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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ge-related differences in Event-
Related Potentials (ERP) components associated with processing of homonyms according 
to the context type of adnominal and verb phrases. Methods: A total of 42 participants 
(young 22, elderly 20)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stimuli were Korean sentences con-
taining homonyms. Each sentence had adnominal and verb phrase context, and each con-
text was biased toward dominant meaning or subdominant meaning. The target sentences 
were classified into four conditions depending on these contexts. Results: The elderly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accuracy and slower reaction time than the younger group. ERP 
results revealed that the N400 and P600 components emerged in the dominant meaning 
of the adnominal phrase context for the younger group, whereas the sustained negativity 
component emerged in the subdominant meaning of the adnominal phrase context. In 
contrast, the elderly group demonstrated delayed negativity in both the dominant and 
subdominant meanings of the adnominal phrase context. Conclusion: N400 and P600 
components in the younger group reflect difficulties in integrating lexical expectancy and 
monitoring process which trigger reanalysis when integration fails. Sustained negativity in 
the subdominant meaning of the adnominal phrase context from the young group seems 
to be associated with additional processing costs of inhibiting the dominant meaning of 
homonyms, which is more frequently activated than the subdominant meaning. The de-
layed negativity in the elderly group can likely be attributed to slowed cognitive-linguistic 
processing in interpreting the homony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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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로 노인 인구가 빠르

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년층의 건강 및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인지능력의 

감퇴가 관찰되며(Light, 1991), 여러 인지기능 가운데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언어능력의 변화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정확성과 명료성이 수반되어야 한

다. 따라서 하나의 언어표현이 둘 이상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언

어현상인 중의성(ambiguity) 처리 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사

소통 정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중의성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의 통사적 관계에 의

해서 나타나는 구조적 중의성(structural ambiguity)과 문장 속에 

사용된 어휘의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중의성인 어휘적 중의성

(lexical ambiguity)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어휘적 중의성을 해소

하기 위한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

어져 설명되어 왔다. 첫째, 맥락 의존적(context-dependent access) 

모형은 어휘적 중의성이 맥락 속에 나타나면 맥락에 적합한 의미만

이 활성화된다고 보았다(Glucksberg, Kreuz, & Rho, 1986; Simp-

son, 1981). 둘째, 순서적 접속(ordered access) 모형은 어휘적 중의성

의 의미 처리가 맥락에 관계없이 각 의미의 상대적 출현빈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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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빈도의 의미일수록 먼저 활성화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맥락과

의 일관성이 나타날 때까지 반복된다(Forster & Bednall, 1976). 셋

째, 다중접속(multiple access) 모형은 어휘적 중의성의 의미 처리 

시 항상 모든 의미가 맥락이나 의미 빈도와는 무관하게 활성화되

며, 맥락과 일치하는 의미는 모든 의미가 초기의 활성화 과정을 거

친 후에 선택된다고 보았다(Lucas, 1987; Onifer & Swinney, 1981; 

Swinney, 1979). 넷째, 재순서 접속(reordered access) 모형은 어휘

적 중의성 처리 시 우세한 주요 의미만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된다

고 보았다. 즉, 부가 의미는 맥락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반면, 주요 의

미는 맥락에 관계없이 활성화되어 처리부담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Duffy, Morris, & Rayner, 1988). 

특히 한국어의 경우 어휘적 중의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소

로 동음이의어(homonyms) 현상을 들 수 있다. 동음이의어란 철자

와 발음이 동일한 단어가 서로 관련 없는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의미한다. 실제로 1999년 국립국연구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약 34만 개의 표제어 중 동음이의어는 약 10만 

개로 약 30%에 달한다(Kang, 2005). 이는 한자어가 전체 어휘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으며(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05), 상이한 한자를 동일하게 발음하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이

와 같이 동음이의어가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큰 어려움 없

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어 의사소통 방식이 맥락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Kim, 2009).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 

대한 파악능력이 저하되거나, 맥락에 근거한 단서를 활용할 수 없

다면 동음이의어라는 어휘적 중의성 요소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문장처리에 대한 능력이 감

소하고 있는 집단으로서 중의성 처리가 문장처리 어려움을 유발하

는 요소가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장 수준에서 제시

된 맥락에 따른 동음이의어 처리 과정을 다룬 국내연구는 제한적

이며, 특히 한국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 행동실험의 반응시간 및 정반응률은 인지적 처리 과정의 결

과물이기 때문에 언어 표상과 처리 과정의 기저를 이루는 복잡한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실시간 처리 과정(real-time online process-

ing)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건관련전위(Event-Related Potentials, ERP)는 특정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나타나는 뇌

의 전기적 활동을 의미한다(Eum & Kim, 2004). 이것은 시간해상

도(temporal resolution)가 높아 인지 및 언어적 처리 과정이 실시간

으로 기록되므로, 청년층과 노년층 간 동음이의어 처리능력의 차

이를 실시간으로 살펴보는 데 유용한 연구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언어관련 ERP 성분(component)으로는 N400과 P600이 대표적

이다. N400 성분은 의미적 오류(semantic violation)에 대한 반응으

로 관찰되는 부적 방향의 정점이며(Luck, 2014), 기존 맥락에 통합

하기 어렵거나, 기존 맥락을 토대로 예측하기 어렵거나, 선행 어휘

에 의한 어휘적 활성화 정도가 낮은 어휘가 나타날 경우에도 N400

이 관찰된다(Kutas & Hillyard, 1984). P600 성분은 통사적 오류

(syntactic violation)에 대한 반응으로 관찰되는 정적 방향의 정점

이며(Luck, 2014), 단순히 통사적 위반뿐만 아니라 통사적으로 복

잡한 문장 처리 및 문장 전체 표상의 재구조화 또는 재분석 등의 영

향을 받는 문장 전체 구조의 의미 통합을 반영하는 성분으로 해석

되기도 한다(Brouwer, Fitz, & Hoeks, 2012; Friederici, Hahne, & 

Saddy, 2002; Kaan, Harris, Gibson, & Holcomb, 2000). 많은 동음

이의어 관련 ERP 연구에서 동음이의어 처리 과정에서 N400 성분

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Jeong, Yun, & Hong, 2015; Kle-

pousniotou, Pike, Steinhauer, & Gracco, 2012; Kwon, Cho, & Nam, 

2013; Lee & Federmeier, 2012; Na, 2014; Swaab, Brown, & Hagoort, 

2003), 반면, 동음이의어 처리에 대한 P600 성분에 대한 보고는 매

우 제한적인 편이다(Jeong et al., 2015). 

영어권에서 노화에 따른 동음이의어 처리능력 변화를 살펴본 선

행연구(Lee & Federmeier, 2012)를 찾아볼 수 있었다. 기존 연구는 

맥락의 의미적 제약으로 인한 동음이의어의 중의성 해소 능력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간 차이가 있는지를 ERP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중의적인 조건에서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N400 성분

이 감소하였으며, 동음이의어의 부가의미에서는 주요의미에서에 

비해 N400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노년층의 경우, 중의

성을 해소하는 정보가 제공되는 시점까지 동음이의어의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모두 활성화시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

로 보았다. 이처럼 청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ERP실험에서 청년층과는 달리 진폭이 감소

하거나 지연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동음이의

어 처리에 대한 ERP 연구는 청년층에 국한되어 있으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동음이의어 처리 관련 ERP 연구 중 어휘판단과제를 통해 

동음이의어 처리 과정을 살펴 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Kwon 등

(2013)에서는 동음이의어 단어의 처리 과정과 비동음이의어 단어

의 처리 과정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동음이의어 처리 시에 더 큰 

N400 성분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Na (2014)에서는 단어 빈

도를 고빈도와 저빈도로 분류하여, 동음이의어와 비동음이의어 간

의 빈도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비동음이의어 조건에 

비해 동음이의어 조건에서 N400이 강하게 발생하였으며, 고빈도 

조건에 비해 저빈도 조건에서 더욱 강한 N400이 발생하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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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앞의 두 연구와 달리, Jeong 등(2015)은 맥락유형에 따른 

동음이의어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동음이의어 전후에 편향 

맥락이 포함된 문장을 사용한 문장판단과제를 실시하였다. 실험 

시 문장 내의 동음이의어가 선행 맥락에 따라 주요의미, 부가의미 

또는 중립의미로 활성화되도록 조작하였으며, 선행 맥락에 의해 활

성화되는 동음이의어의 의미가 주요의미에 해당할 때, 해당 맥락

이 갖는 어휘적 예측력이 클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 결과, 주요의

미 맥락 조건에서 활성화된 동음이의어의 의미가 전체 문장의 의

미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어휘적 예측의 실패에 따른 N400과 전체 

의미 통합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P600이 함께 관찰되었다. 반면, 부

가의미 맥락 조건에서 활성화된 동음이의어의 의미가 전체 문장의 

의미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P600만 나타났다. 이는 동음이의

어에서 주요의미 맥락 조건과 부가의미 맥락 조건에 따른 효과가 

N400으로 반영된 선행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Kle-

pousniotou et al., 2012; Swaab et al., 2003).

이와 같이 국내에서 정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동음이의어 처리 과

정을 살펴본 ERP 연구는 있었으나 노화에 따른 한국어 동음이의

어 처리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ERP 연구는 없었다. 또한 언어병리

학에서 ERP를 적용하여 동음이의어 처리 과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동음이의어 처리 과정을 밝혀 중의성 해소에 문제

가 나타나는 단계 혹은 수행력 저하를 보이는 의미 표상 등을 밝혀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적절하고, 효율적인 중재를 제공하

기 위한 것이다. 즉, 문장 수준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을 비교하여 노

화에 따른 동음이의어 처리 시 ERP 성분들의 출현 특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청년층 

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문장판단과제를 실시하여 한국어 동음이의

어 처리 시 N400 성분과 P600 성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eong 등(2015)의 기존 연구 패러다임을 노년층에 

적용하여 동음이의어 전후에 편향 맥락이 포함된 구문을 제시한 

후, 각 문장이 의미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문장판단과제를 

실시하였다. 각 문장은 하나의 동음이의어와 이에 선행하는 관형

어 맥락과 동사구 맥락을 포함하며, 각각의 맥락은 동음이의어의 

주요의미에 편향된 경우 ‘주요의미 맥락’, 부가의미에 편향된 경우 

‘부가의미 맥락’으로 나뉜다. 관형어 맥락은 동음이의어의 의미를 

한정하고 이에 따라 뒤따라올 적절한 동사구 맥락유형을 결정하

며, 동사구 맥락은 관형어 맥락유형에 의해 한정된 동음이의어의 

의미와 같은 의미로 편향되었는지에 따라 문장의 적합성을 결정하

는 역할을 한다. 관형어 맥락 유형과 동사구 맥락유형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문장으로 판단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

적합한 문장으로 판단하는 패러다임을 사용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N400은 300-500 ms, P600은 500-700 ms 구간

에서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다(Kutas & Hillyard, 1983). 그러나 노

년층을 대상으로 N400과 P600 성분을 측정한 선행연구(Federmei-

er & Kutas, 2005; Lee & Federmeier, 2012; Olichney et al., 2008; 

Taler, Klepousniotou, & Phillips, 2009; Yoon, 2015)에서는 N400, 

P600 성분이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구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

간 창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Federmei-

er & Kutas, 2005; Olichney et al., 2008)를 참고하여 N400 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시간 창을 300-500 ms, P600 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시간 창을 500-800 ms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정상 청년층과 노년

층을 대상으로 ERP 실험을 진행하여 동음이의어 처리 시 맥락 유

형에 따라 자극 제시 후 300-500 ms, 500-800 ms 구간의 평균진폭

(mean amplitude)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형어 및 동사구 맥락 유형에 따라 문장판단과제의 정반

응률에서 청년층 및 노년층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가?

둘째, 관형어 및 동사구 맥락 유형에 따라 문장판단과제의 반응

시간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가?

셋째, 관형어 및 동사구 맥락 유형에 따라 자극제시 후 300-500 

ms 구간의 평균진폭 크기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가?

넷째, 관형어 및 동사구 맥락 유형에 따라 자극제시 후 500-800 

ms 구간의 평균진폭 크기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청년층 22명과 노년층 20명, 총 42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청년

층은 만 20-40세, 노년층은 만 60-80세로 집단을 구분하였다(Table 1).

모든 대상자는 공통적으로 (1)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2) 

교육연수가 6년 이상이며, (3)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4) 오른

손잡이이고 시력 혹은 교정시력이 정상이며, (5) 언어 및 인지발달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n participants

Young group (N= 22) Elderly group (N= 20)

Gender 
   Male   8   6
   Female 14 14
Age (yr) 27.59 (5.03) 65.60 (2.46)
Education (yr) 15.63 (1.47) 11.85 (2.5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r mean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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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제가 없고 신경학적, 정신적 병력이 없는 자이며, (6) 한국판 간

이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 K-

MMSE; Kang, 2006)결과가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라 정상 범위

(16%ile) 이상에 속하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노년층은 추가적으로 서울신경심리검사(Seoul Neuropsycho-

logical Screening Battery, SNSB; Kang & Na, 2003)의 하위항목 중, 

언어처리과제와 관련이 있는 구어기억검사에 해당하는 서울언어

학습검사(Seoul Verbal Learning Test, SVLT; Kang & Na, 2003)와 

집행기능 평가 범주에 해당하는 숫자 따라말하기 검사(Digit Span 

Test; Kang & Na, 2003)를 실시하여, 각 하위 과제의 점수가 연령 및 

교육연수를 반영하여 16%ile 이상인 자로 선정하였다. 

실험 자극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Jeong 등(2015)과 동일한 구문구

조를 사용하였으며, 동음이의어가 목적어 자리에 오는 ‘주어+관형

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의 5어절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단, 문

장을 구성하는 동음이의어(목적어)와 관형어, 동사구(부사어, 서

술어)의 선정은 노년층 대상자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변형하였다.

실험 자극에는 총 20개의 동음이의어가 사용되었으며, 다음의 

기준을 통해 선정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동음이의어는 (1) 2음

절 단어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2) 21세기 세종 말뭉치(National In-

stitute of Korean Language, 2000)를 사용하여 빈도 1,000 이상의 

고빈도 어휘 중에서 선정되었다. 빈도에 따라 하나의 동음이의어에 

대해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의미를 주요의미, 낮은 빈도로 사용되

는 의미를 부가의미로 구분하였으며, 주요의미와 부가의미 간의 차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3) 주요의미와 부가의미 간 빈도의 차이

가 500 이상 나도록 하였다. 또한, 부가의미의 사용빈도가 너무 낮

아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4) 부가의미

의 빈도가 적어도 50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였다.

하나의 동음이의어에 대해 관형어 맥락유형과 동사구(부사어+

서술어) 맥락유형에 따라 총 4가지 문장이 구성되었다. 각 맥락유형

의 의미의 편향성에 따라, 관형어 맥락유형과 동사구 맥락유형은 

각각 ‘주요의미 맥락’과 ‘부가의미 맥락’으로 나누어졌다. 예를 들

면, “여자가 다친 다리를 몹시 절다”라는 문장에서 목적어 ‘다리(신

체부위-legs)’에 선행하는 관형어 맥락인 ‘다친’과 후행하는 동사구 

맥락인 ‘몹시 절다’는 모두 동음이의어인 ‘다리’의 주요의미에 편향

된 ‘주요의미 맥락’으로 일치하여 의미적으로 적합한 문장을 구성

한다. 반면, “여자가 다친 다리를 간신히 건너다”라는 문장에서는 

관형어 맥락인 ‘다친’은 동음이의어 ‘다리(구조물-bridge)’의 주요

의미에 편향된 ‘주요의미 맥락’이지만 동사구 맥락인 ‘간신히 건너

다’는 부가의미에 편향된 ‘부가의미 맥락’으로 관형어 맥락유형과 

동사구 맥락유형이 일치하지 않아 의미적으로 부적합한 문장이 된

다. 이에 따른 실험문장의 예시는 Table 2에 제시하였으며, 전체 실

험문장의 목록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ERP 실험 시 동음이의어 전후의 편향 맥락이 모두 제시된 문장

의 마지막 단어인 동사가 ‘실험 단어(critical word)’가 되며, 동사가 

제시되기 200 ms 전부터 제시되고 난 후 900 ms까지를 ERP 분석 

범위로 설정하였다. 각 동음이의어에 대해 조건별로 20개의 문장

이 만들어졌으며, 40개의 메꿈 문장(filler sentence)을 하여 총 120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메꿈 문장은 동음이의어를 포함하지 않

은 실험문장과 동일한 구문구조의 5어절 문장으로 제작되었으며, 

메꿈문장도 실험문장과 마찬가지로 의미적으로 적합한 문장(예: 

남자가 작은 과녁을 정확히 맞추다)과 부적합한 문장(예: 여자가 넓

은 바다를 잘게 자르다)의 수를 동일하게 맞추었다.

실험 절차

실험 자극은 총 120개 문항으로 유사무작위 배열(pseudo-ran-

domization)하여 40문항씩 3세트로 구성되었으며, 한 세트가 끝난 

후에는 약 1분간 휴식하였다. ‘+’ 표시가 화면 가운데 나타나 피험

자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5어절 문장이 한 어절씩 나타났다 사라진 

뒤, 주어를 생략한 4어절 문장을 다시 한 번 제시하였다. 피험자에

게는 전체 문장이 제시되었을 때 ‘문장이 자연스럽고 말이 된다’라

고 생각하면 키보드 오른쪽에 표시된 파란색 버튼을, ‘문장이 자연

스럽지 않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왼쪽에 표시된 빨간색 버

튼을 누르도록 하였으며, 반응 시에는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버

Table 2. Examples of experimental sentences

Congruency
Context Sentence

Adnominal Verb Subject Adnominal Object Adverb Verb

Congruent Dominant Dominant yeoca-ka tachin tali-lul kansinhi kenneta
Incongruent Dominant Subdominant mopsi ceolta
Congruent Subdominant Subdominant namca-ka copun kansinhi kenneta
Incongruent Subdominant Dominant mopsi ce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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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을 누르도록 하였다.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 ‘+’ 표시가 나타나는 시간은 500 ms이며, 

한 어절씩 제시할 때의 1어절 제시 시간은 700 ms로 하였다. 시선 

고정 화면 및 어절 제시 화면 사이마다 200 ms의 빈 화면을 두었다. 

어절 제시 후 나타나는 전체 문장은 최대 4,000 ms 동안 제시되며, 

피험자가 반응을 하면 바로 사라지도록 하였다. 문장판단과제의 

자극 제시 순서는 Figure 1과 같다. 

또한 피험자가 문장판단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뇌전도 녹화가 

진행되었다. Brain Product사의 BrainAmp Standard와 actiCAP으

로 뇌전도를 측정하였으며, 뇌전도를 측정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파를 차단하도록 제작된 쉴드룸(shield room) 안에 피험자

의 두피에 전극을 부착하였다. 전극은 국제표준 방식인 10-20 sys-

tem (Jasper, 1958)에 따라 Fp1, Fp2, F7, F3, Fz, F4, F8, FC5, FC1, 

FC2, FC6, T7, C3, C2, C4, T8, TP9, CP5, CP1, CP2, CP6, TP10, P7, 

P3, Pz, P4, P8, O1, O2의 총 29개 부위에 부착하였다. 눈 깜박임을 

탐지하기 위해 오른쪽 눈 밑 약 10-15 mm 위치에 전극을 부착하여 

안전도(electrooculogram, EOG)를 측정하였다. 추가적인 기준 전

극(reference electrodes)은 피험자의 좌우 유양돌기(mastoids)에 

부착하였다. 뇌파 신호는 500 Hz로 샘플링되었고, 전극저항은 10 kΩ 

이하로 유지하였다.

자료분석

정반응률

문장판단과제의 정반응률은 피험자가 ‘문장이 자연스럽고, 말

이 되는지’ 혹은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지’ 판단

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관형어 맥락유형 및 동사구 맥락유형 조건

별로 정반응한 목표문장 수를 전체 목표문장 수로 나누어 백분율

(%)로 계산하였다. 

반응시간

반응시간은 화면에 전체 문장이 제시된 순간부터 피험자가 ‘문

장이 자연스럽고, 말이 되는지’ 혹은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고, 말

이 되지 않는지’ 판단하여 버튼을 누르기까지의 시간을 E-Prime을 

통해 자동으로 측정하였다. 문장판단과제의 반응시간은 밀리세컨

드(ms) 단위로 측정하였다. 또한 피험자가 정반응한 문항에 대해서

만 분석하였으며, 각 피험자가 정반응한 모든 문항의 평균 반응시

간에 대해 피험자 내 표준편차(SD)를 구하여 ±3 SD 범위를 벗어

나는 값은 이상값(outlier)으로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이후 피험자 간 이상값을 같은 절차를 적용하여 분리하여 최종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ERP 분석

피험자가 문장판단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얻는 EEG 데이터를 

MATLAB R2013b와 EEGLAB v12.02.2.5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피험자들이 문장판단과제에서 정반응한 시행들만을 

선택한 후, 250 Hz로 다시 샘플링(sampling)한 뒤, 실험단어(문장

의 마지막 어절)가 제시되기 전 200 ms부터 실험단어가 제시되기 

까지 200 ms 구간을 기저선으로 하여 실험단어가 제시된 시점부터 

실험 자극이 제시된 후 900 ms까지 총 1,100 ms 구간(epoch)을 잘

랐다. 인지작용과 관련된 뇌파 범위인 0.1-30 Hz로 대역 여과(band-

pass filter)하였으며, 눈 깜박임을 보정하기 위해서 안구 교정(ocu-

lar correction)을 한 뒤 기타 잡음들(artifacts)을 없애기 위해 ±50 

μV (micro volt)를 넘는 시행들(trial)은 제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남은 시행들을 관형어 맥락유형 및 동사구 맥락유형 조건

별로 추출하고 평균을 내어 각 집단의 평균 ERP 파형을 구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42명(청년층 22명, 노년층 20명) 중 문장판단과제

의 정확도 및 반응시간에서 이상값(outlier)으로 제외된 노년층 1명

을 제외한 총 41명(청년층 22명, 노년층 19명)의 자료가 행동데이터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ERP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에서 제외된 노년

층 청년층 1명을 제외한 총 40명(청년층 21명, 노년층 19명)의 자료

가 ERP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었다.

통계적 처리

두 집단(청년층, 노년층) 간 관형어와 동사구 맥락유형(주요, 부

가)에 따라 문장판단과제의 정반응률 및 반응시간의 차이가 유의

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혼합분산분석(three-way mixed ANO-

VA)을 실시하였다. 

또한, 두 집단(청년층, 노년층) 간 관형어와 동사구 맥락유형(주요, 

부가)에 따라 ERP의 평균진폭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

해 중심선 영역에서는 사원혼합분산분석(four-way mixed ANO-

VA), 좌우측 영역 및 전두-후두영역에서는 오원혼합분산분석(five-

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Statistics 

Figure 1. Experimental procedure.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n participants 

Young group 

(N=22) 

Elderly group 

(N=20) 

Gender    

  Male 8 6 

  Female 14 14 

Age (yr) 27.59 (5.03) 65.60 (2.46) 

Education (yr) 15.63 (1.47) 11.85 (2.5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r mean (SD). 

Table 2. Examples of experimental sentences 

Congruency 
Context Sentence 

Adnominal Verb Subject Adnominal Object Adverb Verb 

Congruent Dominant Dominant 
yeoca-ka tachin 

tali-lul

kansinhi kenneta 

Incongruent Dominant Subdominant mopsi ceolta 

Congruent Subdominant Subdominant namca-

ka 
copun 

kansinhi kenneta 

Incongruent Subdominant Dominant mopsi ceolta 

Figure 1. Experimental procedure. 

500 ms
700 ms

200 ms

4,0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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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관형어 및 동사구 맥락유형에 따른 집단 간 문장판단과제 

행동 분석

정반응률

관형어 및 동사구 맥락유형에 따른 동음이의어 문장에 대한 문

장판단과제의 정반응률은 Figure 2와 같다. 문장판단과제의 정반

응률을 종속변수로 삼원혼합분산분석(three-way mixed ANOVA)

을 실시한 결과, 집단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39) =  

70.628, p< .001). 즉, 청년층의 평균 정반응률(89.60%)이 노년층의 

평균 정반응률(68.42%)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형

어 맥락유형에 대한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39) =109.781, 

p< .001). 즉, 주요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서의 정반응률(85.48%)

이 부가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서의 정반응률(72.55%)보다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사구 맥락유형에 대한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39) =31.061, p< .001). 즉, 주요의미 동사

구 맥락유형에서의 정반응률(81.70%)이 부가의미 동사구 맥락유

형에서의 정반응률(76.32%)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과 동사구 맥락유형 간의 이차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나(F(1, 39) = .444, p>.05), 집단과 관형어 맥락유형 간의 

이차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39) =37.834, p< .001). 

노년층에서의 명사수식언 맥락유형 간 정반응률의 차이가 청년층

에서의 관형어 맥락유형 간 정반응률의 차이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정상 청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정상 노년의 경우 주

요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 비해 부가의미 관형어 맥락에서 더 큰 수

행의 지체를 보였다. 또한, 관형어 맥락유형과 동사구 맥락유형 간의 

이차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39) =8.247, 

p< .01). 주요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서 동사구 맥락유형 간 정반

응률의 차이가 부가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서 동사구 맥락유형 간 

정반응률의 차이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가의미 

관형어 맥락유형과 비교하여 주요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서 주요

의미 동사구 맥락유형에 비해 부가의미 동사구 맥락유형에서 더 큰 

수행의 지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관형어 및 동사구 맥락유

형 간 삼차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39) =6.544, p< .05). 

노년층에서 관형어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정반응률

의 차이가 청년층에서 명사구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정반응률의 차이에 비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즉, 정상 청년

의 경우와 비교하여 정상 노년의 경우 부가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

서의 동사구 맥락유형 간 정반응률의 차이가 주요의미 관형어 맥락

유형에서의 동사구 맥락유형 간 차이에 비해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반응시간

관형어 및 동사구 맥락유형에 따른 동음이의어 문장에 대한 문

장판단과제의 반응시간은 Figure 3과 같다. 문장판단과제의 반응

시간을 종속변수로 삼원혼합분산분석(three-way mixed ANOVA)

을 실시한 결과, 집단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39) =  

90.58, p< .001). 즉, 청년층의 반응시간(439.51 ms)이 노년층의 반

응시간(1,445.70 ms)에 비해 유의하게 더 빨랐다. 관형어 맥락유형

에 대한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39) =10.24, p< .005). 

즉, 주요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서의 반응시간(907.12 ms)이 부가

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서의 반응시간(978.08 ms)에 비해 유의하

게 빨랐다. 또한, 동사구 맥락유형에 대한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

Figure 2. Accuracy of sentence judgment task for each condition in young and 
elderly groups.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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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ponse time of sentence judgment task for each condition in young 
and elderly groups.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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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F(1, 39) =15.56, p< .001). 즉, 주요의미 동사구 맥락유형에

서의 반응시간(897.26 ms)이 부가의미 동사구 맥락유형에서의 반

응시간(987.95 ms)에 비해 유의하게 빨랐다. 

집단과 관형어 맥락유형 간의 이차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나(F(1, 39) =7.30, p< .05), 그 외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노년층에서의 관형어 맥락유형 간 반응시간의 차이가 청년층에서

의 관형어 맥락유형 간 반응시간의 차이에 비해 유의하게 크게 나

타났다. 즉, 정상 청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정상 노년의 경우 부가의

미 관형어 맥락유형에 비해 주요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서의 반응

시간이 더 빨랐다.

관형어 및 동사구 맥락유형에 따른 집단 간 ERP 성분의 

평균진폭 크기 분석

청년층과 노년층의 ERP 분석에 따른 평균 파형(grand average 

waveforms) 결과는 Figures 4-7에 제시하였다.

Figure 4. Grand average waves of the young group depending on the verb phrase context in the dominant adnominal phrase context.
LA= left anterior; RA= right anterior; LP= left posterior; RP= right pos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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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제시 후 300-500 ms 구간

중심선 영역 분석

300-500 ms 구간에서 중심선 영역의 집단 간 평균진폭 크기 차이

에 대한 사원혼합분산분석(four-way mixed ANOVA)을 실시한 결

과, 집단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38) =7.38, p< .05). 

즉, 300-500 ms 구간에서 청년층의 평균진폭(2.69 μV)이 노년층의 

평균진폭(.06 μV)에 비해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선 

영역에 대한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76) =29.82, p< .001). 

즉, 중심선 영역에 따라 동사 제시 후 300-500 ms 구간의 평균진폭

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Bonferroni 사후검

정을 통하여 주효과에 대한 대응별 비교를 실시한 결과, 각 중심선 

영역별 평균진폭 크기는 Pz (2.83 μV), Cz (1.13 μV), Fz (.17 μV) 순

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Fz, Cz, Pz 간의 평균진폭 크기 차이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1). 반면, 명사수식언 맥락유형과 동

사구 맥락유형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관형어 및 동사구 맥락유형 간 이차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

Figure 5. Grand average waves of the young group depending on the verb phrase context in the subdominant adnominal phrase context.
LA= left anterior; RA= right anterior; LP= left posterior; RP= right posterior.

-10

-5

0

5

10

-200 200 400 600 800

(μV) LA

(ms)

-10

-5

0

5

10

-200 200 400 600 800

(μV)
Cz

(ms)

-10

-5

0

5

10

-200 200 400 600 800

(μV) RA

(ms)

Verb phrase context: Dominant

Verb phrase context: Subdominant

-10

-5

0

5

10

-200 200 400 600 800

(μV) RP

(ms)

-10

-5

0

5

10

-200 200 400 600 800

(μV) LP

(ms)

-10

-5

0

5

10

-200 200 400 600 800

(μV) Pz

(ms)

-10

-5

0

5

10

-200 200 400 600 800

(μV) Fz

(ms)



https://doi.org/10.12963/csd.18490368    http://www.e-csd.org

Eun Ha Jo, et al.  •  Aging Effects on Processing Homonyms

하였다(F(1, 38) =10.03, p< .01). 즉, 부가의미 명사수식언 맥락유형에

서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균 차이가 주요의미 명사수식언 맥락유

형에서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균진폭의 차이보다 유의하게 컸다. 

중심선 영역과 집단 간 이차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76) =13.96, p< .05). 즉, 중심선 영역에 따른 집단 간 300-500 ms 

구간의 평균진폭 크기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LMA-

TRIX와 MMATRIX 명령문을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Fz에서의 집단 간 평균진폭의 차이가 Cz, Pz에서의 집단 간 평균진

폭의 차이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 .05). 중심선 영역

과 관형어 맥락유형 간 이차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76) =4.59, p< .05). 즉, 중심선 영역에 따른 관형어 맥락유형 간 

300-500 ms 구간의 평균진폭 크기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LMATRIX와 MMATRIX 명령문을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실

시한 결과, Fz, Cz, Pz 간 명사구 수식언 맥락유형에 따른 평균진폭 

크기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심선 영역 

및 관형어 맥락유형, 동사구 맥락유형 간 삼차상호작용이 통계적

Figure 6. Grand average waves of the elderly group depending on the verb phrase context in the dominant adnominal phrase context.
LA= left anterior; RA= right anterior; LP= left posterior; RP= right pos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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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였다(F(1, 76) =4.35, p< .05). 즉, 중심선 영역 및 관형어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균진폭 크기 차이가 유의

하였다. LMATRIX와 MMATRIX 명령문을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Cz에서 관형어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균진폭 크기 차이가 Fz에서 관형어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

락유형 간 평균진폭 크기 차이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p< .05). 또한 삼차상호작용에 대한 사후검정으로 각 중심선 영역

에서 관형어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차이가 유의한

지 알아보기 위해 MMATRIX 명령문을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실

시한 결과, Fz에서 관형어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

균진폭 크기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Cz와 PZ에서는 각각 관

형어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균진폭 크기의 차이

가 유의하였다(p< .01). 

좌우측 영역 및 전두-후두 영역 분석

300-500 ms 구간에서 좌우측 영역 및 전두-후두 영역의 집단 간 

Figure 7. Grand average waves of the elderly group depending on the verb phrase context in the subdominant adnominal phrase context.
LA= left anterior; RA= right anterior; LP= left posterior; RP= right pos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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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진폭 크기 차이 대한 오원혼합분산분석(five-way mixed ANO-

VA)을 실시한 결과, 집단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38) =11.55, p< .01). 즉, 300-500 ms 구간에서 청년층의 평균진

폭(2.38 μV)이 노년층의 평균진폭(.23 μV)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좌우측 영역에 대한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F(1, 38) =5.42, p< .05). 즉, 300-500 ms 구간에서 좌측 영역의 평

균진폭(1.54 μV)이 우측 영역의 평균진폭(1.07 μV)에 비해 유의하

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두-후두 영역에 대한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38) =18.06, p< .001). 즉, 

300-500 ms 구간에서 후두 영역의 평균진폭 크기(2.13 μV)가 전두 

영역의 평균진폭 크기(.49 μV)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형어 및 동사구 맥락유형 간 이차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F(1, 38) =10.03, p< .005). 즉, 부가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서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균진폭 크기의 차이가 주요의미 관형어 맥

락유형에서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균진폭 크기의 차이보다 유의하

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형어 맥락유형과 전두-후두 영역 간 이차

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F(1, 38) =5.32, p< .05). 즉, 전두 영역에서의 

관형어 맥락유형 간 평균진폭의 차이에 비해 후두 영역에서의 관형

어 맥락유형 간 평균진폭의 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좌우측 영역과 

전두-후두 영역 간 이차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38) =  

8.69, p< .05). 즉, 좌측 영역에서의 전두-후두 영역 간 평균진폭의 

차이에 비해 우측 영역에서의 전두-후두 영역 간 평균진폭의 크기

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 및 좌우측 영역, 전두-

후두 영역 간 삼차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38) =10.32, 

p< .01). 즉, 노년층에서 좌우측 영역에 따른 전두-후두 영역 간 평

균 진폭의 차이가 청년층에서 좌우측 영역에 따른 전두-후두 영역 

간 평균진폭의 차이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LMATRIX

와 MMATRIX 명령문을 사용하여 집단, 좌우측 영역, 전두-후두 

영역 간 삼차상호작용에 대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각 집단에

서 좌우측 영역에 따른 전두-후두 영역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p>.05). 또한 관형어 맥락유형, 동사구 맥락유형, 좌우측 영역 간 

삼차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38) = 6.64, p< .05). 즉, 

좌측 영역에서 관형어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균

진폭의 차이가 우측 영역에서 관형어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

락유형 간 평균진폭의 차이에 비해 유의하게 컸다. 관형어 맥락유

형, 동사구 맥락유형, 좌우측 영역 간 삼차상호작용에 대해 MMA-

TRIX를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좌측 영역에서는 관형

어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반

면, 우측 영역에서는 관형어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p< .05). 마지막으로, 관형어 맥락유형, 동사구 

맥락유형, 전두-후두 영역 간 삼차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F(1, 38) =4.16, p< .05). 즉, 전두 영역에서 관형어 맥락유형에 따

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차이가 후두 영역에서 관형어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차이에 비해 유의하게 컸다. 관형어 맥락

유형, 동사구 맥락유형, 전두-후두 영역 간 삼차상호작용에 대해 

MMATRIX를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후두 영역에서

는 관형어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균진폭 크기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지만, 전두 영역에서는 관형어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균진폭 크기의 차이가 유의하였다(p< .05). 

동사 제시 후 500-800 ms 구간

중심선 영역 분석

500-800 ms 구간에서 중심선 영역의 집단 간 평균진폭 크기 차

이에 대한 사원혼합분산분석(four-way mixed ANOVA)을 실시한 

결과, 500-800 ms 구간에서는 집단에 따른 평균진폭 크기의 차이

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중심선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F(1, 78) =4.26, p< .05). 이에 따라 Bonferroni 사후검정을 통하

여 주효과에 대한 대응별 비교를 실시한 결과, Pz에서의 평균진폭 

크기(2.79 μV)가 Cz에서의 평균진폭 크기(1.68 μV)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 .05). 또한, 관형어 맥락유형과 동사구 맥락

유형 간 이차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38) =4.91, p< .05). 

즉, 부가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서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균진폭 

크기 차이가 주요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서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균진폭 크기 차이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주

효과 및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좌우측 영역 및 전두-후두 영역 분석

500-800 ms 구간에서 좌우측 영역 및 전두-후두 영역의 집단 간 

평균진폭 크기 차이에 대한 오원혼합분산분석(five-way mixed 

ANO VA)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명

사구 수식언 맥락유형 및 동사구 맥락유형 간 이차상호작용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38) =4.24, p< .05). 즉, 중앙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가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서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

균진폭 크기의 차이가 주요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서 동사구 맥락

유형 간 평균진폭 크기의 차이보다 유의하게 컸다. 또한, 관형어 맥

락유형, 동사구 맥락유형, 좌우측 영역 간 삼차상호작용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F(1, 38) =13.19, p< .01). 즉, 좌측 영역에서 관형어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균진폭 크기의 차이가 우

측 영역에서 관형어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균진폭 

크기의 차이에 비해 유의하게 컸다. 관형어 맥락유형, 동사구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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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좌우측 영역 간 삼차상호작용에 대해 MMATRIX를 사용하

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좌측 영역과 우측 영역 모두에서 관형

어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p>.05). 집단, 좌우측 영역, 전두-후두 영역 간 삼차상호작용도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38) =10.29, p< .01). 즉, 청년층에서 좌우측 

영역에 따른 전두-후두 영역 간 평균진폭 크기의 차이가 노년층에

서 좌우측 영역에 따른 전두-후두 영역 간 평균진폭 크기의 차이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LAMATRIX와 MMATRIX 명령문을 사

용하여 집단, 좌우측 영역, 전두-후두 영역 간 삼차상호작용에 대

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년층에서는 좌우측 영역에 

따른 전두-후두 영역 간 차이가 유의한 반면(p< .05), 노년층에서는 

좌우측 영역에 따른 전두-후두 영역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관형어 맥락유형 및 동사구 맥락유형에 따라 

동음이의어 의미 처리 시 청년층과 노년층 간 행동 데이터 및 ERP 

성분의 평균진폭(mean amplitude)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청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문장

판단과제를 실시하여 정반응률 및 반응시간을 측정하였으며, 동시

에 ERP 실험을 실시하여 과제 수행 시 관찰되는 ERP 성분의 평균

진폭을 측정하였다. 관형어 맥락유형 및 동사구 맥락유형에 따른 

동음이의어 처리에 대한 집단 간 행동 데이터 및 ERP 성분의 평균

진폭 크기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동사 제시 후 300-500 ms 구간에서 관형어 맥락유형에 따

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균진폭 차이가 유의하였다. 주요의미 관

형어 맥락유형에서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균진폭의 부적 방향성이 

부가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서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균진폭의 부

적 방향성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음이의어 처리 과정에서 선행 맥락에 따라 예측되는 동음이의어

의 의미가 전체 문장에서 의미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어휘적 예측

의 실패로 인해 N400이 관찰되었다. 이는 어휘적 예측의 어려움으

로 관찰되는 N400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Jeong et 

al., 2015; Klepousniotou et al., 2012; Kwon et al., 2013; Na, 2014; 

Swaab et al., 2003). 또한 청년층의 경우 동음이의어 앞에 부가의미 

맥락이 선행하는 경우 주요의미 맥락이 선행하는 경우보다 더 큰 

N400이 관찰되었다. 이는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의미가 활성화

되는 방식을 비교하기 위해 점화실험을 실시한 Klepousniotou 등

(2012)의 결과와 일치한다. Klepousniotou 등(2012)은 동음이의어 

처리와 관련하여 부가의미 조건에서보다 주요의미 조건에서 점화

효과가 더 강하게 발생하며, 이에 따라 주요의미 조건에서 감소한 

N400이 관찰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음이의어에 선행하

는 관형어 맥락이 동음이의어 의미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점화

어의 역할을 수행하여 동음이의어 앞에 주요의미 맥락이 선행할 

때 부가의미 맥락이 선행할 때보다 감소된 N400이 관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노년층의 경우에도 동음이의어 처리 과정에서 어휘적 예측

이 문장 전체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적(negative) 성분이 관

찰되었으나, 300-500 ms 구간에서 부적 성분이 관찰된 정상 청년층

보다 지연된 500-800 ms 구간에서 부적 성분이 관찰되었다. 이는 

정상 노년층의 뇌 수준으로부터의 동음이의어 처리능력의 약화 및 

처리속도의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노년층의 

경우 부적 성분의 평균진폭이 정상 청년층에 비해 감소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노화에 따라 동음이의어 처리 시 부적성분의 평

균진폭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Lee & Federmei-

er, 2012). 특히, 정상 노년층은 동음이의어 앞에 부가의미 관형어 맥

락이 선행했을 때 중심선 및 우측 영역에서만 지연된 부적 성분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정상 청년층에 비해 현저히 저하된 평균진폭 

크기를 보였다. 정상 노년층의 경우 오프라인(off-line) 과제인 문장 

판단 과제에서 부가의미 관형어 맥락유형 조건 평균 정반응률이 주

요의미 관형어 맥락유형 조건 평균 정반응률보다 유의하게 낮았으

며, 정상 노년층의 부가의미 관형어 맥락유형 조건의 평균 정반응

률은 약 60%로 우연 수준(chance-level)에 가까워 동음이의어 문장

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사 제시 후 500-800 ms 구간에서도 관형어 맥락유

형에 따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균진폭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이

는 주요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서 주요의미 동사구 맥락유형 대비 

부가의미 동사구 맥락유형의 평균진폭의 부적(negative) 방향성이 

부가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서 부가의미 동사구 맥락유형 대비 주

요의미 동사구 맥락유형의 평균진폭의 부적 방향성에 비해 더 크

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 제시 후 500-800 ms 구

간에서 주요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의 경우 정상 청년층은 주요의미 

동사구 맥락유형 대비 부가의미 동사구 맥락유형의 평균진폭이 정

적(positive) 방향성을 띠는 반면, 정상 노년층은 평균진폭은 부적 

방향성을 띤다. 또한 부가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의 경우 정상 청년층

과 정상 노년층 모두 부가의미 동사구 맥락유형 대비 주요의미 동

사구 맥락유형의 평균진폭이 부적 방향성을 띤다. 

먼저, 주요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서 동사구 맥락이 이와 일치하

지 않을 때 정상 청년층의 경우 300-500 ms 구간에서는 N400 성분

이 관찰되었으나, 500-800 ms 구간에서는 P600 성분이 관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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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동음이의어 처리 시 선행 맥락으로 예측되는 동음이의어

의 의미와 전체 문장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아 의미 통합의 실패로 

P600이 관찰되었다. 즉, 의미 통합의 실패로 인해 문장의 재분석을 

유발할 때 P600이 관찰되며, 의미 통합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찰되

는 P600 성분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Dunn, Dunn, 

Languis, & Andrews, 1998; Jeong et al., 2015; Pijnacker, Geurts, 

Van Lambalgen, Buitelaar, & Hagoort, 2010; Smith, 1993) . 반면 주

요 관형어 맥락유형에서 정상 노년층의 경우 500-800 ms 구간에서 

좌측 전두(left anterior) 영역에서만 P600 성분이 관찰되었으며, 우

측 전두(right anterior)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지연된 

부적 성분이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부가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서 정상 청년층과 정상 노

년층 모두 부적 성분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정상 청년층의 경우 300-

500 ms 구간에서 500-800 ms 구간에 걸쳐 지속되는 부적 성분(sus-

tained negativity)이 관찰된 반면, 정상 노년층의 경우 500-800 ms 

구간에서만 부적 성분이 관찰되었다. 이는 정상 청년층을 대상으

로 선행 맥락에 따른 동음이의어 처리를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에

서 부가의미 맥락이 선행하였을 때 P600이 관찰된 것과는 다른 결

과이다(Jeong et al., 2015). Jeong 등(2015)에서는 어휘적 예측이 강

할수록 해당 예측이 위반되었을 때 발생하는 N400이 크게 나타난

다고 보았으며, 어휘적 예측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기존 정보를 재

분석하고 전체 문장의 의미를 재통합하려는 노력이 P600에 반영

된다고 보았다. 즉, 주요의미 맥락에 비해 어휘적 예측이 약한 부가

의미 맥락에서 N400은 관찰되지 않으며, 부적절한 전체 문장의 의

미에 대한 재통합 과정에 대한 P600 성분만 관찰된다고 보았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음이의어 앞에 부가의미 맥락이 선행하였을 

때 N400 성분이 관찰되었으며, 500-800 ms까지 부적 성분이 지속

되었다. 이는 부가의미 맥락 조건에서 주요의미 맥락 조건에서 N400

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Klepousniotou et al., 2012). 즉, 부가의미 관형어 맥락에서 강

하게 나타난 N400의 부적 성분이 500-800 ms 구간까지도 지속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속되는 부적 성분

은 맥락에 따라 관련 없는 의미를 억제할 때 관찰된다(Pijnacker et 

al., 2010). 즉, 선행 맥락에 따라 예측되는 동음이의어 의미가 전체 

문장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맥락적으로 관련 없는 의미를 억

제하는 과정에서 지속되는 부적 성분이 관찰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동음이의어 처리 시 동음이의어의 주요의미는 맥락에 

관계 없이 항상 부분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

한다(Swaab et al., 2003). 즉, 동음이의어 앞에 주요의미 관형어 맥

락이 선행하였을 때 예측되는 동음이의어의 의미와 전체 문장의 

의미가 부합하지 않는다면 동음이의어의 주요의미가 활성화되어 

있어 맥락과 관련 없는 동음이의어의 부가의미를 억제하는 대신 전

체 문장 수준에서 의미 통합을 이루려는 재분석이 이루어진다. 반

면, 동음이의어 앞에 부가의미 관형어 맥락이 선행하였을 때 예측

되는 동음이의어의 의미와 전체 문장의 의미가 부합하지 않는다면 

맥락과 관련 없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음이의어의 주요의미를 억제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행동 데이터 분석 결과와 ERP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전반적으로 비교해보았다. 오프라인(off-line) 과제인 문장판단과제

의 정반응률과 반응시간에 대해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관형

어 맥락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도 나타났다. 특히 정반응률의 경

우, 청년층은 관형어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노년층은 관형어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락

유형 간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실시간(on-line) 측정방법인 ERP 

분석을 통해서는 관형사 맥락유형에 따른 동사구 맥락유형 간 평

균진폭의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특히 300-500 ms 구간에서 집단 

간 평균진폭의 차이가 나타났다. ERP 분석 결과로 얻어진 전체 평

균 파형(grand average waveforms)을 시각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청년층의 경우 동음이의어 앞에 주요의미 맥락이 선행하였을 때는 

300-500 ms 구간에서 N400 성분이 관찰되며, 그 이후 500-800 ms 

구간에서는 P600 성분이 관찰된다. 그러나 동음이의어 앞에 부가

의미 맥락이 선행하였을 때는 300-500 ms 구간에서 N400 성분이 

관찰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500-800 ms 구간에서는 P600 성분 대

신 부적성분이 지속된다. 반면, 노년층의 경우에는 모두 부적 성분

이 300-500 ms 구간이 아닌 500-800 ms 구간에서 지연되어 관찰

되었다. 즉,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 동음이의어 앞에 선행하는 맥락

에 의해 예측되는 의미와 전체 문장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을 때 어

휘적 예측의 어려움으로 부적 성분이 관찰된다는 점은 같으나, 그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차이가 났다. 

이는 동음이의어 처리 시 동음이의어의 주요의미는 맥락에 관계 

없이 항상 부분적으로 활성화되며, 부가의미는 맥락에 따라 활성

화된다는 재순서 접속(reordered access)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

다(Duffy et al., 1988). 정상 청년층은 동음이의어 앞에 주요의미 맥

락이 선행하는 경우 동음이의어의 주요의미만이 활성화되며, 어휘

적 예측이 실패하는 경우 적절한 의미로 문장의 의미를 재통합하

기 위한 재분석 과정이 발생한다. 반면 동음이의어 앞에 부가의미 

맥락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동음이의어의 주요의미뿐만 아니라 맥

락에 의해 부가의미도 활성화되며, 이에 따라 어휘적 예측이 실패

하는 경우 부적절하게 활성화된 주요의미를 억제하는 과정을 거친

다. 정상 노년층의 경우에는 어휘적 예측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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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그 이후의 처리 과정은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부가의미 

맥락이 선행하는 경우 중심선 및 우측 영역에서만 지연된 부적 성

분이 관찰되었으며, 전체적으로 현저히 저하된 평균진폭 크기를 보

였다. 이는 동음이의어의 주요의미와 부가의미가 모두 활성화되어 

인지적 부담이 커짐으로 인해, 정상 노년층이 특히 부가의미 맥락

에서 동음이의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화

에 따라 정상 노년층의 경우에도 뇌 수준에서부터 맥락에 따른 동

음이의어 처리능력에 대해 약화와 지연이 나타나며, 이것이 표면적

으로 발현되는 정반응률 감소나 반응시간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행동 및 뇌파 분석을 통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청

년층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동음이의어 처리 과정을 살펴본 연구

로서 노화에 따른 동음이의어 처리 과정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

다. 이를 기반으로 차후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 등의 질환을 구별하

여 이를 평가하고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

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을 연령에 따라 만 20-40세는 정상 청년, 만 60-80

세는 정상 노년으로 나누어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청년층의 

연령 분포는 20대, 정상 노년의 연령 분포는 60대에 집중되어 있으

며, 중장년층을 포함하지 않았다. 동음이의어 처리 과정이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철자와 소

리가 모두 같은 동철자 동음이의어만을 자극으로 선정하였으나 동

음이의어에는 동철자 동음이의어 외에도 소리는 같지만 철자는 다

른 이철자 동음문자(phonemic writing)이지만 한자의 차이, 종성 

자음의 중화 및 한글 맞춤법 규정 등으로 인해 많은 이철자 동음이

의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화에 따른 이철자 동음이의

어 처리 과정이 변화하는지, 동음이의어의 유형에 따른 처리 과정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ERP 분석이 밀리세컨드 단위로 진행되어 시간 해

상도(temporal resolution)에서 강점이 있는 분석 방법이지만, 공간 

해상도(spatial resolution)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뇌영역과 관련된 논의를 자제하였다. 무엇

보다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을 기반으로는 특정 뇌영역

에서 관찰된 뇌파가 반드시 그 뇌파를 발생시킨 근원이 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뇌파가 발생한 뇌영역을 밝히기 위해, 향후 

source analysis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노화에 따른 언어처리 손상 

부위를 밝히는 후속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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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실험문장

동음이의어 관형어 맥락유형 동사구 맥락유형 문장 적합성 실험문장

영화 주요 주요 적합 여자가 무서운 영화를 즐겨 보다

부가 부적합 여자가 무서운 영화를 한순간에 잃다

부가 부가 적합 남자가 찬란한 영화를 한순간에 잃다

주요 부적합 남자가 찬란한 영화를 즐겨 보다

시장 주요 주요 적합 여자가 오래된 시장을 자주 가다

부가 부적합 여자가 오래된 시장을 신중히 뽑다

부가 부가 적합 남자가 유능한 시장을 신중히 뽑다

주요 부적합 남자가 유능한 시장을 자주 가다

의식 주요 주요 적합 여자가 또렷한 의식을 순간적으로 잃다

부가 부적합 여자가 또렷한 의식을 성공적으로 치르다

부가 부가 적합 남자가 성대한 의식을 성공적으로 치르다

주요 부적합 남자가 성대한 의식을 순간적으로 잃다

지방 주요 주요 적합 여자가 여러 지방을 차례로 방문하다

부가 부적합 여자가 여러 지방을 쏙 빼다

부가 부가 적합 남자가 두꺼운 지방을 쏙 빼다

주요 부적합 남자가 두꺼운 지방을 차례로 방문하다

고개 주요 주요 적합 여자가 뻐근한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다

부가 부적합 여자가 뻐근한 고개를 간신히 넘다

부가 부가 적합 남자가 가파른 고개를 간신히 넘다

주요 부적합 남자가 가파른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다

은행 주요 주요 적합 여자가 가까운 은행을 급히 들르다

부가 부적합 여자가 가까운 은행을 가득 줍다

부가 부가 적합 남자가 맛있는 은행을 가득 줍다

주요 부적합 남자가 맛있는 은행을 급히 들르다

입장 주요 주요 적합 여자가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다

부가 부적합 여자가 반대의 입장을 질서정연하게 기다리다

부가 부가 적합 남자가 미뤄진 입장을 질서정연하게 기다리다

주요 부적합 남자가 미뤄진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다

관리 주요 주요 적합 여자가 비싼 관리를 꾸준히 받다

부가 부적합 여자가 비싼 관리를 매우 칭찬하다

부가 부가 적합 남자가 청렴한 관리를 매우 칭찬하다

주요 부적합 남자가 청렴한 관리를 꾸준히 받다

의사 주요 주요 적합 여자가 젊은 의사를 살며시 부르다

부가 부적합 여자가 젊은 의사를 은근히 내비치다

부가 부가 적합 남자가 거절의 의사를 은근히 내비치다

주요 부적합 남자가 거절의 의사를 살며시 부르다

거리 주요 주요 적합 여자가 붐비는 거리를 한참 헤매다

부가 부적합 여자가 붐비는 거리를 점점 좁히다

부가 부가 적합 남자가 서먹한 거리를 점점 좁히다

주요 부적합 남자가 서먹한 거리를 한참 헤매다

바람 주요 주요 적합 여자가 찬 바람을 늦게까지 쐬다

부가 부적합 여자가 찬 바람을 마침내 이루다

부가 부가 적합 남자가 간절한 바람을 마침내 이루다

주요 부적합 남자가 간절한 바람을 늦게까지 쐬다

사고 주요 주요 적합 여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심하게 당하다

부가 부적합 여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잘못 가지다

부가 부가 적합 남자가 편협한 사고를 잘못 가지다

주요 부적합 남자가 편협한 사고를 심하게 당하다

가정 주요 주요 적합 여자가 단란한 가정을 마침내 꾸리다

부가 부적합 여자가 단란한 가정을 많이 세우다

부가 부가 적합 남자가 흥미로운 가정을 많이 세우다

주요 부적합 남자가 흥미로운 가정을 마침내 꾸리다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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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음이의어 관형어 맥락유형 동사구 맥락유형 문장 적합성 실험문장

다리 주요 주요 적합 여자가 다친 다리를 몹시 절다

부가 부적합 여자가 다친 다리를 간신히 건너다

부가 부가 적합 남자가 좁은 다리를 간신히 건너다

주요 부적합 남자가 좁은 다리를 몹시 절다

감정 주요 주요 적합 여자가 언짢은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다

부가 부적합 여자가 언짢은 감정을 여러 차례 요청하다

부가 부가 적합 남자가 전문적인 감정을 여러 차례 요청하다

주요 부적합 남자가 전문적인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다

시각 주요 주요 적합 여자가 부정적인 시각을 무심코 드러내다

부가 부적합 여자가 부정적인 시각을 한참 넘기다

부가 부가 적합 남자가 약속한 시각을 한참 넘기다

주요 부적합 남자가 약속한 시각을 무심코 드러내다

기사 주요 주요 적합 여자가 자세한 기사를 꼼꼼히 읽다

부가 부적합 여자가 자세한 기사를 신중히 고용하다

부가 부가 적합 남자가 실력있는 기사를 신중히 고용하다

주요 부적합 남자가 실력있는 기사를 꼼꼼히 읽다

지도 주요 주요 적합 여자가 펼쳐진 지도를 잘못 보다

부가 부적합 여자가 펼쳐진 지도를 매주 받다

부가 부가 적합 남자가 엄격한 지도를 매주 받다

주요 부적합 남자가 엄격한 지도를 잘못 보다

임금 주요 주요 적합 여자가 적은 임금을 대폭 인상하다

부가 부적합 여자가 적은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다

부가 부가 적합 남자가 어진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다

주요 부적합 남자가 어진 임금을 대폭 인상하다

용기 주요 주요 적합 여자가 고백할 용기를 선뜻 내다

부가 부적합 여자가 고백할 용기를 실수로 깨뜨리다

부가 부가 적합 남자가 네모난 용기를 실수로 깨뜨리다

주요 부적합 남자가 네모난 용기를 선뜻 내다

Appendix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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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관형어 및 동사구 맥락유형에 따라 동음이의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년층 및 노년층 간 ERP 성분 비교

조은하·성지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청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ERP 실험을 진행하여 동음이의어 처리 시 맥락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방법: 청년층 22명과 노년층 20명을 대상으로 문장판단과제를 실시하여 정반응률과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동시에 뇌전도를 녹

화하였다. 동음이의어 전후에 관형어 및 동사구 맥락이 포함된 문장을 사용하였으며, 각 맥락유형은 의미 편향성에 따라 ‘주요의미 맥

락’과 ‘부가의미 맥락’으로 나누었다. 결과: 정반응률과 반응시간에서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의 정반응률이 더 낮고, 반응시간도 더 느렸

다. ERP 데이터 분석 결과, 300-500 ms 구간에서 노년층의 경우, 청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진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경

우 주요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서 동사구 맥락유형이 이와 일치하지 않을 때 N400과 P600 성분이 관찰되었으며, 부가의미 관형어 맥락

유형에서 동사구 맥락유형이 이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N400과 지속된 부적 성분(sustained negativity)이 관찰되었다. 반면, 노년층의 

경우 관형어 맥락유형과 상관없이 500-800 ms 구간에서 지연된 부적 성분이 관찰되었다. 논의 및 결론: 청년층에서 주요의미 관형어 

맥락유형에서 관찰된 N400과 P600은 각각 선행 맥락에 의해 활성화된 동음이의어의 의미가 전체 문장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어휘적 예측의 실패와 이후 의미 통합의 실패로 인한 재분석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가의미 관형어 맥락에

서 관찰된 N400이 어휘적 예측의 실패를 반영하는 점은 동일하나 이후 관찰된 지속된 부적 성분은 선행 맥락에 관계없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음이의어의 주요의미를 억제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년층에서 관찰된 지연된 부적 성분은 노화에 따라 

동음이의어 처리에 대해 약화와 처리속도 저하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어: 노년층, 동음이의어, 맥락, 사건관련전위, N400, P600

본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7R1A2B400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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