파민의 분비는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도파민 농도의 부족이나 과다 분비는 오히려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 도파민의 이동 경로  [그림 2] 자극별 도파민 분비 수준 

 

 

 

자료: 하이닥 뉴스  자료: National Institution on Drug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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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도파민의 역할 

○  높은 수준의 도파민 분비는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만들 수 있음1 

 런던 컬리지 대학에서 진행된 실험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도파민 분비는 도박 진

행시 더 리스크가 높은 옵션을 선택하는 것을 발견 

- 30명의 건강한 실험 참가자들은 두 가지 상황에서 도박을 진행하였는데 한번

은 엘도파(L-DOPA :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는 약물)를 복용한 상태에서 진행

하고 한번은 플라시보(속임약)을 복용한 후에 진행 

- 도박 실험시 참가자들은 안전하게 작은 이익을 선택하는 옵션과 리스크를 감수

하여 더 큰 이익을 얻거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 

이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작은 손실을 선택하는 옵션과 리스크를 감수하여 더 

큰 손실을 입거나 아무 손실도 입지 않는 옵션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 

-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선택 후 결과를 받을 때 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라는 설문에 답변 

 해당 실험을 통해 아래 3가지의 실험 결과 도출 

① 잠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경우 실험 참가자들은 엘도파를 복용한 후에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였지만 플레시보를 복용한 후에는 그러지 않았으며 잠재

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엘도파 / 플레시보 복용여부에 따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음 

② 엘도파를 복용한 실험 참가자들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와 상관없이 리스

크가 더 큰 옵션을 선택하였음 

③ 플라시보 복용시 이익의 크기가 더 크면 더 행복하다고 답변한 반면 엘도파를 

복용한 상태에서는 이익의 크기가 작든 크던 동일하게 행복하다고 답변 

 해당 실험을 진행한 연구진은 엘도파가 잠재적인 이익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

든 반면 잠재적 손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엘도파를 

복용시 이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으로 추측 

○ 노화에 따른 도파민 분비량 감소로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리스크가 적은 옵션 선택2 

 뇌 화학물질인 도파민은 10년마다 10%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스마트폰 앱 ‘The Great Brain Experiment’를 활용하여 전세계 25,189명의 참가

들을 통해 도파민의 분비량 감소가 도박을 진행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 

                                                           
1
 Journal of Neuroscience, 2015년 7월 

2
 Current Biology, 201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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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은 500점으로 시작하여 최대한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 도박 게임에 참

여. 안정적으로 50점을 회득하거나 리스크를 감수하여 50% 확률로 120점이나 

0점을 얻는 경우와 안정적으로 50점의 손실을 확정하거나 리스크를 감수하여 

50% 확률로 120점이나 0점의 손실을 입는 경우로 게임 구성 

 해당 실험을 진행 후 두 가지 실험 결과 발표 

① 노년층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는 옵션을 선택하는 비율이 

청년층보다 낮았으나 손실 관련 청년층과 노년층간 차이는 없음 

② 노년층은 청년층과 비슷한 수준의 실수를 기록하였으며 옵션을 선택함에 있어 

경제적 의사결정의 일관성 유지 

 노화에 따른 점진적인 도파민 분비 감소는 대부분 경제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

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단지 더 큰 이득을 얻는 리스크에 대해서만 덜 

수용적인 것으로 분석 

 

[그림 3] 엘도파의 도파민으로 변환  [그림 4] GBE 앱 화면 

 

 

 

자료: www.proteopedia.org  자료: Google Playstore 
 

 시사점 

○ 적절한 도파민의 농도는 동기부여, 주의, 학습 등 다양한 면에서 개인에게 긍정적으

로 작용하여 경제적 의사 결정시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음 

 도파민 부족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 무기력증, 자기 파괴 행위, 감정 기복 심화, 비만, 피로 등 다양한 증상을 수반

하며 이는 개인의 의사 결정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미국의 건강 관련 소식지3는 최근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도파민

의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소개 

                                                           
3
 University Health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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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또는 카페인 섭취의 제한 

- 타이로신(Tyrosine) / 비타민 C, E / 마그네슙의 충분한 섭취 등 

○ 하지만 과도한 도파민은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미래 잠재적인 이익 규모와 무관

하게 더 큰 리스크를 선택하게 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의사결정시 관련 고려 필요 

 알코올 또는 권력 중독도 도파민 분비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독일의 한 연구팀은 알코올 중독 사망자들의 뇌와 쥐실험을 통해 알코올 중독

은 도파민을 흡수하는 리셉터 수와 저장소를 감소시켜 도파민 분비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켜 정상적인 도파민 분비가 어렵게 되는 현상 관찰4 

- 세계적 신경심리학자 이안 로버트슨은 권력은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뇌의 전두엽에서 도파민을 분출하여 목표 지향적이 되고 전략적

인 사고를 하게 되지만 과도한 도파민은 이기심과 위선을 강화하고 위험을 인

식하지 않고 목표에 집착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고 밝힘5 

 이와 같이 도파민 과다 분비 상태에서 경제적 의사 결정시 제 3자의 조언이나 의

사결정 지연으로 잠재적 이익에 대해 지나친 긍정적인 시각을 견제할 필요 있음 

 

[그림 5] 도파민 전달 과정  [그림 6] 알코올 중독 관련 도파민 분비의 변화 

 

 

 

자료: 동아사이언스  자료: Proceeding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책임연구원 박진우(jinu.park@kbfg.com) ☎02)2073-5743> 

                                                           
4
 Proceeding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5
 성공한 리더되려면 자기 두뇌 속의 ‘사나운 개’ 길들여라, 매경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