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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re is considerable controversy with respect to language processing in the
elderl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age-related differences in word recognition tasks according to interference types with Eye-tracker. Methods: A total of 46 participants (24 young and 22 elderly adul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 word recognition task
and an online eye-tracking analysis were used. The stimuli consisted of 80 Korean nouns
with four types: target, phonologically related objects to the target, semantically related
objects to the target, and unrelated objects. Each critical trial display included four types.
Participants were asked to select one of the pictures after the target was auditorily presented. Results: The elderly group had lower accuracy and slower reaction time than the
young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ons between the group and time-window.
The young group fixated the target longer than the elderly group in the time window of
1,000-1,800 ms. According to the proportion data of the interference type,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ons between types and time-window. Both groups fixated the phonologically related picture longer than semantically related picture or unrelated picture in 1,0001,400 ms time-window. Conclusion: Elderly adults demonstrated delayed processing
when compared with younger adults, whereas age-group differences did not emerge as a
function of the interference types. There was aging-related decline in online processing of
the word recognition abilities, but differential effects by the interference types did not efficiently discriminate the groups, indicating that their online processing abilities to inhibit
phonologically and semantically related foils may be intact, although elderly adults suffered from slowed processing.
Keywords: Word recognition, Eye-tracking, Proportion of fixation, Aging

노화에 따라 노인은 생물학적 기능의 저하와 더불어 전반적인 감

관해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언어처리 능력은

각 및 지각능력의 감퇴를 경험한다(Akutsu, Legge, Ross, & Schuebel,

노화에 따른 변화에 비교적 안정적이며, 특히 어휘와 관련된 지식

1991; Faubert, 2002). 이로 인해 노인들에게 인지적인 측면에서 어떠

의 저장 및 조직 부분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능력이 점

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연구하는 것은 노인들의 정신활동을 이

차 증가한다는 주장이 있다(Burke & Peters, 1986; Jeong & Pyun,

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지각, 기억, 학습 등 인지의 다각적인 측면

2005; Lovelace & Cooley, 1982; Park et al., 2002; Scialfa & Margolis,

에서 노화에 따른 감퇴는 널리 인정되고 있지만(Craik, 2017; Craik

1986; Spieler & Balota, 2000). 반면, 노화로 인해 단어재인 속도나 읽

& Byrd, 1982; Faubert, 2002; Humes & Floyd, 2005; Jeong, 2004;

기 속도가 저하됨을 보고하는 결과도 다수 존재한다(Balota &

Ko & Kwon, 2006; Lee, 2003; Madden et al., 2002; Park & Jin, 2002;

Duchek, 1988; Howard, Shaw, & Heisey, 1986; Sass, Legge, & Lee,

Park, 2004; Salthouse, 2004), 언어처리 측면에서는 노화의 영향에

2006; Speranza, Daneman, & Schneider, 2000). 본 연구에서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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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추적을 활용한 방해자극 유형에 따른 단어재인 과제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간 수행력 비교 • 조혜련 외

처리 능력 중 음운론적, 의미론적 측면에서 노화에 따른 손상이 있

있음을 보고하였다. 설단현상은 인물, 장소와 같은 고유명사에서

는지 단어재인 과제를 시선추적기법을 활용해 살펴보았다.

자주 발생하였으며,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 재인에 비해 회상을 통

먼저, 음운론적 언어능력과 관련하여 노인들이 크게 어려움을

한 해결을 주로 보였고, 수행력의 차이는 노년층에서 더 크게 나타

느끼는 대표적인 문제로 설단현상(tip-of-the-tongue phenomenon)

났다. Oh (2015)는 청년층, 장년층, 중년층, 노년층과 경도인지장애

이 있다(Rayner & Sereno, 1994). 설단현상은 이미 기존에 알고 있

(mild cognitive impairment) 그룹을 대상으로 유명인 이름대기 과

는 단어의 이름을 산출하려고 할 때 일시적으로 말문이 막히는 현

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상적 노화 과정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상이다(Brown & McNeill, 1966). 설단현상을 경험하는 동안 목표

설단현상이 더 많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단서 제시에 따

어휘에 대한 문법적인 정보나 의미적인 정보를 산출하는 것은 가능

른 설단현상의 해결 측면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하지만, 음운적 정보에 있어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떠오르지 않

러나 실험에 참여한 각 집단별 대상자의 수가 한정적이었으며, 설단

는다(Brown & McNeill, 1966; Brown, 1991; Caramazza & Miozzo,

현상의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주어지는 첫음절 또는 끝음절 단서가

1997). 즉,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노인들이 청년들에 비해

집단에 따라 구분되었기 때문에 각 단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비

단어 산출을 위한 음운적 정보 전달을 위한 연결이 약화되면서 청

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년에 비해 불충분한 음운적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노화에 따른 가장 두드러진 언어능력의 손상이 의미

(Burke, Mackay, Worthley, & Wade, 1991; Cohen & Faulkner, 1986;

론적 측면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 의미론적 측면의 언어

Maylor, 1990).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과제로 단어인출결함과 관련된 단

노인의 설단현상에 대해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어 이름대기 과제와 단어정의하기 과제가 있다. 단어인출결함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일정기간 동안 설단현상의 발생을 기록하게

Levelt, Roelofs와 Meyer (1999)의 어휘산출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하였을 때,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더 많은 설단현상을 보고하였

데, 이 모델은 어휘의 개념을 형성하는 개념화 단계, 의미표제어 선

다. Burke 등(1991)의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2.7번,

택 단계, 음운적으로 부호화되는 단계로 나뉜다. 개념화 단계의 손

Cohen과 Faulkner (1986)의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청년층과 비교

상은 치매 등 인지장애 환자에게 주로 나타나며(Lambon Ralph,

하여 2.0번, 중년층과 비교하여 2.4번 더 많은 빈도를 기록하였다.

Sage, & Roberts, 2000), 의미표제어 선택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

그러나 Heine, Ober와 Shenaut (1999)는 청년층과 60-74세의 노년

고, 음운부호화 단계에 실패한 경우에는 설단현상으로 간주한다

층 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8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만 청년층과 비

(Brown, 1991). 의미표제어 선택의 단계 단독으로 결함이 발생한

교하여 설단현상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관찰하였다.

경우, 의미론적 언어능력의 손상되어 단어인출이 어려워지고, 그

연령의 차이에 따라 설단현상의 발생빈도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로 인해 이름대기 능력이 감소한다고 보았다(Hough, 2007; Kaplan,

하지만, 단어의 범주에 따라 차이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설단현

Goodglass, & Weintraub, 1983; Zec, Markwell, Burkett, & Larsen,

상에서의 연령차이는 보통명사(common noun)에 비해 고유명사

2005). 또한 이러한 능력감소로 인해 담화를 산출함에 있어 주제의

(proper noun)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Burke et al., 1991; Evrard,

일관성과 응집 정도가 떨어지게 된다(Cooper, 1990; Glosser & De-

2002; Rastle & Burke, 1996). 고유명사 중 특히 인물이름에서는 노

ser, 1992; Koo & Choi, 2015).

년층이 청년층보다 설단현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보고되었

단어 이름대기 과제에서 젊은 연령층에 비해 노년층이 정확성과

지만(Cross & Burke, 2004; Evrard, 2002), 장소이름에서는 연령차

유창성이 감소하고 느린 반응을 보인다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보고

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Burke et al., 1991). 보통명사의 경우 일반

하고 있다(Feyereisen, 1997; Nicholas, Barth, Obler, Au, & Albert,

적으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지만(Burke et al., 1991; Evrard, 2002),

1997; Ramsay, Nicholas, Au, Obler, & Albert, 1999; Schmitter-

8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청년층에 비해 더 많은 설단현상이 관

Edgecombe, Vesneski, & Jones, 2000). 이름대기 과제는 주로 대면

찰되기도 한다(Heine et al., 1999). 보통명사 중 사물이름을 자극으

이름대기(confrontation naming)검사 및 통제낱말연상검사(Con-

로 주로 사용한 Brown과 Nix (1996)의 연구에서 60세 이상의 노인

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COWAT)를 활용하는데, 그중

층에서도 연령에 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국내 연구로 Park, Lee와

보스턴이름대기검사(Boston Naming Test, BNT; Kaplan et al.,

Lee (2013)는 청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설단현상의 발생 및 해

1983)는 대표적인 대면이름대기 과제이다. 보스턴이름대기검사를

결에 관해 보고하였다. 그 결과, 청년층보다 노년층에서 더 많은 설

활용하여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현상이 발생하며, 범주에 따라 설단현상의 발생에 있어 차이가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의 이름대기 수가 적었다(Ramsay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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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성인 남성과 여성을 대상(30-79세)으로 한 Nicholas, Obler,

운동기능의 계획 및 실행 등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언어처

Albert와 Goodglass (1985)의 연구에서도 연령 증가에 따라 이름대

리 과정을 알아보기에는 제약이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과제 수

기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54-75세의 정상 장년층과 노

행의 결과는 확인할 수 있지만,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어떠한 언어

년층을 대상으로 이름대기를 실시한 Hough (2007)의 연구에서 전

처리과정(language processing)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시간 정보

체 대상자의 28%가 정상범주에서 벗어난 수행력을 보였는데, 이는

를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 시선추적기법은 비침습적이며, 실험자

연령에 따른 인지적 처리 능력이 제한된 결과, 어휘 및 의미적 속성

극의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여 최대한 자연스러운 언어처리 과정을

을 반영하는 이름대기 능력의 저하를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언어처리 과정에

단어정의하기 과제는 제시된 단어의 개념을 설명하는 과제로, 단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Cooper, 1974). 시

어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에 관한 의미지식(semantic knowl-

선추적기법의 이러한 장점에 기반하여 노년층의 언어능력과 관련

edge)과 그 지식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한 어휘목록(lexicon)을 갖

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구문능력과

언어처리에 관련한 시선추적연구 중 청각적, 시각적 자극을 제시

‘정의하기’에 대한 상위언어적 지식(metalinguistic knowledge)이

하고 시선을 추적하여 어휘 현상(lexical phenomena)을 알아보는

요구된다(Snow, 1990). Bowles와 Poon (1985)은 청년층 18명과 노

방법이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에서는 주로 목표자극과 함께 방해

년층 18명에게 단어정의를 들려주고, 들은 정의에 해당하는 단어

자극이 제시되는데, 여기서 방해자극이란 청각자극에 해당하는

가 무엇인지 말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정

목표어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간섭을 일으키게 되는 자극이다.

반응한 문항의 수가 적고 반응시간도 비교적 지연되었다. 국내에서

방해자극은 연구에 따라 목표어휘와 관련 없는 단어만 포함되기

는 Kim과 Choi (2012)가 65세 이상 41명의 노년층과 20-30대 50명

도 하고, 음운론적으로 관련된 단어 또는 의미론적으로 관련된 단

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단어정의하기 과제를 실시한 결과, 노년층의

어가 모두 포함되기도 한다. 방해자극이 포함된 과제의 수행결과

정의 점수는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를 통해, 어휘처리 과정에서 해당 능력의 손상이 있는지 세부적인

반면, 정상 노년층 언어능력의 의미적 측면에 대한 상반된 견해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Yee, Blumstein, & Sedivy, 2008). 예를 들어

도 존재한다. 의미처리 측면에서 노인은 청년과 비슷하거나 또는 더

Cooper (1974)는 그림자극과 청각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목표어의

나은 수준의 수행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Kim & Lee, 2007; Lee,

일부분 또는 전부를 듣고, 관련이 없는 방해자극에 비해 목표자극

Kim, Lee, Jung, & Park, 2012; Wingfield & Stine-Morrow, 2000;

을 더 응시한다고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Tanenhaus, Magnuson,

Verhaeghen, 2003). 먼저, 단어 이해와 같은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

Dahan과 Chambers (2000)는 4개의 그림 중에서 청각적으로 제시

상 노년층의 단어를 이해하거나, 사실적 의미에 관한 이해는 청년

된 목표자극을 고르는 과제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음운론적으로

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Bayles, Tomoe-

관련 없는 단어에 비해 음운론적으로 관련 있는 단어를 더 많이 고

da, Kaszniak, Stern, & Eagans, 1985; Belmore, 1981; Cohen, 1979).

정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en-David 등(2011)은 실험환경을 조

또한 노인들은 글 이해에서 맥락을 잘 활용하고(Wingfield & Stine-

용함과 소음 상황으로 구분하고, 음운적으로 유사한 단어를 시작

Morrow, 2000), 청년보다 높은 어휘력 점수를 보였다(Verhaeghen,

(onset)이 유사한 단어군(예: tower-towel)과 단어의 끝(rhyme)이

2003). 나이가 증가하면서 일반적 상식도 증가하는 것 또한 의미적

유사한 단어군(예: house-mouse)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결과

표상이 증가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Beier & Ackerman, 2001). 이

적으로 어떠한 조건에서도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정확도에서 차이

름대기 과제에서도 연령이나 과제 유형 등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가 없었다. 또한, 조용한 상황에서도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

발생하며, 70세 이상의 노년층에게서만 이름대기 장애가 관찰된다

되지 않았다. 반면, 소음 내 환경에서는 노년층이 끝소리가 유사한

는 보고도 있다(Feyereisen, 1997). 그 외, 정의하기 능력 또한 노인

단어와 목표자극을 구분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고, 유의미한 어려

이 되어도 보존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Bowles & Poon, 1985; Fox,

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Yee와 Sedivy (2001)는 구어 인

1947; Gordon & Kindred, 2011)가 있다.

식(spoken word recognition) 시 의미정보의 활성화를 알아보기 위

노년층의 언어처리 능력과 관련하여 기존에 많이 사용된 연구방

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목표어휘의 청각자극을 듣고, 목표

법은 피험자에게 제시된 자극을 읽고 이해한 후, 말하기나 쓰기를

어휘와 의미적으로 관련된 단어(예: lock-key)를 무관련 어휘보다

통해 산출된 반응에서 수행의 정반응률이나 반응시간을 측정하

더 많이 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Yee 등(2008)은 참여자 범위

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들은 절차상 반응 산출을 위한 부수적인

를 확대하여 정상 청년층과 노년층 이외에 추가적으로 브로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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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증 환자와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까지 포함하였고, 세부실험은 각

Table 1. Descriptive information on participants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결과 노년층은 청년층과 유사하게 무관

련 어휘에 비해 의미적으로 관련된 어휘(예: cherry-banana), 목표
어와 음소적 시작점이 같은 어휘(예: hammer-hammock), 목표어
와 의미적으로 관련된 어휘의 음운적 경쟁 어휘(예: hammock →
hammer → nail)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Age (yr)
Education (yr)

Normal young
group (N = 24)

Normal elderly
group (N = 22)

t

21.17 (1.49)
12.73 (1.08)

68.95 (5.23)
11.63 (2.57)

1.85

Values are presented as average (SD).

를 통해 의미적, 음운적 정보의 활성화 양상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

가 6년 이상이며, (3)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며, (4) 한국형 간이정

었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단어재인 과제의 수행을 시선추

신상태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적기법을 활용하여 살펴보는 것은 노화로 인한 언어처리 특성을 구

Kang, Na, & Hahn, 1997) 점수가 연령 및 교육년수에 비해 16%ile

체적으로 알아보는 데 효과적인 연구방법인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이상으로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자(Kang, 2006), (5) 시력과 청력에

국내에서는 시선추적기법을 통해 노화에 따른 단어재인 능력을 관

이상이 없고, (6) 자가보고를 통해 폐쇄공포증이 없음을 밝혔으며,

찰한 사례가 드물다. 시선추적기법을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분

(7) Christensen, Multhaup, Nordstrom과 Voss (1991)의 건강선별

야는 읽기장애 부분으로 아동과 언어장애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설문지(Health Screening Questionnaire)를 실시하여 신경학적 손

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Choi & Koh, 2009; Kang & Yim, 2018;

상 및 정신적 병력이 보고되지 않은 자를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Kim & Koh, 2007; Koh & Yoon, 2007; Koh, Hong, Yoon, & Cho,

노년층에게는 언어기억검사(Seoul Verbal Learning Test, SVLT;

2008; Koh et al., 2010).

Kang & Na, 2003)를 진행하여, 각 점수가 연령 및 교육년수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인 Yee 등(2008)의 실험을 참고하여 청

16%ile 이상으로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자극과 함께 목표어휘의 그림자극, 목표자극과 음운적, 의미적

(Kang, Jahng, & Na, 2012). 선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으로 유사한 그림자극, 목표자극과 관련이 없는 그림자극을 제시

후,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 3 SD 범위를 벗어나는 값은 이

한 후, 청각자극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아 버튼을 눌러 응답하는 방

상값(outlier)으로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시선보정

식으로 단어재인 과제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노화로 인한

(calibration) 및 검증(validation)에서 동공의 X축, Y축의 편차(eye

전반적인 감각 및 지각 능력의 저하가 단어재인 과제를 수행함에

deviation)가 불안정한 값을 제외하여 청년층 24명과 노년층 22명,

있어 청년층과 비교하여 정확도 및 반응속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총 46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

그리고 목표어휘와 함께 제시된 방해자극의 유형(음운적 유사성,

한 집단별 대상자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집단별 교육년수에

의미적 유사성, 무관련)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시선추적기법을 통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

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교육년수는

첫째, 단어재인 과제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간 정반응률 및 반응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27.71) = 1.85,
p>.05).

둘째, 단어재인 과제의 목표자극 시선고정비율(proportion of
fixation)에서 구간에 따라 집단(청년층 vs. 노년층) 간 차이가 유의

한가?

실험 자극
실험 자극은 기본적으로 Yee 등(2008)의 실험 과제를 참고 및 수

셋째, 단어재인 과제의 방해자극 시선고정비율(proportion of

정하여 목표어휘 20개, 음운적 관련 어휘 20개, 의미적 관련 어휘

fixation)에서 구간에 따라 집단(청년층 vs. 노년층) 간 차이가 유의

20개, 목표어휘와 음운적, 의미적으로 관련 없는 무관련 어휘 20개

한가?

를 선정하였다. Nam 등(1997)은 음절의 길이에 따라 수행력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으므로, Lee (2001)의 연구결과에 따

연구방법

라 우리말 어휘 중 빈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한 2, 3음절로 구성하였
다. 또한 과제 수행에서 단어의 품사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대상

모두 명사형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고유명사 및 추상명사를 제외한

본 연구는 정상 청년층 30명과 정상 노년층 30명을 대상으로 하

구체 명사만 선택하였으며, 범주와 첫음절의 초성값을 고려하여 선

였다. 두 집단은 모두 (1)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2) 교육년수

정하였다. 범주는 일차적으로 선행연구인 Yee 등(2008)의 실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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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amples of stimuli for each category
Target

Phonological
competitor

Semantic
competitor

Unrelated
competitor

spider
(geo-mi)
garlic
(ma-neul)
umbrella
(u-san)
bus
(bus)
eraser
(ji-u-gye)

mirror
(geo-ul)
carriage
(ma-cha)
milk
(u-yu)
mushroom
(beo-seot)
stick
(ji-pang-i)

ladybug (mudang-beol-rae)
carrot
(dan-geun)
rubber boots
(jang-hwa)
car
(cha)
scissors
(ga-wi)

piano
(piano)
chick
(byeong-a-ri)
seesaw
(si-so)
calculator
(gye-san-gi)
eagle
(dok-su-ri)

Category
Animal
Fruit & vegetable
Miscellaneous
goods
Transportation
Stationary

극을 참고하였으며, 우리말 어휘로 자극을 구성하기 위해 Park,
Sung과 Sim (2014)의 범주판단 과제에 사용된 범주 구분을 참고하

였다. 그 결과, 동물, 과채류, 잡화, 교통수단, 학용품의 5개 범주가

Figure 1. A sample display from experiment. The target object, (bus/bus), is
semantically related to one of the other objects (the semantic competitor, car/
cha) and phonologically related to one of the other objects (the phonological
competitor, mushroom/beo-seot) in the display. The other object is unrelated
semantically and phonologically to the target (unrelated competitor, calculator/gye-san-gi).

선정되었고, 목표자극은 각 범주당 4개의 어휘로, 총 20개이다. 실
험에서 사용한 자극의 예시는 Table 2 및 Figure 1과 같다. 실험자극

기 위해 조용한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와 모니터 사이의 거리

전체 목록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는 60-70 cm로 실험자극은 흰색 바탕에 색이 들어간 그림으로 제
시되었다. 그림은 구글(Google)과 아이클릭아트(Iclickart)에서 이

연구 도구

미지 검색을 통해 1차적으로 선별한 후, 전문가에게 맡겨 크기, 선명

본 연구는 시선추적기(Eye-Tracker)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도, 밝기, 대비 등을 2차적으로 조정하였다. 모니터는 1,920 × 1,080

하였다. 시선추적기는 적외선 조명과 컴퓨터 기반의 이미지 프로세

해상도로, 그림은 3 × 3열로 각각의 코너에 제시되었다. 정답 위치

싱을 사용하여 안구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인지

는 각 코너에 빈도수가 동일하게 배열하였다. 연구자는 본 실험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장비에 설치된 카메라가 피험자의 눈에

시작에 앞서 시선추적 장치와 연구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하

적외선을 투사하여 피험자의 각막에서 반사된 빛인 각막광(corne-

였다. 자리에 착석하고, 머리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턱과 이

al glint)으로 안구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이다(Jang, 2012). 우리

마를 받침대에 고정하면 화면에 순서대로 제시되는 점 9개를 차례

의 눈은 관심이 있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동공을 움직인다.

대로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안구의 위치를 정위(calibration)하는 절

이러한 동공의 움직임을 추적하면 응시방향을 통해 “무엇을”, “얼

차를 거쳤다. 이 과정은 추적되는 안구 위치와 모니터상의 응시점

마 동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알

들이 대응을 이루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응시점과 안구의 위

아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선추적 측정방법은 Remote

치를 계산한 결과, 0.5° 이내일 때 유효한 측정이 가능한 값으로 간

Eye-tracking Device (RED)방식으로, Senso Motoric Instrument

주하였다(Holmqvist et al., 2011).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SMI)사의 RED 500으로 측정하였다. RED방식은 소형 카메라가

위 과정은 실험 과정 중 15문항 간격으로 총 4회 실시하였다. 정위

사람의 눈과 시야를 촬영하여, 양상을 통해 눈동자의 위치나 반사

및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연습 시행을 실시하여 참여 대상자가 과

광의 위치를 파악하여 안구의 방향 즉, 시선을 측정하게 된다. 단,

제 수행 방법을 완벽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연습문항은 본 문

사용자가 머리를 움직이면 카메라 초점이 안구의 위치를 벗어나게

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총 10문항을 무작위로 배열하여 제시하였

되므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

다. 연구자는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피드백을 주었고, 대상

해 본 실험 시 턱고정대(chin rest)를 활용하여 피험자의 머리 흔들

자가 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제공한 후에 본 과제를

림을 방지하였다.

실시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습 시행을 반복하여 본 시행에 앞
서 과제 수행 방법을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실험의 각

연구 절차
모든 피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소음 요인을 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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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들은 화면 중앙에 응시점 ‘+’ 표시가 나타나면서 시작된다. 응
시점이 나타났다가 2초 후 사라진 뒤 이어서 목표어휘의 청각적 자
https://doi.org/10.12963/csd.1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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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시선고정비율을 구하기 위해 목표자극의 시선고정기간(total
fixation duration)을 목표자극과 3개의 방해자극의 시선고정기간

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목표자극의 시선고정비율 = 목표자극의 시선고정기간/
총 시선고정기간(목표자극+방해자극)
방해자극의 시선고정비율
Calibration &
validation

화면에 제시된 4개의 그림자극 중 청각적 자극과 일치하지 않는
그림자극을 본 시간의 비율이다. 방해자극의 시선고정비율은 유형

Fixation
2,000 ms
Visual & auditory stimuli

Figure 2. Experimental procedures.

별(음운유사, 의미유사, 무관련)로 각각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음
운유사 어휘의 시선고정비율을 구하기 위해 음운유사 그림자극의
시선고정기간(total fixation duration)을 3개의 방해자극(음운유
사, 의미유사, 무관련)의 시선고정기간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계산

극과 목표어휘, 음운적 관련 어휘, 의미적으로 관련된 어휘, 무관련

하였다.

어휘가 포함된 그림자극이 제시된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청각적

각 방해자극별 시선고정비율 = 각 방해자극의 시선고정기간/

자극이 제시된 후, 4개의 그림 중 청각적 자극에 해당하는 그림을

방해자극 시선고정기간(음운유사+의미유사+무관련)

골라 키보드를 누르라고 지시하였다. 목표자극 20문항과 메꿈질
자극(Filler stimuli) 40문항,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실

자료의 전처리 과정(Data Preprocessing Procedure)

험 과제의 소요시간은 약 10분이다. 선별검사를 포함한 전체 소요

시선추적 데이터를 SMI사의 BeGaze 3.7과 Microsoft사의 Excel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실험 과제의 순

20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출과정에서 선행연구

서도는 Figure 2와 같다.

(Amso, Haas, & Markant, 2014)에 따라 시선보정(calibration) 및

검증(validation)을 실시하였을 때, 동공의 X축, Y축의 편차(eye de-

자료 분석

viation)가 불안정한 값은 시선고정비율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정반응률

표준편차(SD)를 구하여 ± 3 SD 범위를 벗어나는 값은 이상값(out-

피험자가 4개의 그림 중 청각적 자극과 동일한 그림을 고른 경우

lier)으로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실험에서 정반응한 문

1점, 오반응 한 경우 0점으로 계산한다. 정반응률(%)은 정반응한

항들만 선택한 후, 각 개별 데이터를 100 ms 단위로 추출하였다. 분

문항수를 전체 문항수인 20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석구간은 선행연구인 Yee 등(2008)의 실험을 참고 및 수정하여 자

정반응률(%) = (정반응한 문항수/전체 문항수) × 100

극 제시 후 200 ms부터 400 ms 간격으로 2,600 ms까지 6개의 구간
으로 설정하였다.

반응시간

청각적 자극과 그림자극이 제시된 순간부터 실험 대상자가 청각

자료의 통계적 처리

적 자극에 해당하는 그림자극을 고른 뒤, 키보드를 눌러 선택한 시

통계적 처리를 위해 SPSS 23.0을 사용하였다. (1) 단어재인 과제

간까지를 측정하였다. 밀리세컨드(ms)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반응

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간 정반응률 및 반응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시간은 피험자가 정반응한 문항들에 대해서만 분석되었다. 또한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2) 단어재인

반응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 3 SD 범위를 벗어나

과제에서 목표자극의 시선고정비율이 구간에 따라 청년층과 노년

는 값은 이상값(outlier)으로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층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3) 단어재인 과제에서 방해자

목표자극의 시선고정비율

화면에 제시된 4개의 그림자극 중 청각적 자극과 일치하는 목표
자극의 그림을 본 시간의 비율이다. 제시된 자극 중 목표자극을 응
https://doi.org/10.12963/csd.19584

극(의미유사, 음운유사, 무관련)의 시선고정비율이 구간에 따라 청
년층과 노년층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삼원혼합
분산분석(three-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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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낮은 정반응률을 보였다.

타당도
실험 자극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언어병리학과 대학원생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자극에 대한 타당도

반응시간

검사를 실시하였다. 타당도검사는 실험에 사용할 그림자극을 제시

단어재인 과제에서 집단(청년층 vs. 노년층) 간 반응시간의 차이

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결과는

구글(Google) 드라이브 내 설문지 만들기를 활용하였으며, 설문조

Table 4와 같다.

기술통계 결과,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4) =

사 참여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검사 결

-8.01, p< .05). 노년층(평균 2,703.14 ms)은 청년층(평균 1,892.18 ms)

과를 토대로 90% 이상 동일하게 응답한 그림자극만 사용하였다.

에 비해 유의하게 반응시간이 느렸다.

연구결과
목표자극의 시선고정비율
정반응률

단어재인 과제에서 목표자극의 시선고정비율의 집단 간 차이를

단어재인 과제에서 집단(청년층 vs. 노년층) 간 정반응률의 차이

알아보기 위해, 청년층과 노년층을 집단 간 요인으로, 6개의 구간

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결과는

(200-600 ms, 600-1,000 ms, 1,000-1,400 ms, 1,400-1,800 ms, 1,800-

Table 3과 같다.

2,200 ms, 2,200-2,600 ms)을 집단 내 요인으로 하여 목표자극의

기술통계 결과,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4.76) =

시선고정비율을 종속변수로 한 이원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2.75, p < .05) 노년층(평균 96.82%)은 청년층(평균 99.58%)에 비해

구간에 따른 두 집단의 목표자극의 시선고정비율의 평균과 표준편
차는 Table 5에 제시하였으며, Figure 3에는 평균과 표준오차를 제
시하였다.

Table 3. Descriptive data of accuracy rate on word recognition tasks
Normal young group Normal elderly group
(N= 24)
(N= 22)
Accuracy (%)

99.58 (1.41)

Table 5. Descriptive data of proportion of fixations over time to the target

t

96.82 (4.51)

2.7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Reaction time (ms)

1,892.18 (229.85)

t

2,703.14 (434.36)

Normal elderly group
(N = 22)

.45 (.29)
.46 (.34)
1.04 (.40)
1.60 (.63)
1.13 (.77)
.47 (.48)

.41 (.21)
.38 (.22)
.53 (.40)
.84 (.62)
.99 (.72)
.78 (.65)

Phase 1 (200-600 ms)
Phase 2 (600-1,000 ms)
Phase 3 (1,000-1,400 ms)
Phase 4 (1,400-1,800 ms)
Phase 5 (1,800-2,200 ms)
Phase 6 (2,200-2,600 ms)

Table 4. Descriptive data of reaction time on word recognition tasks
Normal young group Normal elderly group
(N= 24)
(N= 22)

Normal young group
(N = 24)

-8.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2.0

*

1.8
Proportion of fixation

1.6
1.4

*

1.2

Young
Old

1.0
0.8
0.6
0.4
0.2
0

(ms)

Phase 1
200-600

Phase 2
600-1,000

Phase 3
1,000-1,400

Phase 4
1,400-1,800

Phase 5
1,800-2,200

Phase 6
2,200-2,600

Figure 3. Mean proportion of fixations over time to the target for each group (error bar based on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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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혼합분산분석 결과, 구간별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F(5,220) = 31.28, p < .001). Bonferroni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

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목표자극을 더 많이 응시하였다(t(44) = 4.29,
p < .001; t(44) = 4.10, p < .001).

며, 그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사후검정 시 다중비교(multi-

둘째, 각 집단별로 구간 진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

ple comparison)로 인해 나타나는 제1종오류(type 1 error)의 증가

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활용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

를 통제하기 위해 Bonferroni alpha correction을 적용하여 유의수

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사후검정 시 다중비교로 인해 나타나

준을 .003 ( = .05/15)으로 유의성 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 구간1과

는 제1종오류의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Bonferroni alpha correction

구간2, 구간1과 구간6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구간1에 비해 구

을 적용하여 유의수준을 .01 ( = .05/5)로 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

간3, 구간4, 구간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목표자극을 구

다. 청년층은 구간2에서 구간4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시선고정

간1에 비해 구간3, 구간4, 구간5에서 더 오래 응시했음을 알 수 있

비율이 증가했으며, 구간4에서 구간6까지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다. 구간2에서는 구간3, 구간4, 구간5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반면 노년층의 경우 구간3과 구간4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목표자극을 구간2에 비해 구간3, 구간4, 구간5에서 더 오래 응시했

있었다.

음을 알 수 있다. 구간3에서는 구간4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구
간4에서는 구간6과, 구간5에서는 구간6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방해자극 유형에 따른 시선고정비율

즉, 목표자극을 구간3에 비해 구간4에서 더 오래 응시하였으며, 구

시선고정비율에서 방해자극 유형에 따라 구간별, 집단 간 차이

간4에 비해 구간6에서, 구간5에 비해 구간6에서 덜 응시했음을 알

를 알아보기 위해, 청년층과 노년층을 집단 간 요인으로 지정하고,

수 있다. 반면, 청년층과 노년층 두 집단 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6개의 구간(200-600 ms, 600-1,000 ms, 1,000-1,400 ms, 1,400-1,800

의하지 않았다(F(1,44) = 3.60, p>.05).

ms, 1,800-2,200 ms, 2,200-2,600 ms)과 방해유형(의미유사, 음운

구간과 집단 간 이차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220) =
10.26, p < .001). 이차 상호작용 검증을 위해 사후검정을 두 가지 측

유사, 무관련)을 집단 내 요인으로 하여 삼원혼합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각 구간별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구간3 (1,000-1,400 ms)과 구간4 (1,400-1,800 ms)에서

Table 8. Group differences on proportion of fixation to the target depending
on the phase progress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구간3과 구간4에서 청
Table 6. Results of pairwise comparison with Bonferroni correction
Phase 2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Phase 5

Phase 3

Phase 4

Phase 5

**
**

**
**
**

**
**

Phase 6

Significance

https://doi.org/10.12963/csd.19584

.805
.000*** (2 < 3)
.000*** (3 < 4)
.000*** (4 > 5)
.000*** (5 > 6)

.575
.035
.007** (3 < 4)
.094
.013

Phase 1-Phase 2
Phase 2-Phase 3
Phase 3-Phase 4
Phase 4-Phase 5
Phase 5-Phase 6

Table 9. Descriptive data of proportion of fixations over time to the competitor
objects
Normal young group (N= 24)

Table 7. Group differences on proportion of fixation to the target depending
on the phases

***p < .001.

Normal elderly group
(N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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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03.

Phase 1 (200-600 ms)
Phase 2 (600-1,000 ms)
Phase 3 (1,000-1,400 ms)
Phase 4 (1,400-1,800 ms)
Phase 5 (1,800-2,200 ms)
Phase 6 (2,200-2,600 ms)

Normal young group
(N = 24)

.591
.344
.000*** (Young> Old)
.000*** (Young> Old)
.544
.071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Phase 5
Phase 6

Normal elderly group (N = 22)

P

S

U

P

S

U

.50 (.25)
.53 (.28)
.46 (.21)
.16 (.12)
.06 (.10)
.05 (.09)

.49 (.27)
.53 (.26)
.28 (.16)
.19 (.13)
.12 (.11)
.06 (.11)

.40 (.28)
.42 (.23)
.30 (.19)
.13 (.09)
.09 (.16)
.05 (.10)

.45 (.21)
.55 (.28)
.45 (.23)
.15 (.14)
.06 (.07)
.07 (.07)

.43 (.27)
.49 (.20)
.31 (.16)
.19 (.11)
.14 (.08)
.10 (.16)

.40 (.26)
.40 (.22)
.28 (.18)
.15 (.10)
.10 (.13)
.08 (.1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 phonologically related to the target; S= semantically related to the target; U= un
related semantically and phonologically to the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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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Pairwise comparisons of mean proportion of fixations for interference type over phases
Phase 2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Phase 5

Phase 3

Phase 4

Phase 5

Phase 6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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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 Pairwise comparisons of mean proportion of fixations for competitor
over interference types
Phonological
competitor
Phonological competitor
Semantic competitor
Unrelated competitor

Semantic
competitor

Unrelated
competitor
***
***

***

***

***p < .001.

Table 12. Pairwise comparisons of mean proportion of fixations for competitor
over time to the interference types
Phonological com- Phonological com- Semantic competipetitor–Semantic petitor–Unrelated
tor–Unrelated
competitor
competitor
competitor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Phase 5
Phase 6

**

**
**

**p < .002.

다. 즉, 음운적, 의미적으로 유사한 방해자극에 음운적, 의미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극에 비해 더 많이 간섭받았음을 알 수 있다.
구간과 방해자극 유형 간의 이차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F(10,440) = 5.90, p < .001). 구간별 방해자극의 유형에 대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활용한 사후

삼원혼합분산분석 결과, 구간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구간3 (1,000-1,400

다(F(5.220) = 125.10, p < .001). 각 구간별 방해자극 유형에 따른 집단

ms)에서 음운유사 방해자극과 의미유사 방해자극 시선고정비율

간 차이의 기술통계(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9에 제시하였다. Bon-

간(t(45) = 5.07, p < .001), 음운유사 방해자극과 무관련 방해자극 시

ferroni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 시 다중비교로 인해

선고정비율 간(t(45) = 5.06,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나타나는 제1종오류의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Bonferroni alpha cor-

었다. 즉, 구간3에서 음운유사 방해자극 시선고정비율(평균 .46)은

rection을 적용하여 유의수준을 .002 ( = .05/25)로 유의성을 검정하

의미유사 방해자극의 시선고정비율(평균 0.3)과 무관련 방해자극

였다. 사후검정 결과는 Table 10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구간1에서

시선고정비율(평균 .29)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는 구간2를 제외한 구간3, 구간4, 구간5, 구간6과 유의한 차이가 있

반면, 집단 간 주효과(F(1,44) = 0, p>.05), 구간별 집단 간 상호작용

었다. 즉, 방해자극을 구간1에 비해 구간3, 구간4, 구간5, 구간6에서

(F(5,220) = 0.63, p>.05), 방해자극 유형별 집단 간 상호작용(F(2,88) =

더 짧게 응시했음을 알 수 있다. 구간2에서는 구간3, 구간4, 구간5,

0.17, p>.05), 구간에 따른 방해유형별 집단 간 상호작용(F(10,440) =

구간6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간3에서는 구간4, 구간5, 구간6

0.50, p>.05)에서 각각 유의미한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구간4에서는 구간5, 구간6과 유의한

지 않았다.

차이를 보였다. 구간5와 구간6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구간이
진행함에 따라 방해자극의 시선고정비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논의 및 결론

경향을 보였다. 구간1과 구간2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은 자극
제시 후, 방해자극이 활성화되어 구간1에서 구간2, 즉, 200-1,000

노화에 따른 언어처리 능력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보고되어

ms까지 방해자극을 오래 응시했음을 알 수 있다. 구간5와 구간6에

왔다. 노년층의 언어처리와 관련하여 기존에 많이 사용된 방법은

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은 구간1에서 구간4, 즉, 200-1,800 ms까

피험자가 제시된 자극을 읽거나, 이해한 후, 말하기나 쓰기를 통해

지 단어재인 과제에서 필요한 언어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후에

산출된 반응에서 수행의 정반응률이나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는 방해자극을 적게 응시했다고 볼 수 있다.

었다. 이러한 방법은 반응산출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운동기능의

삼원혼합분산분석 결과, 방해유형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계획 및 실행능력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언어처리 과정

하였다(F(5.220) = 125.10, p < .001). Bonferroni를 통한 사후검정 결과

을 알아보기에는 제약이 있고,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실시간 처리

는 Table 11에 제시하였다. 방해자극 유형 중 음운유사와 무관련,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침습적이며, 최

의미유사와 무관련 유형의 시선고정비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대한 자연스러운 실시간 언어처리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선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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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추적을 활용한 방해자극 유형에 따른 단어재인 과제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간 수행력 비교 • 조혜련 외

기법을 활용하여 청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방해자극 유형에 따

복잡한 인지 처리 능력을 요구하는 읽기의 경우 노화에서 더 영향

른 단어재인 과제에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종합해 보면, 어휘 수준의 처리 과정

우선 방해유형에 따른 단어재인 과제에서의 정반응률 및 반응

을 살펴본 본 연구와 어휘 처리 후 산출 단계(명명)가 포함된 Kim

속도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청년층의 정

(2015)의 연구, 그리고 단어 조건에 따른 읽기 수행력을 다룬 Yeon

반응률이 노년층의 정반응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노년층은

등(2017)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노화에 따른 언어 및 인지능력의

청년층에 비해 반응속도가 느렸다. 정반응률과 반응속도에서 집단

저하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노년층이 청년층에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방해유형에 따른 단어재인 과제에서

비해 단어재인 과제 수행력이 저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뇌영역 중

목표자극의 시선고정비율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전두엽 기능의 감퇴로 인한 지각, 기억, 인지능력이 저조하기 때문

었다. 그 결과, 구간에 대한 주효과와 구간과 집단 간 상호작용이 통

이라고도 볼 수 있다(Dempster, 1992; Faubert, 2002). 언어처리 과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구간별로 사후검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은 동시적으로 유입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한 자극들을 처리해

구간3 (1,000-1,400 ms)과 구간4 (1,400-1,800 ms)에서 노년층이 청

야 하는데, 노년층은 동시에 활성화된 여러 단어들 중 불필요한 의

년층에 비해 목표자극의 시선고정비율이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미정보 또는 음운정보를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약화되어 있

있었다. 또한 구간 진행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

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재인하여 의미, 음운연결망에 접근하고

검정을 실시한 결과, 청년층은 구간2에서 구간4까지 통계적으로 유

이를 통해 관련된 정보를 활성화시켜 반응을 산출하는 처리 과정

의하게 시선고정비율이 증가했으며, 구간4에서 구간6까지는 유의

에서 청년층에 비해 경쟁 자극들로부터 더 많은 간섭을 받아 단어

하게 감소하였다. 시선추적 양상에서 시선고정(fixation)이 정보의

재인과제의 수행력이 저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화에 따라 언

획득 및 처리가 진행된다고 전제(Rayner, 1998)하므로, 청년층은 시

어처리 능력이 저하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Feyere-

선고정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한 구간3과 구간4 (1,000-1,800 ms)까

isen, 1997; Kim, 2015; Nicholas et al., 1997; Ramsay et al., 1999;

지 언어처리 과정을 통해 단어재인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노년층의

Schmitter-Edgecombe et al., 2000; Yeon et al., 2017).

경우 가장 시선고정비율이 높은 구간5 (1,800-2,200 ms)까지 점진

본 연구결과는 범주 일치 여부에 따른 그림-단어간섭 과제(pic-

적으로 언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노년

ture-word interference task)를 통해 청년층과 노년층의 수행력 차

층이 청년층에 비해 단어재인 과제에서 언어처리 과정의 속도가 지

이를 살펴본 Kim (201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림-단어간섭

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기본적

과제란 방해자극을 효율적으로 억제(inhibition)하고, 목표자극에

인 정보처리 속도와 정확성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약해진다는 것이

주의를 기울여 정답에 해당하는 단어를 명명하는 과제이다. 그 결

고 보고한 많은 연구결과와 일치한다(Balota & Duchek, 1988; Gia-

과,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정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

quinto, Ranghi, & Butler, 2007; Howard et al., 1986; Lott et al., 2001;

과를 통해 연구자는 노화에 따라 목표 유지 능력의 감소와 언어처

Kim & Lee, 2007; Reese & Rodeheaver, 1985). Howard 등(1986)은

리 및 판단과 같은 고차적 인지기능을 처리하는 능력이 감소하였다

점화과제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점화단어를 제시하고,

고 보았다. 또한 목표자극(그림자극)과 방해자극(글자자극)이 서

목표단어에 대한 어휘판단 시간을 측정하여 처리속도이론(pro-

로 동일 범주일 때, 노년층은 더 어려움을 보였다. 이는 범주 일치 여

cessing speed theory; Salthouse, 1996)을 검증하였다. 처리속도이

부가 과제 수행에 있어 간섭의 효과를 더 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

론은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해 전반적인 처리속도가 지

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의 단어 조건(규칙 단

연된다고 설명한다(Salthouse, 1996). 전체적으로 노인의 반응시간

어, 불규칙 단어, 규칙 비단어, 불규칙 비단어)에 따른 읽기 수행력

이 느렸으며, 이는 의미 활성화의 발생 시점에 노화와 관련한 지연

를 알아본 Yeon 등(2017)의 연구와 일부 일치하였다. Yeon 등(2017)

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한글단어재인의 어휘판단 과제

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청년층과 중년층에 비해 4개의 단어조

를 사용하여 청년층과 노년층의 차이를 연구한 Kim과 Lee (2007)

건 중 불규칙 단어와 규칙 비단어에서 유의미한 수행력 저하를 보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노인이 어휘판단시간이 청년보다 느

였다. 자소와 음소가 대응되지 않는 불규칙 단어와 의미가 없는 규

렸는데 이는 노인의 단어처리속도에 감퇴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

칙 비단어를 읽는 것은 인지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았다.

있는데, 본 연구자는 정상 노화 과정에서 언어능력 및 인지기능의

본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은 방해유형에 따른 단어재인과제에서

감퇴와 주의력 감소는 어휘 통로의 정보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구간별 방해자극의 시선고정비율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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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그 결과, 구간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해 더 오랜 시선고정, 즉 더 많은 간섭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Bonferroni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구간이 진행함에 따라 방

구간과 방해자극 유형 간의 이차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해자극의 시선고정비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

였다. 구간별 방해자극의 유형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지 알

간1과 구간2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은 자극 제시 후, 방해자극

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활용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구

이 활성화되어 구간1부터 구간2까지인 200-800 ms까지 방해자극

간3 (1,000-1,400 ms)에서 음운유사 방해자극과 의미유사 방해자

을 오래 응시했음을 알 수 있다. 구간5와 구간6에서는 유의한 차이

극 시선고정비율 간, 음운유사 방해자극과 무관련 방해자극 시선

가 없었는데 이는 구간1에서 구간4, 즉 200-1,800 ms까지 단어재인

고정비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구간3 (1,000-

과제에서 필요한 언어처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그 이후

1,400 ms)에서 음운유사 방해자극을 의미유사 방해자극, 무관련

에는 방해자극을 적게 응시했다고 볼 수 있다. 방해자극의 시선고

방해자극에 비해 오래 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간3에서 청

정비율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단어재인 과제에서 목표자극과 음운

각자극과 일치하는 목표자극을 선택하는 과제 수행에 있어 음운

적, 의미적으로 관련된 자극의 간섭이 줄어들고, 목표자극에 집중

자극에 가장 방해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 성인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층을 대상으로 한 의미정보 및 음운정보가 포함된 작업기억 과제

또한, 방해자극 유형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on-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즉, 음운적 정보보다 의미적 정보를

ferroni를 활용한 사후검정 결과, 방해자극 유형 중 음운유사와 무

저장하고 처리하는 과제의 수행력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

관련, 의미유사와 무관련 유형의 시선고정 비율 간 유의한 차이가

지 않았다(Barde & Thompson-Schill, 2002; Crosson et al., 1999).

나타났다. 즉, 음운유사와 의미유사 자극을 음운적, 의미적으로 관

반면, 집단 간 주효과, 구간별 집단 간 상호작용, 방해자극 유형별

련이 없는 자극에 비해 더 오래 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음운적 또

집단 간 상호작용, 구간에 따른 방해유형별 집단 간 상호작용에서

는 의미적 유사자극에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목표자극과 관련

도 각각 유의미한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된 유사자극을 효율적으로 억제(inhibition)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는 청년층과 노년층이 과제 수행에 있어 구간에 따라 방해자극의

과제 수행에 부정적 영향(방해)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선을 고정하는 패턴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렇게 방해를 받게 될 경우, 목표자극을 선택하는 속도가 지연되고,

본 연구는 방해자극이 포함된 단어재인 과제를 시선추적기법으

정확도가 저조하게 나타날 수 있다(Slowiaczek & Hamburger, 1992).

로 실시하여, 청년층과 노년층의 정반응률 및 반응시간을 살펴보

본 연구결과는 4개의 그림 중에서 청각적으로 제시된 자극과 일치

고, 목표자극과 방해자극의 시선고정비율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하는 보기를 고르는 과제에서 관련 없는 단어에 비해 음운적으로

결과,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정확도가 및 반응속도가 저조하였

유사한 단어에 더 많이 시선을 고정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다. 이는 노화로 인한 언어 및 인지능력의 저하로 사료된다. 이러한

한다고 볼 수 있다(Ben-David et al., 2011; Tanenhaus et al., 2000).

결과는 단어재인 과제에서 방해자극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능력

또한 청각자극을 듣고, 4개의 그림 중 목표자극과 의미적으로 관련

이 저하되면 정확도 및 반응속도가 저하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된 자극을 관련 없는 단어에 비해 더 많이 응시했다는 선행연구 결

뒷받침한다(Slowiaczek & Hamburger, 1992).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

과와도 일치하였다(Yee & Sedivy, 2006). 본 연구도구와 다른 그림-

와 동일하게 두 집단 모두 음운유사, 의미유사 자극을 관련이 없는

단어간섭 과제를 사용하여 청년층의 어휘 접근 및 의미처리 과정

자극에 비해 더 오래 응시하였다. 하지만, 방해자극에 따른 집단 간

을 살펴보고자 한 여러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Ahn, Lee, &

차이를 살펴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방해자극 유형

Yi, 2015; Hartendorp, Van der Stigchel, & Postma, 2013; Koo &

에 따른 단어재인 과제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온 선행연구를 확인

Nam, 2007; Young, Ellis, Flude, McWeeny, & Hay, 1986). 간섭 과

해 본 결과, 실어증과 같은 신경학적 손상군에서 방해자극 유형에

제란 목표자극(target stimuli)에 비해 방해자극(distractor stimuli)

따른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예로, Janse (2006)의 연구결과에 따

이 깊이 처리되어 목표반응에 대한 간섭을 일으키게 되는 과제이

르면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군은 브로카 실어증 환자군과 정상군과

다. 이러한 연구들은 목표자극(예: 치마)은 의미적 관련이 없는 방

달리 음운유사 자극에 유의하게 영향을 받았다. 이는 Yee 등(2008)

해자극(예: 화산)에 비해 목표자극에 대한 정보 처리를 크게 간섭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는 신경학적 손상군이 아닌 정

하기 때문에 명명시간이 지연되는 의미간섭효과가 발생한다고 보

상 청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정반

고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및 선행연구의 결과는 목표자극에

응율과 반응시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증명되

음운적, 의미적으로 관련된 방해자극이 관련 없는 방해자극에 비

었고, 실시간 처리과정(online processing)을 시간대(time-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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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확인한 결과, 노년층의 어휘 처리 과정에서의 지연(delay)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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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시선추적을 활용한 방해자극 유형에 따른 단어재인 과제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간 수행력 비교
조혜련·성지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노화에 따른 노년층의 언어능력에 관해 단어재인 과정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실시간 언어처리 과정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해자극 유형에 따른 단어재인 과제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간 수행력을 시선추적기
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방법: 정상 청년층 24명과 정상 노년층 22명을 대상으로, 방해자극 유형에 따른 단어재인 과제를 실시하였
다. 정반응률(%)과 반응시간(ms), 시선추적기(eye-tracker)를 활용한 목표자극의 시선고정비율(proportion of fixation)과 방해자극의
시선고정비율을 유형별로 각각 산출하였다. 결과: 단어재인 과제 정확도 및 반응시간에서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저조한 수
행력을 보였다. 구간에 따른 집단 간 목표자극의 시선고정비율에 대한 이원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간별 주효과와 구간과 집단
간 이차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반면, 집단 간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구간에 따른 집단 간 방해자극의 시선고정비율에 대한 삼원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간별 주효과, 방해자극 유형별 주효과, 구간과 방해유형 간 이차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반면, 집단 간
주효과, 구간과 집단 간 이차 상호작용, 방해유형과 집단 간 이차 상호작용, 구간에 따른 방해유형과 집단 간 이차 상호작용이 모두 유의
하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노년층의 경우, 정반응률과 반응시간에서 청년층에 비해 수행력이 감퇴하였고, 실시간 시선고정비율에서
또한 처리 속도 저하(slowed processing)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신경학적 손상이 분명한 환자군에서 관찰되었던 방해자극 유형에 따른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층의 경우, 음운 및 의미 방해자극을 억제하는 실시간 능력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단어재인 과정에서의 주요 손상 기제는 처리 속도 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어: 단어재인, 시선추적기법, 시선고정비율(proportion of fixation), 노화
본 논문은 제1저자(조혜련)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본 논문 또는 저서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7S1A2A203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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