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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impact of age-related working 
memory capacity and cognitive load to word recognition using an eye tracker. Methods: A 
total of 48 participants (24 young, 24 elderly adults) who were divided according to work-
ing memory capacity (high, low) participated in the study. This study consisted of a digit 
load and word recognition task. Results: First, the elderly group had lower accuracy and 
slower response times than the young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working memory capacity and cognitive load in response time. In the group with low 
working memory capacity, the response time increased under lower cognitive load,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group with a high working memory capacity. Next, the elderly 
group had a lower proportion of fixation than the young group by time interval. In addi-
tion,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group and cognitive load by time interval.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fixation decreased over time under a high cognitive load 
while the proportion of fixation increased under a low cognitive load in the elders, because 
the inhibition and switching abilities were weakened which made the elders unable to 
process information efficiently.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showed significant effects 
between working memory capacity and cognitive load in response time and proportion of 
fixation. This implies that complex factors influence language processing, which makes 
measuring accuracy insufficient. Thus, this research confirms the correlation among aging, 
working memory, and cognitive load through both online and offline measurement.

Keywords: Working memory capacity, Cognitive load, Aging, Word recognition, Eye tracking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19년 

14.9%에서 2067년 46.5%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

다. 특히, 2045년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속화되는 고령화 현상

으로 인해 노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노화 및 노인 언어능력

에 관한 연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Yang, Lee, & Park, 2020). 노인

의 단어 재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화가 복합적인 언어처

리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청년보다 노

인이 단어 또는 문장 재인 속도나 읽기 속도가 저하된다는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Balota & Duchek, 1988; Howard, Shaw, & Heisey, 

1986; Sass, Legge, & Lee, 2006). 이와는 달리, 노화가 되어도 어휘

적 지식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오히려 증가된다는 결과도 존재한

다(Burke & Peters, 1986; Jeong & Pyun, 2005; Spieler & Balota, 

2000). 해당 연구자들에 따르면, 단어 이해 과정에서는 청년과 노년 

집단의 수행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Bayles, To-

moeda, Kaszniak, Stern, & Eagans, 1985). 또한, Giaquinto, Ranghi

와 Butler (2007)의 연구는 사건관련전위(Event Related Potential, 

ERP) 실험을 통해 단어들을 들려주고 목표 단어를 들을 때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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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해야 하는 과제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청년과 노년 집단에서 

언어의 의미적 처리를 반영하는 N400의 진폭, 시작 지연 시간 및 지

속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을 밝혔다. 

노화로 인해 주의력, 기억력, 추론 등 여러 인지적 요소의 문제도 

언어처리의 어려움과 관계가 있다(Lee & Kim, 2012; Lee, Kim, Lee, 

Chung, & Park, 2012; Salthouse & Babcock, 1991; Thornton & 

Light, 2006; Yoo, Lee, & Do, 2005). 특히, 여러 인지적 요소 중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은 문제해결, 추론, 언어이해 등과 같이 고

차원적이고 복잡한 인지처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꾸

준히 주목받았다(Caplan, DeDe, Waters, Michaud, & Tripodis, 

2011; Caplan & Waters, 1999; Miyake, Just, & Carpenter, 1994; 

DeDe, Caplan, Kemtes, & Waters, 2004; Kim, Sung, & Kim, 2013; 

Lee, Lee, Song, & Kim, 2014; Montgomery & Evans, 2009; Caplan 

& Waters, 2005). 작업기억은 일시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

는 공간으로 제한된 용량(limited capacity)을 가지고 있으며, 작업

기억용량(working memory capacity)은 노화에 의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Daneman & Merikle, 1996; Hultsch, Hertzog, & Dix-

on, 1990). 그러나 노화에 따른 작업기억용량에 관해 상반된 의견

도 존재한다(Salthouse, 1990; Salthouse & Babcock, 1991). 작업기

억용량 감소는 노화뿐 아니라 유전적 요인, 신체적 요인, 교육수준 

같은 요인에 의해 개인마다 다르다는 의견이다. 작업기억 과제의 수

행률은 과제가 복잡하거나 정보의 조작을 요구하는 경우처럼 작업

기억 부담이 큰 조건에서 감퇴가 크게 나타난다. 반면, 문법 요소와 

같은 자동화된 문장처리에는 노화에 따른 작업기억용량 감소가 끼

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고 보고되고 있다(Waters & Caplan, 2001; 

Caplan & Waters, 2005).

Baddeley (2000)에 의하면, 작업기억은 단기적으로 입력된 언어 

정보들을 주로 저장하는 음운루프(phonological loop), 언어 이외

에 시공간적인 정보들을 주로 처리하는 시공간 잡기장(visuo-spa-

tial sketch pad), 두 가지 기제를 모두 관리하는 중앙집행기(central 

executive), 시공간 잡기장 영역으로부터 정보를 통합하며 임시 저

장소 역할을 담당하는 일화적 완충기(episodic buffer)로 구성되었

다(Baddeley, 2000). 세부적으로 음운루프와 시공간 잡기장 영역

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정보를 담당하지만, 중앙집행기는 비교적 

고차원의 정보를 담당하고 언어의 이해와 추론에도 관여한다. 또

한,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인출하

고 관련이 없는 정보는 인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더불어 일화적 완충기는 장기기억과 연결고리를 가진 영역으

로 음운정보와 시각정보가 동시에 제시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통합

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일화적 완충기를 통해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작업기억이 장기기억과 분리되어 있고, 중앙집행기

와 저장을 담당하는 다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후, 

작업기억의 핵심요인으로 중앙집행기 기능이 주목받으면서 작업기

억의 통제처리나 개인차에 관한 연구들이 나타났다. 그 중, Just와 

Carpenter (1992)는 작업기억용량 이론(working memory capacity 

theory)을 통해 작업기억용량이 개인마다 다르며 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이 보유한 작업기억용량보다 인지적으로 부담

이 많은 과제를 수행 또는 저장과 처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경

우,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다른 과제

를 수행할 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수행의 정확성 또는 효율 저하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작업기억용량의 개인차에 대한 이론은 크게 자원 공유 모델

(shared recourse model)과 억제기반 자원 모델(inhibition based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원 공유 모델을 주장하는 Car-

penter와 Just (1989)는 작업기억의 저장과 처리의 영역을 따로 세분

화하지 않고 작업기억의 일원화를 가정하고 있다. 작업기억 자원은 

처리와 저장 두 가지 요구에 직면하게 되고, 처리가 수월한 경우, 처

리 요구보다 더 적은 자원을 사용하여 저장 요구에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저장과 처리 과정에서 작업기억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았다. 억제기반 자원 모델을 주

장하는 Hasher와 Zacks (1988)는 작업기억용량의 개인차는 저장

과 처리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자극에 대해 주어진 용량을 사용

하지 않는 억제 기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즉, 작업

기억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시된 정보의 저장 또는 처

리 과정에서 관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억제하는 개인의 능

력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노화에 따른 작업기억용량 저하를 용량 자체 차이보다는 개별적 

자원 영역의 억제 기제로 설명하였으며, 연령과 상관없이 작업기억

용량에서의 개인차는 억제능력과 관계있음을 보여주었다(Con-

way & Engle, 1994; Conway, Tuholski, Schisler, & Engle, 1999). 덧

붙여, 작업기억에 있어서 Caplan과 Waters (1999)는 개별 자원 모

델(separated resource model)을 주장하였다. 작업기억이 하나의 

인지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Just와 Carpenter (1992)의 자원 

공유 모델과 달리, 인지 자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

다. 따라서 언어처리 과정에서 저장과 처리기능에 사용되는 인지 

자원은 일반적인 작업기억 과제로 측정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

하였다. 

이에 작업기억과 언어처리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본 결과, 

Lee (2005)는 20대부터 80대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판 기

억평가척도(Korean version of Memory Assessment Scales;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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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 Jung, 1999) 수행을 비교하였으며, 노년 집단이 다른 집단

에 비해 작업기억 과제에서 수행이 낮았음을 보여주었다. 해당 연

구를 통해 단기기억 과제보다 작업기억 과제가 노화에 따른 손상

이 더 민감함을 밝혔다. 또한, Eom, Oh와 Sung (2016)은 실어증 환

자와 정상 노년 집단을 대상으로 작업기억 과제 유형에 따른 수행

력을 분석한 결과, 4가지 과제 중에서도 숫자 바로 및 거꾸로 따라 

지시하기 과제가 실어증 중증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

다. 이를 통해 작업기억 과제 수행력은 자극 유형, 반응 순서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Nitsan, Wingfield, Lavie와 Ben-David 

(2019)의 연구는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작업기억용량 차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후, 이중 과제(dual task)를 통해 작업기억용량에 따

라 어휘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작업기

억용량 차이에 따라 집단 간 반응정확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낮은 작업기억용량을 가진 집단에서 시선고정비율이 낮았음을 보

여주었다. 이를 통해 작업기억용량이 단어 재인에 있어서 중요한 변

수임을 주장하였다.

단어 재인과 작업기억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는 실시간 시선추적 

분석 방법을 통해 더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시선추적은 연구 

대상자가 어디에 주의 집중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준다(Bolden, 

Barmby, Raine, & Gardner, 2015). 기존 연구에서 실험 이후, 연구 

대상자의 응답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던 것과 달리, 실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억의 변형이나 왜곡 영향을 최소화하여 실시간

으로 대상자의 반응을 분석할 수 있다(Huang & Chen, 2015; Susac, 

Bubic, Kaponja, Planinic, & Palmovic, 2014). 이에 시선추적에서 

활용하는 시각적 자극이 작업기억에 관여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우선 작업기

억의 가용한 저장용량은 시각탐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견해

가 존재한다. 즉, 시각적으로 제시된 모든 목표자극과 방해자극은 

반드시 시각 작업기억으로 저장된다고 보았다(Bundesen, 1990; 

Duncan & Humphreys, 1989; Treisman & Gelade, 1980). 반면, 작

업기억이 시각탐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Tark과 Kim (2005a,b)은 공간적, 시각적, 집행적 작업기

억으로 나누어 시각적 자극과의 상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험 1

은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목표자극의 개수가 증가하는 비공간적 시

각 작업기억 과제, 실험 2는 제시되는 목표자극의 위치에 대한 공간

적 작업기억 과제, 실험 3은 제시되는 네 개의 알파벳을 순서대로 

재배열을 한 후, 목표자극을 선택하는 집행적 작업기억 과제를 실

시하였다. 실험 결과, 해당 연구에서의 시각적 자극은 인지적 자원

을 요구할 만큼 어려운 과제가 아니었으며, 시각적 처리는 낮은 수

준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상위 수준의 

처리 기제인 작업기억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시각적 표시가 작업기억과 관련된 인지 자원을 소모하지 않음을 나

타냈다. 해당 선행연구는 오프라인 측정 과정에서는 작업기억용량

이 영향을 미치지만, 온라인 실시간 처리과정에서는 시각적 자극은 

인지 자원의 개입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작업기억 측정

에 있어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개별 자원 모델(separate resource 

model) (Caplan & Waters, 1999)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더 나아가 단어 재인과 인지부하 및 작업기억용량의 연관성은 시

선추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인지부하 정도에 따

라 중뇌의 배측주위신경망, 청반부신수질호르몬, 대상엽의 영역과 

전두엽(frontal cortex)과 전전두엽(pre-frontalcortex) 사이의 하향

식 처리방식(top-down control)이 활성화되고 이는 정보처리과정

에서 동공크기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Buckner, 2013; Geva, Zivan, 

Warsha, & Olchik, 2013; Park & Whang, 2018; Van Steenbergen & 

Band, 2013). 따라서 눈의 움직임에 따라 인지부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작업기억용량도 뇌의 신경회로망 간 상호작

용을 통해 활성화되는 눈의 움직임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Johnson & Raye, 1998; Parker, Relph & Dagnall, 2008). 또한, 시선

추적기법은 비침습적이고 실험 자극에 따라 조작이 자유로우며, 최

대한 자연스러운 언어처리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

라서 시선추적기법을 통해 언어처리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오

래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Clifton et al., 2016; Rayner, 1998, 

2009). 국내에서 노년 집단의 언어처리에 관한 시선추적 연구를 확

인한 결과, Jo와 Sung (2019) 연구에서는 시선추적을 통해 단어 재

인 과제에서 방해자극 유형에 따라 청년과 노년 집단 간 수행 결과

에 대해 반응정확도, 반응시간, 시선고정비율을 분석하여 집단 간 

수행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Nit-

san 등(2019)의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청년과 노년을 대상으로 인지

부하 조건에서 작업기억용량 차이에 따라 단어 재인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단어 재인 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가지

로 구분되며, 첫 번째는 과제가 끝난 후, 대상자의 반응을 통해서 확

인하는 방법(offline)으로 반응정확도, 반응시간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과제가 제시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대상자 반응을 살펴보는 

방법(online)으로 시선추적이 대표적이다. 오프라인 변수는 과제 

이후의 대상자 반응을 통해 처리 및 이해 과정의 결과물을 보여줄 

뿐이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시간 반응을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처리 과정을 동시에 측정할 

필요가 있다(Thompson & Choy, 2009; Wassenaar & Haggort, 

2007). 더 나아가 현재까지 한국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작업기억용

량과 언어처리와의 관련성에 대해 단어 재인 수준에서 온라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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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과 노년 집단을 대상으로 작업기억용량, 인

지부하에 따른 단어 재인 정확도, 반응시간 및 시선고정비율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시선추적기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

인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단어 재인 과제에서 인지부하 조건(고, 저) 및 작업기억용

량(고, 저)에 따라 청년 및 노년 집단 간 반응정확도에 유의한 차이

가 있는가?

둘째, 단어 재인 과제에서 인지부하 조건(고, 저) 및 작업기억용

량(고, 저)에 따라 청년 및 노년 집단 간 반응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단어 재인 과제에서 인지부하 조건(고, 저) 및 작업기억용

량(고, 저)에 따라 청년 및 노년 집단 간 시간 구간에 따른 목표자극 

시선고정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만 19-39

세) 24명과 노년층(만 60-79세) 24명, 총 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대상자들은 사전에 본 연구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충분히 듣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 진행되었다(ewha-202008-0015-01).

두 집단은 모두 (1) 한국어가 모국어인 자, (2) 건강선별기준

(Christensen, Multhaup, Nordstrom, & Voss, 1991)에 근거하여 신

경학적 또는 정신적인 병력이나 두뇌 손상 병력이 보고되지 않은 

자이어야 하며, (3) 언어 및 인지적 신경학적 손상, 발달적 병력이 보

고되지 않은 자, (4)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Mini Men-

tal State Examination; Kang, Na, & Hahn, 1997) 점수가 연령 및 교

육년수에 비해 16%ile 이상으로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자(Kang, 

2006)를 말한다. 또한, (5) 자가보고 및 선별검사 과정을 통해 과제

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청각 및 시각능력에 문제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6) 중이 병변에 질환이 없는 자, (7) 폐소공포증이 

없는 자이며, (8) 자가보고를 통해 일상생활능력을 유지하면서 독

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였다. 추가로 노년층에게는 

(1) 언어기억검사(Seoul Verbal Learning Test, SVLT; Kang & Na, 

2003)를 실시하여 점수가 연령 및 교육년수에 비해 16%ile 이상의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자, (2)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Korean ver-

sion of the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K; Cho 

et al., 1999) 검사에서 8점 이하로 우울증이 없는 자를 선별하였다. 

또한, 모든 대상자는 청력검사를 시행하였다. 청년 집단의 경우, 

(1) 순음청력역치가 500, 1,000, 2,000, 4,000 Hz의 평균이 20 dB 이

하인 자(Humes, 2020)이며, (2) 한국표준 단음절어표인 KS-MWL 

중 일반용(KS-MWL-A)을 활용하여 쾌적역치(Most Comfortable 

Listening, MCL) 수준에서 어음청력검사 결과가 90% 이상의 어음

인지도를 가진 자(Joo & Jang, 2009)로 선별하였다. 노년 집단의 경

우, Humes (2020) 연구를 참고하여 연령별로 다른 청력 기준을 적

용하여 선별하였다. 연령별로 (1) 60대인 경우, 250, 500, 1,000, 2,000, 

4,000 Hz에서 20 dB 이하이며, 8,000 Hz에서 30 dB 이하인 자, (2) 

70대인 경우, 250, 500, 1,000, 2,000 Hz에서 20 dB 이하, 4,000 Hz에

서 30 dB 이하, 8,000 Hz에서 50 dB 이하인 자, (3) 80대인 경우, 250, 

500, 1,000 Hz에서 20 dB 이하, 2,000 Hz에서 30 dB 이하, 4,000 Hz

에서 50 dB 이하, 8,000 Hz에서 80 dB 이하인 자로 선별하였다. 또

한, 한국표준 단음절어표인 KS-MWL 중 일반용(KS-MWL-A)을 

활용하여 쾌적역치(Most Comfortable Listening, MCL) 수준에서 

어음청력검사 결과가 90% 이상의 어음인지도를 가진 자(Joo & 

Jang, 2009)를 대상으로 하였다. 추가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

하는 총 48명(청년 24명, 노년 24명)을 대상으로 각 집단 내에서 작

업기억용량(고, 저)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작업기억용량에 따라 고, 

저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 (1) 숫자 바로 지시하기와, (2) 숫자 거꾸

로 지시하기(K-WAIS; Hwang, Kim, Park, Choi, & Hong, 2012), (3) 

단어 바로 지시하기와, (4) 단어 거꾸로 지시하기 과제(Sung, 2011)

를 따라 말하기(recall)로 전환하여 시행하였다. 해당 과제에 사용

되는 숫자 또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power point 2016으로 맑은고

딕체, 글씨 크기 200으로 작성한 숫자 또는 단어를 자동적으로 1초

에 1개의 그림이 보이도록 설정하여 모든 대상자에게 해당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실시한 4개 과제의 합계 점수를 작업기억용량

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였으며, 중앙값 분리(median-split)방법

을 사용하였다(Stark, Mandl, Gruber, & Renkl, 2002). 전체 대상자

의 작업기억 과제 합계 점수를 나열한 후, 노년 집단은 중앙값(19.5)

을 기준으로 작업기억이 높은 집단 12명, 작업기억이 낮은 집단 12

명으로 나누었다. 청년 집단도 동일한 방식을 활용하여 중앙값

(31.5)을 기준으로 작업기억이 높은 집단 12명, 작업기억이 낮은 집

단 12명으로 나누었다. 집단에 따른 교육년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교육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46) = .634, p>.05)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정보

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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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극

그림자극

Nitsan 등(2019)의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이중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부하 조건과제인 숫자 외우기 과제(Digit recall task),  

단어 재인 과제(Word recognition task)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인

지부하 조건과제의 경우, 난이도에 따라 2개의 인지부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인지부하 조건(high preload condition)에서는 

숫자 4개를 그림으로 제시하며, 낮은 인지부하 조건(low preload 

condition)에서는 숫자 1개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집단 분류를 

위해 실시한 작업기억 과제가 1초당 1개의 숫자를 제시한 방식을 

활용하여 해당 인지부하 조건과제에서도 동일하게 1초당 1개의 숫

자를 화면 중앙에 제시되도록 하였다. 

단어 재인 과제의 경우, 그림으로 제시되는 단어는 목표단어 40

개, 음운 관련 단어 40개, 의미 관련 단어 40개, 무관련 단어 216개

를 선정하였다. Bae와 Yi (2010)에 의하면, 2-4음절로 구성된 단어

에서는 음절 수 증가에 따른 반응시간의 지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2음절 단어가 한국어 명

사의 전형적 길이이므로 2-3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를 목표단어로 

선정하였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두운 동일 단어(onset 

sharing word)에서 각운 동일 단어(rhyme sharing word)보다 시선

고정비율에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한다(Hadar, Skrzypek, 

Wingfield, & Ben-David, 2016; Nitsan et al., 2019). 언어에 따라 중

요한 음운 인식 단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음절 하위구조인 두운, 각

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두운, 각운

보다 음절체 자체가 단어 인식에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Kang,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차이를 고려하

여 음소 대신 첫 음절 동일 단어를 선정하여 자극을 구성하였다. 노

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명사 범주별 본보기 산출 빈도, 의미전형성 

및 친숙도 연구(Sung, Mo, Lee, & Sim, 2014)의 범주별 산출 빈도 

및 주관적 친숙도에 따른 어휘 목록을 참고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범주 중심으로 5개 범주(교통수단, 옷, 과일, 생활용품, 네발동물)

내에서 목표단어 목록을 선정하되, 국립국어원의 2001년 형태소 

구어 말뭉치를 중심으로 정리된 한국어 사용빈도 조사(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5)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

한 어휘의 빈도수는 평균 78.33이었으며, 더 정확한 실험을 위해 단

어 자극에 따른 그림자극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정상 

성인 28명에게 본 실험에 사용되는 어휘 자극과 그에 해당하는 그

림을 제시하고 0점(매우 관련 낮음)부터 4점(매우 관련 높음)까지 

그림과 단어 자극의 관련성에 관해 5점 척도의 평가를 하였다. 평

가 결과, 3점 미만을 받은 문항은 수정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목

표자극과 방해자극 총 336개를 선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전체 단

어목록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청각적 자극

연습 문항을 포함하여 총 84개의 음성 자극은 녹음 시, 표본화 

주파수와 비트는 44,100 Hz, 16 bit로 전문적인 여성 성우 목소리로 

녹음하였다. 녹음된 음원은 Audacity 프로그램을 통해 편집하였

다. 각 음성 파일의 시작 구간에 묵음(Silence) 1,000 ms을 삽입하여 

모든 단어 시작(Onset)이 동일하도록 조정하였고, 모든 단어는 1초 

동안 제시되도록 하여 끝나는 구간(Offset)도 동일하게 음성파일을 

편집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는 안구 움직임을 기록하기 위한 시선추적기(Eye-track-

er)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Eye Link Portable Duo (SR Re-

search Ltd., Ontario, Canada)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

체적으로 해당 기기는 모니터 아래 시선추적장비를 배치하여 대상

자의 시선을 추적하였다. 해당 기기는 머리 고정형(Head Stabilized 

Tracking) 방식과 원격형(Remote mode Tracking) 방식 모두 가능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머리 고정형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시선

추적기와 대상자의 눈 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의 얼굴을 고정시킬 수 있는 턱 고정대(chin-rest)를 이용하

였다. 해당 실험에 사용될 시각적, 청각적 자극 배열 및 실험 진행은 

SR Research Experiment Builder 2.3.1 [Computer software] 

(2020)를 활용하여 편집하였으며, 데이터 분석은 SR Research Eye 

Link Data Viewer 3.2.1 [Computer software] (2018)을 사용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information on participants

Group Young (N= 24) Old (N= 24)

WM High
(N= 12)

Low
(N= 12)

Total
(N= 24)

High
(N= 12)

Low
(N= 12)

Total
(N= 24)

Gender (male:female) 0:12 4:8 4:20 2:10 4:8 6:18
Age (yr) Mean 22.92 26.17 24.54 63.42 68.50 65.96

(SD) (3.15) (6.47) (5.23) (3.20) (3.66) (4.25)
Range 20-30 19-38 19-39 60-69 62-74 60-74

Education (yr) Mean 14.67 14.25 14.46 16.08 13.58 14.83
(SD) (2.31) (1.22) (1.82) (1.08) (2.47) (2.26)

Range 12-18 12-16 12-18 14-18 11-18 11-18
WM (score) Mean 37.83 25.33 31.58 24.92 16.92 20.92

(SD) (4.09) (4.38) (7.61) (4.38) (1.83) (5.24)
Range 32-45 18-31 18-45 20-34 14-19 14-34

WM= Working Memory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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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해당 연구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피험자들을 대상으

로 조용한 조건에서 시선추적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모든 연구 대

상자는 방음 부스에서 실험을 시행하였다. 청각 자극은 연구 대상

자에게 1 m 떨어진 채 +45°와 -45°에 위치한 스피커를 통해 대상자

에게 제시하였다. 목표음은 대상자가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편하

다’고 느끼는 주관적 쾌적역치(Most Comfortable Listening, MCL) 

수준에 맞추어서 제시하였다. 실험 과정에서 청년 집단 중 해당 장

소에 오지 못한 일부는 방음 부스 대신 조용한 개별 공간에서 검사

를 진행하였다. 검사 진행 시에는 안드로이드 소음측정기 어플 

Sound Meter (Version 5.6)를 사용하여 미리 측정한 방음 부스 내 

주변 소음과 목표음 수준을 고려하여 청각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최대한 검사 상황과 유사하게 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의 순

서는 다음과 같다. 

보정 및 검증 이후, (1) 준비 단계, (2) 인지부하 조건과제 단계, (3) 

그림 단서 제시 단계, (4) 준비 단계, (5) 단어 재인 과제 단계, (6) 숫

자 응답 단계로 이루어져 진행되었다. 대상자는 모니터로부터 약 

60 cm 정도 떨어져 앉고, 우선 시선추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보정 및 검증 작업을 거쳤다. 보정 및 검증 단계(calibra-

tion)는 대상자의 시선이 시선추적기가 추적 가능한 각도 범위 내

에 있는지 맞추는 과정으로 시선이 잘 잡히는지 기기의 Auto 모드

로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보정 이후, 연구자는 대상자에

게 ‘실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검은 세모(▲)가 있

는 화면이 제시된 후, 바로 숫자를 4개 또는 1개 보여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에 해당 숫자들을 질문할 예정이오니, 주의 깊게 보고 기억

해주시길 바랍니다. (2) 화면(+)이 제시된 후, 1개 단어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단어를 잘 듣고, 4개의 그림 중에서 들려드린 단어와 일치

하는 그림을 찾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 단어

를 선택한 이후에, (●)가 나오면 아까 들려드린 숫자를 기억해서 말

씀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라고 과제에 대한 지시를 드렸

다. 이후, 4개의 연습 문항을 충분히 진행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한 

후,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절차에 관해 설명하자면, 보정 및 검증 단

계는 검사 시작에 앞서 먼저 실시하였다. 이후에는 검사 중간 주어

지는 4번의 휴식 시간 이후, 검사를 다시 시작할 때마다 진행하였

다. 휴식 시간은 20문항마다 주어졌다. (1) 준비 단계는 인지부하 조

건과제가 제시되기 전 ‘▲’응시점(fixation cross)이 흰색 화면 중앙

에 나타나는 단계로, 다음 자극이 제시되기 전 대상자의 시선을 화

면 중앙으로 유도하여 시선이 특정 위치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

다. (2) 인지부하 과제는 숫자 외우기 과제 제시 단계(Digit recall 

task)로써 인지부하(고, 저)에 따라 두 개의 조건으로 구성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 높은 인지부하 조건(high preload condition)에서

는 숫자 4개를 제시하였고, 낮은 인지부하 조건(low preload condi-

tion)에서는 숫자 1개를 제시하였다. 숫자는 화면에 1초당 1개씩 제

시되었다. (3) 그림 단서 제시 단계에서는 단어 재인 과제에서 제시

될 그림을 약 2초간 미리 보여주어 어떤 단어가 나올지 파악하도록 

하였다. (4) 준비 단계는 앞서, (1)번과 유사하게 ‘+’응시점(fixation 

cross)이 흰색 화면에 제시되어 시선을 중앙에 집중하도록 유도하

였다. (5) 단어 재인 단계는 각 목록 당, 메꿈질(Filer) 단어들로만 구

성된 연습 문항 4개, 목표자극 문항 40개와 메꿈질 자극 문항 40개

로 이루어졌다. 총 84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어휘는 중복되지 않는

다. 또한, 4개의 흑백 그림과 함께 목표단어를 들려준 후, 정답은 버

튼 박스로 선택하여 응답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후, (6) 숫자 응

답 단계로 (2)단계에서 화면으로 제시된 숫자를 회상하여 답하도

록 하였다. 인지부하 조건인 숫자 외우기 과제는 방음 부스 밖에서 

부스 내부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듣고 연구자가 바로 전사하였

고, 즉시 전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mp3 player를 통해 녹음하여 추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은 순서 효과(order effect)를 배제하기 위하여 실험자극

의 순서 구성을 다르게 하는 교차균형화(count-balancing)를 실시

하였다. 전체 실험 구성은 인지부하 조건의 순서를 다르게 구성한 2

개(A, B) 버전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인지부하 조건에서 제시된 해

당 숫자는 1에서 9까지 숫자를 무작위로 선정 및 배열하였다. 동일

한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되, 실험 내에서 모든 숫자가 동일

한 횟수로 나오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단어 재인 과제에서 목표단

어 그림이 같은 위치에서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제시되지 않도록 하

였고, 각 자극 위치별 정답 빈도수를 동일하게 하였다. 해당 실험 제

시 순서 및 자극 예시는 Figures 1, 2, 3과 같다.

자료분석

정확도(Accuracy)

본 실험의 반응정확도는 대상자가 인지부하 조건과제, 단어 재인 

과제에서 모두 정반응한 경우만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정반응한 

문항 수를 각 조건의 전체 문항 수인 20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반응정확도(%)= (정반응한 문항 수/전체 문항 수)×100

반응시간(Response Time)

본 실험의 반응시간은 반응정확도와 동일하게 대상자가 인지부

하 조건과제, 단어 재인 과제에서 모두 정반응한 경우만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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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반응시간은 단어 재인 과제에서 청각적 자극이 시작

하는 구간(onset)부터 대상자가 버튼을 눌러 답을 선택한 구간까지

의 시간으로 계산하였고, 반응시간은 밀리세컨드(msec) 단위로 측

정하였다.

목표자극 시선고정비율(Proportion of Target Fixation)

본 실험의 목표자극의 시선고정비율도 모두 정반응한 경우만 고

려하여 분석하였다. 목표자극의 시선고정비율은 화면에 제시된 4

개의 그림자극 중 다른 그림자극보다 목표자극 그림에 시선이 고정

된 횟수의 비율이다. 목표자극의 시선고정횟수를 목표자극과 3개

의 방해자극의 시선고정횟수를 더한 값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세부적으로 대상자의 시선고정비율은 Allopenna, Magnuson과 

Tanenhaus (1998) 및 Ben-David 등(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개별 

Figure 2. An example of experimental procedure for digit load condition.

Figure 3. A sample display from experiment. The target object (target, lion/sa-
ja), phonologically related to one of the other objects (the phonological com-
petitor, candy/sa-tang), semantically related to one of the other objects (the 
semantic competitor, pig/ dwae-ji), and unrelated to the target object (unrelat-
ed competitor, carrot/ dang-geun).

Figure 1. Experimen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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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100 ms 단위로 시간 구간을 나누어 200 ms 구간씩 시간 

구간 분석을 진행하였다. 단어가 청각적으로 제시되는 구간(onset)

부터 단어가 끝나는 구간(offset)까지 총 1,000 ms의 구간의 시선고

정비율을 분석하였다. 단, 단어 시작 후, 200 ms은 분석에서 제외하

여 대상 단어가 시작된 후, 1,200 ms 까지의 구간을 분석하였다. 단

어 시작 후, 200 ms 구간은 음성 정보에 대한 처리를 위해 대뇌를 거

쳐 행동하기까지의 최저 반응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Allopenna et al., 1998).

목표 자극 시선고정비율=목표자극 시선고정 횟수/총 시선 고정

횟수(목표자극+방해자극)

자료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반응정확도, 반응시간, 목표자극 시선고

정비율은 대상자에게서 얻은 시선추적 데이터를 SR Research사의 

Eye Link Data Viewer 3.2.1 [Computer software] (2018)과 Micro-

soft Excel 20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출 과정에서 선행연구(Amso, Johnson, & Markant, 2014)에 

따라 시선 보정 및 검증을 실시하였을 때, 동공의 X축, Y축의 편차

(Eye Deviaton)가 불안정한 값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표준

편차(SD)를 구하여 ±3 SD 범위를 벗어나는 값은 이상값(outlier)

으로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분석 구간에서 반응이 기록

되지 않은 문항도 시선추적 자료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의 통계적 처리

자료의 통계적 처리는 SPS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

용하였다. 단어 재인 과제에서 청년과 노년 집단 간 반응정확도 및 

반응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삼원혼합분산분

석(3-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목표자극 시선고정

비율이 단어 재인 과제에서 시간 구간에 따른 인지부하 조건과제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accuracy on word recognition task as a work-
ing memory capacity and cognitive load condition for each group

Group WM DL (high) DL (low)

Young (N= 24) High (N= 12) 94.58 (7.53) 96.67 (4.44)
Low (N= 12) 95.83 (7.02) 97.08 (4.50)

Mean 95.21 (7.14) 96.88 (4.38)
Old (N= 24) High (N= 12) 95.00 (4.26) 92.92 (9.16)

Low (N= 12) 85.83 (11.65) 91.67 (8.62)
Mean 90.42 (9.77) 92.29 (8.7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WM= Working Memory capacity; DL= Digit Load condition.

Table 3. ANOVA results from the accuracy on word recognition task as a 
working memory capacity and cognitive load condition for each group

Distributed source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

Between factor
  G 527.344 1 527.344 7.830 .008**
  WM 114.844 1 114.844 1.705 .198
  G× WM 219.010 1 219.010 3.252 .078
  Error 2963.542 44 67.353
Within factor
  DL 75.260 1 75.260 1.598 .213
  DL× G .260 1 .260 0.006 .941
  DL× WM 75.260 1 75.260 1.598 .213
  DL× G× WM 114.844 1 114.844 2.439 .126
  Error 2,071.875 44 47.088

G= Group; WM= Working Memory capacity; DL= Digit Load condition. 
**p < .01.

(고, 저) 및 작업기억용량(고, 저)에 따라 청년 및 노년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원혼합분산분석(4-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정규분포 및 구형성 가정 검증을 실시하

여 모수통계 사용 가설 검증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구형

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Greenhouse-Geiser의 F 및 

p-value를 보고하였다. 

연구결과

반응정확도

반응정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 X 

인지부하 조건 X 작업기억용량 삼원혼합분산분석(3-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단어 재인 과제에서 청년과 노년 집단의 

반응정확도 기술통계 및 분산분석 결과는 Tables 2, 3과 같다.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44)=7.830, p< .01). 

즉, 노년 집단(평균 91.35%)은 청년 집단(평균 96.04%)에 비해 유의

하게 낮은 반응정확도를 보였으며, 반응정확도 그래프는 Figure 4

와 같다. 

반응시간

반응시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 X 인

지부하 조건 X 작업기억용량 삼원혼합분산분석(3-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및 분석결과는 Tables 4, 5에 제

시하며, 반응시간 그래프는 Figure 5와 같다. 분석 결과, 먼저 청년

과 노년 집단 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44) =1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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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ccuracy on word recognition task for each group and condition. 
WM= Working memory capacity; H= High; L= Low; DL= Digit loa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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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sponse time on word recognition task for each group and condi-
tion. 
WM= Working memory capacity; H= High; L= Low; DL= Digit loa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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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OVA results from the response time on word recognition task as a 
working memory capacity and cognitive load condition for each group

Distributed 
  source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

Between factor
  G 3,910,595.109 1 3,910,595.109 16.483 .000**
  WM 53,237.978 1 53,237.978 .224 .638
  G x WM 316,313.491 1 316,313.491 1.333 .254
  Error 10,439,132.338 44 237,253.008
Within factor
  DL 13,313.522 1 13,313.522 .301 .586
  DL x G 28,795.262 1 28,795.262 .650 .424
  DL x WM 246,816.323 1 246,816.323 5.571 .023*
  DL x G x WM 10,319.892 1 10,319.892 .233 .632
  Error 1,949,276.641 44 44,301.742

G= Group; WM= Working Memory capacity; DL= Digit Load condition. 
*p < .05, **p < .01.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ponse time on word recognition task as a 
working memory capacity and cognitive load condition for each group

Group WM DL (high) DL (low)

Young (N= 24) High (N= 12) 1,688.32 (314.89) 1,596.56 (332.25) 
Low (N= 12) 1,539.94 (206.87) 1,609.53 (277.41) 

Mean 1,614.13 (271.35) 1,603.04 (299.41) 
Old (N= 24) High (N= 12) 1,963.27 (442.04) 1,899.32 (355.73)

Low (N= 12) 2,003.03 (284.48) 2,183.37 (627.72) 
Mean 1,983.15 (364.10) 2,041.34 (519.64) 

WM= Working Memory capacity; DL= Digit Load condition.

Figure 6. Response time on word recognition task for WM and DL condition. 
WM= Working memory capacity; H= High; L= Low; DL= Digit loa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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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1). 즉, 노년 집단의 평균 반응시간은 2,012.25 (ms), 청년 집단

의 평균 반응시간은 1,608.59 (ms)로 노년 집단은 청년에 비해 단어

선택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지부

하 조건(고, 저) 및 작업기억용량(고, 저) 간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44) =5.571, p< .05). 작업기억용량이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에 따라 차이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작업기

억용량 높은 집단의 경우, 높은 인지부하 조건에서 반응시간이 증

가하였다. 반면, 작업기억용량이 낮은 집단의 경우, 낮은 인지부하 

조건에서 반응시간이 증가하였다. 인지부하 조건(고, 저)에 따른 작

업기억용량(고, 저)에 대한 반응시간 그래프는 Figure 6과 같다.

목표자극 시선고정비율

목표자극의 시선고정비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

기 위해 집단×인지부하 조건×작업기억용량×시간 구간 사원혼



https://doi.org/10.12963/csd.21789 https://www.e-csd.org    401

작업기억용량 및 인지부하가 단어 재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선추적 연구  •  유민아 외

합분산분석(4-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청각적으로 제

시되는 단어가 시작하고 끝나는 구간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구간1 (200-400 ms), 구간2 (400-600 ms), 구

간3 (600-800 ms), 구간4 (800-1,000 ms), 구간5 (1,000-1,200 ms)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분석결과는 Tables 6, 7에 제시

하였으며, 시선고정비율 그래프는 Figure 7과 같다. 

분석 결과, 먼저 청년과 노년 집단 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F(1,44) = 6.794, p< .05). 즉, 노년 집단의 평균 목표자극 시선

고정비율은 .323, 청년 집단의 목표자극 시선고정비율은 .365로 노

년 집단은 청년 집단에 비해 목표자극 시선고정비율이 낮았다. 다

음으로 시간 구간에 따른 집단 간 이차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F(4,176) =7.777, p< .001). 유의한 이차상호작용에 대한 사

후검정으로 집단별로 시간 구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

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한 결과, 집단에 

따라 구간4 (800-1,000 ms), 구간5 (1,000-1,200 ms)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노년 집단은 낮은 인지부하 조건의 구간  

4와 구간5에서 청년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시선고정비율

이 낮았다(t(46) = -3.307, p< .01), t(46) = -2.925, p< .01). 높은 인지부

하 조건의 구간5에서도 유의하게 청년보다 목표자극을 오랫동안 

응시하지 않았다(t(46) = -4.356, p< .01). 시간 구간에 따른 집단 간 

시선고정비율은 Figure 8과 같다. 다음으로 시간 구간에 따른 인지

부하 조건(고, 저) 간 이차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176) =3.424, p< .05). 유의한 이차상호작용에 대한 사후검정으

로 시간 구간별로 인지부하 조건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

본 t 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구간1 (200-400 

ms), 구간5 (1,000-1,200 ms)에서 인지부하 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구간1에서는 높은 인지부하 조건에서 

시선고정비율이 높았고, 구간5에서는 낮은 인지부하 조건에서 시

선고정비율이 높았다(t(47) = -2.125, p< .05), t(47) =2.289, p< .05). 시

간 구간에 따른 인지부하 조건 간 시선고정비율은 Figure 9와 같다.

추가로 시간 구간에 따라 인지부하 조건(고, 저) 및 집단 간 삼차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176) =2.465, p< .05). 유의한 

삼차상호작용에 대한 사후검정으로 시간 구간에 따른 인지부하 

조건(고, 저)에 대해 집단별로 이원반복측정분산분석(2-way re-

peated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년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노년 집단에서는 시간 구간과 인지부하 

조건(고, 저) 간 이차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F(4,92) =5.070, p< .01). 

구체적으로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test)을 통해 시간 구간에 따

른 차이를 확인하였고, 구간2 (400-600 ms), 구간5 (1,000-1,200 ms)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3) = -2.323, p< .05), t(23) =2.931, 

p< .01). 즉, 노년 집단은 구간2의 높은 인지부하 조건에서 시선고정

비율이 높았고, 구간5의 낮은 인지부하 조건에서 시선고정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 구간에 따라 인지부하 조건(고, 저) 및 집단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proportion of fixation over time to the target 
on word recognition task for each group and condition. task for each group and 
condition

DL Old  
(N= 24)

Young (N= 24) Old (N= 24)

WM (high) WM (low) WM (high) WM (low)

High Phase 1 .26 (.08) .20 (.09) .20 (.09) .28 (.10) 
Phase 2 .24 (.09) .19 (.08) .24 (.10) .28 (.13)
Phase 3 .27 (.09) .32 (.11) .29 (.13) .30 (.07)
Phase 4 .45 (.11) .47 (.18) .42 (.08) .42 (.11)
Phase 5 .62 (.13) .62 (.17) .45 (.12) .43 (.15)

Low Phase 1 .22 (.07) .18 (.07) .20 (.09) .21 (.11)
Phase 2 .24 (.09) .19 (.12) .17 (.08) .23 (.08)
Phase 3 .31 (.15) .27 (.14) .25 (.11) .28 (.12)
Phase 4 .52 (.14) .46 (.12) .39 (.07) .39 (.09)
Phase 5 .67 (.14) .60 (.09) .52 (.09) .52 (.19)

WM= Working Memory capacity; DL= Digit Load condition.

Table 7. ANOVA results from the proportion of fixation over time to the target 
on word recognition task for each group and condition

Distributed 
source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

Between factor
  G .214 1 .214 6.794 .012*
  WM .002 1 .002 .064 .802
  G× WM .082 1 .082 2.601 .114
  Error 1.385 44 .031
Within factor
  DL .003 1 .003 .212 .647
  DL× G .011 1 .011 .772 .384
  DL× WM .016 1 .016 1.140 .292
  DL× WM× G .014 1 .014 .972 .330
  Error (L) .632 44 .014
T 8.333 4 2.083 151.547 6.0381
  T× G .428 2.527 .169 7.777 .000**
  T× WM .014 4 .004 .263 .901
  T× G× WM .053 4 .013 .956 .433
  Error (T) 2.419 176 .014
  DL× T .097 4 .024 3.424 .010*
  DL× T× G .070 4 .017 2.465 .047*
  DL× T× WM .011 4 .003 .397 .811
  DL× T× G× WM .036 4 .009 1.281 .279
  Error (L× T) 1.248 176 .007

G = Group; WM = Working Memory capacity; DL = Digit Load condition; T = Time 
course.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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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roportion of fixation on word recognition task for each group and condition. 
WM= Working memory capacity; H= H igh; L= Low; DL= Digit load condition. 

 

 

Figure 7. Proportion of fixation on word recognition task for each group and condition.  

WM=Working memory capacity; H=H igh; L=Low; DL=Digit load condition.  

 

 

Figure 7. Proportion of fixation on word recognition task for each group and condition.  

WM=Working memory capacity; H=H igh; L=Low; DL=Digit load condition.  

1.00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Pr
op

or
tio

n 
of

 fl
xa

tio
n

DL (H)
Young

DL (L)

WM (H)

WM (L)

Old

 

 

Figure 7. Proportion of fixation on word recognition task for each group and condition.  

WM=Working memory capacity; H=H igh; L=Low; DL=Digit load condition.  

 

 

Figure 7. Proportion of fixation on word recognition task for each group and condition.  

WM=Working memory capacity; H=H igh; L=Low; DL=Digit load condition.  

1.00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Pr
op

or
tio

n 
of

 fl
xa

tio
n

DL (H) DL (L)

WM (H)

WM (L)

Figure 8. Proportion of fixation over time to the target for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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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Proportion of fixation over time to the target for digit load condition. 
DL= Digit load condition; H= High; L=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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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시선고정비율 그래프는 Figure 10과 같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년과 노년 집단을 대상으로 인지부하 조건에 따른 

작업기억용량의 차이가 단어 재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따라서 단어 재인 과제에서의 시선을 추적한 후, 인지부하 조

건(고, 저) 및 작업기억용량(고, 저)에 따라 청년 및 노년 집단 간 (1) 

반응정확도, (2) 반응시간, (3) 목표자극 시선고정비율을 알아보았

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오프라인 측정변수인 반응정확도, 반응

시간과 온라인 측정변수인 시선고정비율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반응정확도와 반응시간

오프라인 측정변수인 반응정확도 및 반응시간의 경우, 단어 재

인 과제에서 청년 및 노년 집단에서만 차이가 유의하였다. 오프라

인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청년 집단보다 노년 집

단에서 인지부하 과제와 단어 재인 과제에서 모두 낮은 수행과 느

린 반응시간을 보였다. 이는 노화로 인해 언어처리능력이 감소된다

고 보고한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Feyereisen, 1997; Kim, Choi, & 

Hwang, 2016; Nicholas, Barth, Obler, Au, & Albert, 1997; Ramsay, 

Nicholas, Au, Olber, & Albert, 1999; Schmitter-Edgecombe, 

Vesneski, & Jones, 2000; Yeon, et al., 2017). 

반응정확도는 집단 간 차이를 제외하고 작업기억용량 또는 인지

부하에 따른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응정확

도 결과와 달리, 작업기억용량에 따른 인지부하 조건 간 반응시간

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작업기억용량이 높은 집단의 경우, 높은 인

지부하 조건에서 반응시간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서론

에서 언급한 Just와 Carpenter (1992)의 제한된 용량 자원으로 설명

이 가능하며, 인지적 기억부하가 증가될 때, 수행력 감소가 나타난

다고 보았다. 즉, 선행연구에 따라 작업기억용량이 높은 집단의 경

우, 높은 인지부하 조건에서 제시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이미 많은 자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어 재인 과제에서 반응시간

이 오래 걸린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반면, 작업기억용량이 낮은 

집단의 경우, 낮은 인지부하 조건에서 반응시간이 증가하였다. 상

대적으로 낮은 인지부하 조건에서는 숫자 외우기 과제에서 단어 재

인 과제로 빠른 주의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낮은 작업기억용량 집

단은 빠른 주의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응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와 정상 노년 집단을 대상으로 언어적 작업기억 과제 유형 및 처리

부담 조건이 작업기억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Tak, 

Sung, Jeong, & Kim, 2016) 결과에 의하면, 정상 노년층보다 MCI가 

언어적 작업기억 과제에서 정확도가 낮았으며, 반응시간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시간적 처리부담에서는 작업기억 과제 유

형에 따라 정상 노년층과 MCI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시

간적 처리부담이 인지적 기억부하를 증가시키고 MCI의 처리과정

에 영향을 미쳐 언어적 작업기억 과제의 반응시간 증가에 기여했음

을 밝혔다. 

Figure 10. Proportion of fixation over time to the target for each group and digit load condition. 
DL= Digit load condition; H= High; L=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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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주의전환과 할당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시

간적 요인이 작업기억용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시

간 경과에 따라 목표자극에 주의를 집중하거나, 방해자극에 주의

를 억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지적 자원을 요구하

는 과정이며, 이로 인해 작업기억에 인지적 부하가 과중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Portrat, Barrouillet, & Camos, 2008). 따라서 본 연

구결과에서 인지부하 과제를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낮은 

인지부하의 경우, 높은 인지부하보다 이전 과제를 억제하고 새로운 

과제로 빠르게 주의전환 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해석

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오프라인 측정결과에서 반응정확도는 작업기억용량 

및 인지부하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했으나, 반응시간은 작업

기억용량 및 인지부하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

해 기능성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을 활용하여 작업기억 과제 수행력을 확인한 연구(Honey, 

Bullmore, & Sharma, 2000)에 의하면 뇌의 기능적인 부분과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은 정확도가 아니라 반응시간이라고 밝혔으며, 이

는 반응시간이 과제의 수행력을 더 영향력 있게 예측할 수 있는 요

소임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반응정확도 변수만으로는 작업기억, 

인지부하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따라서 반응시간 변수나 온라인 측정변수를 통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시선고정비율

온라인 측정변수인 시선고정비율의 경우, 단어 재인 과제에서 청

년과 비교하면 노년 집단의 시선고정비율이 낮았다. 더욱이 시간 

구간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구간4와 구간5에서 노년 집

단이 청년 집단보다 시선고정비율이 낮았다. Ehrlich와 Rayner 

(1981)는 맥락 내에서 예측 가능한 단어가 상대적으로 고정 시간

(fixation duration)이 짧고 고정 개수가 적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노인은 시력 이외에도 감각 및 운동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청년보다 읽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리며(Choi, Lowder, 

Ferreira, Swaab, & Henderson, 2017; Kliegl, Grabner, Rolfs, & 

Engbert, 2004; Rayner, Reichle, Stroud, Williams, & Pollatsek, 

2006; Stine-Morrow, Noh, & Shake, 2010), 이로 인해 노인이 청년

보다 맥락에 의존하며, 단어를 예측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고 보았다(Cohen & Faulkner, 1983; Madden, 1988; Speranza, 

Daneman, & Schneider, 2000; Stine-Morrow, Miller, Gagne, & 

Hertzog, 2008; Stine-Morrow, Miller, & Nevin, 1999). Cohen과 

Faulkner (1983)의 연구는 어휘 판단 과제(lexical decision task)를 

통해 맥락 의존도가 연령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

체적으로 목표단어는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먼저 

화면에 선행 맥락을 제시한 뒤, 목표단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어

휘 판단 과제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에 비해 노인은 단어 예

측도에 따른 반응시간 비율의 차이가 컸으며, 이를 통해 노인이 청

년보다 맥락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Rayner 등(2006)은 읽기 과정에서 노인이 청년보다 건너뛰기(skip) 

비율이 훨씬 높고 도약(saccade) 거리가 길었음을 보고하였다. 즉, 

노인들은 저하된 단어 재인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청년보다 글을 

훑어 읽는 경향이 더 크며, 이러한 경향이 높은 건너뛰기 비율과 긴 

도약 거리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노년 집단은 단어 재인 과제에 있어서 목표단어를 예측하는 경향

이 있고, 건너뛰기 및 도약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

에서 노년 집단은 청년 집단보다 제시된 단어 자극을 예측하고 다

른 방해자극으로 시선이 빠르게 분산되어 여러 자극을 훑어봄으

로써 시선고정비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시간 구간별로 인지부하 조건에 따른 시선고정비율

에도 차이가 있었다. 구간1은 높은 인지부하 조건에서 시선고정비

율이 높았고, 구간5는 반대로 낮은 인지부하 조건에서 시선고정비

율이 높았다. 또한, 시간 구간에 따른 인지부하 조건 및 집단 간 시

선고정비율 차이가 유의하였다. 세부적으로 청년 집단에서는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노년 집단에서 구간2와 구간5에서 인지부

하에 따른 시선고정비율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구간2의 경

우, 높은 인지부하 조건에서 시선고정비율이 높았고, 구간5에서는 

반대로 낮은 인지부하 조건에서 시선고정비율이 높았다. 인지부하

가 시선추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주로 인지적 

요구가 높을 때, 시선고정비율이 높아지며, 인지적 노력이 많아질

수록 활성화된 뇌 활동으로 인해 인지부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Landgraf, Van der Meer, & Krueger, 2010). 시선추적과 

뇌파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과정에 대한 연구(Im, Min, 

& Cho, 2017)에 의하면 특정 자극에 고정시간이 길수록 정보처리

에 어려움을 느끼며, 어려운 읽기 요소가 포함되면 시선고정 시간 

및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ayner, Ashby, Pollat-

sek, & Reichle, 2004). 이를 통해 앞서 높은 인지부하 조건에서는 정

보처리에 어려움을 느껴 단어가 시작되는 앞 구간에 시선고정비율

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만, 노년 집단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높은 인지부하 조건에서 시선고정비율이 낮아지고 

낮은 인지부하 조건에서 시선고정비율이 높았다. 이는 앞서 오프라

인 측정변수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부하 과제를 시간적

인 처리부담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낮은 인지부하의 경우, 짧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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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두 가지 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빠른 주의전환의 어려움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시간적으로 

먼저 입력된 자극에 대한 억제 기제가 청년보다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노년 집단은 청년 집단보다 복잡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보이게 되며(Reese & Rodeheaver, 1985), 

특히, 시간적 인지부하에 따른 주의전환 및 억제기능 약화로 인해 

비효율적인 정보처리를 하는 경향이 높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반응시간과 달리 시선고정비율에서 구체적으로 작업기억

용량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 견해로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앞서 서론에서 언급된 개별 자원 모델(separated re-

source model, Caplan & Waters, 1999)를 기반으로 처리하는 정보

에 따라 인지적 자원의 사용이 다르다는 주장을 통해 설명이 가능

하다. 즉, 개별 자원 모델을 통해 온라인 처리과정은 작업기억의 개

입이 최소화된다는 이론에 의해 작업기억 효과가 시선추적 측정변

수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을 수 있다. 또 다른 설명은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인지부하 조건이 노년층의 작업기억용량을 충분히 초과할 정

도로 과제 난이도가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과제 난이도를 높여 이러한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인지부

하 조건과 집단 및 구간에 따른 삼차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는 점

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지부하 조건에 대한 조절이 노년과 청

년 집단의 온라인 처리과정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에는 충분한 난

이도였음을 알 수 있다.

제한점 및 종합 논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지부하 조건과 집단 및 구간에 따른 상

호작용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작업기억용량과의 영향이 명확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인지적 자원의 개입이 필요한 정도의 난

이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극 제시 시간을 일정하게 하여 1초에 숫

자 1개 또는 숫자 4개를 동시에 제시하는 실험 패러다임과 같이 다

양한 방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통해 작업기억용량의 영향을 더 구

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선

추적을 통해 노년과 청년 집단의 시선의 움직임에 대해 분석을 하

였으나, 추후 시선추적과 ERP를 함께 측정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언어처리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시선추적기법을 활용하여 작업기억용량, 인지부

하가 단어 재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청년과 노년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숫자 외우기 과제와 단어 재인 과제를 실시하

였으며, 오프라인 측정변수인 반응정확도, 반응시간, 온라인 측정

변수인 시선고정비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측정변수에 

따라 단어 재인 과제에서 작업기억용량, 인지부하, 집단과의 연관성

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단어 재인 과정에서 반응정확도와 달리, 

반응시간 또는 시선고정비율에서 집단 간 차이 이외에 작업기억용

량과 인지부하 요인과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언어처

리는 인지부하, 작업기억용량 차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작업기억

용량, 인지부하가 단어 재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순히 반응정

확도만 측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응정

확도, 반응시간과 같은 오프라인 측정변수와 함께 온라인 측정변

수를 통해 노화, 작업기억, 인지부하와 언어처리에 대한 연관성에 

관해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언어 및 인지 

손상이 예상되는 성인 대상자를 위해 작업기억 손상 조기 예측 및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개발에 기초적 자료로써 기여할 수 있다고 본

다. 따라서 추후 지속적으로 작업기억용량 및 인지부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선추적 이외에 다양한 변수를 통한 심도 깊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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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실험자극 단어목록

범주 목표어휘 음운적 관련어휘 의미적 관련어휘 무관련어휘

과일 수박 수갑 체리 가마

과일 참외 참치 석류 드럼

과일 사과 사슴 키위 눈썹

과일 망고 망토 딸기 오리

과일 포도 포크 멜론 새우

과일 대추 대포 자두 연필

과일 바나나 바둑판 무화과 청소기

과일 오렌지 오징어 복숭아 세탁기

교통수단 지하철 지우개 돛단배 항아리

교통수단 리어카 리모컨 지게차 병아리

교통수단 비행기 비키니 유모차 가야금

교통수단 자전거 자판기 굴착기 독수리

교통수단 버스 버선 요트 휴지

교통수단 마차 마늘 택시 플룻

교통수단 기차 기타 탱크 호스

교통수단 소방차 소나무 보행기 탬버린

네발동물 기린 기둥 염소 배추

네발동물 사자 사탕 돼지 당근

네발동물 치타 치즈 늑대 향수

네발동물 고양이 고구마 얼룩말 빗자루

네발동물 다람쥐 다리미 코끼리 선인장

네발동물 강아지 강낭콩 호랑이 실로폰

네발동물 하마 하프 토끼 버섯

네발동물 낙타 낙지 여우 달력

생활용품 도마 도넛 밥솥 장구

생활용품 화장품 화살표 냉장고 부엉이

생활용품 국자 국화 망치 스키

생활용품 거울 거미 칫솔 오이

생활용품 주전자 주사위 숟가락 토마토

생활용품 그릇 그네 책상 호두

생활용품 수건 수염 비누 문어

생활용품 바가지 바게트 전화기 색소폰

옷 장갑 장미 양말 볼펜

옷 치마 치약 재킷 트럭

옷 가운 가지 장화 의자

옷 모자 모기 한복 입술

옷 양복 양파 잠옷 타조

옷 원피스 원숭이 긴바지 피아노

옷 반바지 반창고 슬리퍼 샤워기

옷 조끼 조개 팬티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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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작업기억용량 및 인지부하가 단어 재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년과 노년 집단 간 수행비교: 시선추적 연구

유민아1·오승하2·경정숙3·성지은1

1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2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3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청년과 노년을 대상으로 작업기억용량과 인지부하 정도의 차이가 단어 재인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선

추적기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청년과 노년 집단별로 24명씩, 총 48명이 본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각 집단 내에

서 작업기억용량(고, 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인지부하 조건(고, 저)인 숫자 외우기 과제와 단어 재인 과제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오프라인 측정변수인 반응정확도, 반응시간, 온라인 측정변수인 시선고정비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 반응정

확도 및 반응시간의 경우, 단어 재인 과제에서 청년 및 노년 집단 간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추가로 반응시간의 경우, 작업기억용량에 따

른 인지부하 조건 간 이차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시선고정비율의 경우, 집단 간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시간 구간에 따른 집단 간, 

인지부하 조건 간 이차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며, 시간 구간별 인지부하 조건 및 집단 간 삼차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 논의 및 결론: 반

응정확도와 달리 반응시간, 시선고정비율은 집단 간 차이 이외에 인지부하, 작업기억용량 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언어처리는 인지부하, 작업기억용량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더 나아가 언어 처리과정에 대

해 반응정확도 측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오프라인 측정변수와 함께 온라인 측정변수를 통해 노화, 작업기억용량, 인지부하 

조건과 단어 재인 능력에 대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어: 작업기억용량, 인지부하, 노화, 단어 재인, 시선추적기법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9R1A2C108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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