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e-csd.org    847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
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21 Korean Academy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Effects of Differential Presentation of Noun Types on 
Sentence Processing in Elderly Adults: An Eye-
tracking Study
Suji Kim, Jee Eun Sung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Correspondence: Jee Eun Sung, PhD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Korea
Tel: +82-2-3277-2208
Fax: +82-2-3277-2122
E-mail: jeesung@ewha.ac.kr

Received: July 5, 2021
Revised: July 29, 2021
Accepted: August 5, 2021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NST) 
grant by the Korea government (MSIT) (No. 
CAP21051-000).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aging influences sentence pro-
cessing when noun-phrases are presented differently. Methods: A total of 40 participa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ranging in age from 19 to 71. All were presented with sentences 
and pictures under either dative or accusative conditions. After that, they were asked to 
judge if the sentences were correct or incorrect. Result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
ences between the older adults and younger adults in accuracy. The older group showed 
lower accuracy in the sentence judgment task.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older adults and younger adults in response time. The older group needed 
more time due to their lower cognitive resources. They made more errors when accusative 
noun phrases were provided. Third, the fixation proportion of the target stimulus between 
regions were significant in both types of dative and accusative noun phrase presentation. 
The older group showed lower proportions in the last region of the sentence.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s that both the elderly and the young gradually deal with the meaning 
of words through the noun phrase information. However, the elderly showed difficulty in 
assigning the correct thematic roles by using case-markers, given the lower proportion of 
fixation in the region where the target stimuli are presented. It is expected that difficulties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of the elderly will be better understood through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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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처리(sentence processing)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일어나며, 

여러 단계의 인지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운율이나 소리와 같

은 초분절적(suprasegmental) 정보를 포함한 통사 및 의미 정보를 

신속하게 지각하고 조합하며(Park, Cho, & Chung, 2016), 상황과 

배경 지식을 이용해 발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문장

처리 과정은 다양한 기제가 동원될 뿐 아니라 문맥과 환경의 영향

을 받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Brown-Schmidt & Tanen-

haus, 2008; Hagoort & Van Berkum, 2007; Kamide, Altmann, & 

Haywood, 2003; Schwanenflugel & LaCount, 1998; Wlotko & Fe-

dermeier, 2012). 

이러한 문장처리 과정에서 문장 성분들 간에 동사를 중심으로 

의미적 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를 의미역(thematic role)이라고 한다. 

의미역에 관한 분석은 문장 성분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문장의 전

체 의미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Park et al., 2016). 

영어와 같이 주어-동사-목적어(Subject-Verb-Object, SVO) 어순을 

가지는 언어에서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의미적 특징에 따

라 뒤에 제시되는 명사구의 의미역을 예측하며 문장을 처리하게 된

다(Altmann & Kamide, 1999). 시선추적기법(eye-tracking)과 같은 

실시간 문장처리(real-time sentence processing) 방법론을 적용하

여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동사가 제시될 때 대상자의 시선이 문장 

내 후속 성분에 해당하는 목표 자극으로 이동하여 시선이 고정되

는 비율을 분석하여, 동사가 제시될 때, 이미 후속 정보에 대한 명

사구 의미역을 예측하여 시선이 이동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SVO 어순 구조를 가진 언어에서는 동사가 다음 명사구에 예측 변

인을 내재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문장 이해 과정에서의 점

진적 처리(incremental processing) 기제에 의존한다는 가설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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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Tanenhauss, Carlson, & Trusewell, 1989). 

하지만, 한국어와 같이 주어-목적어-동사(Subject-object-verb, 

SOV) 어순을 사용하는 동사후치어(verb-final language)의 경우, 

같은 가설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조사체계(case marking sys-

tem)가 발달하여 비교적 자유어순이 가능한 한국어와 같은 언어

권에서는 동사를 통해 의미역을 예측하기보다는 명사구에 결합하

는 조사와 같은 형태론적 정보가 의미역 처리에 주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Kim & Woo, 2007). Kamide 등(2003)은 동사가 문장의 

말미에 등장하는 언어권에서 명사구의 격조사 정보를 통해 의미역

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일본어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

하였다. 통사적 구조의 전형성을 근거로 여격(dative) 문장 ‘종업원

이 손님에게 즐겁게 햄버거를 줄 것이다’(The waitress will merrily 

bring the hamburger to the customer)와 대격(accusative) 문장 ‘종

업원이 손님을 즐겁게 놀릴 것이다’(The waitress will merrily tease 

the customer)를 사용하였다. 여격 문장의 경우 여격 명사구 ‘-에

게’ 이후 대격 명사구 ‘-을’이 등장하는 것이 전형적이기 때문에 일

본어 사용자가 여격 명사구 ‘손님에게’를 듣고 이후의 의미역에 해

당하는 ‘햄버거를’을 쉽게 예측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반면 대격 

문장의 경우 대격 명사구 ‘-을’ 이후에 동사가 나오는 구조가 전형

적이어서 ‘햄버거를’에 해당하는 그림을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

다.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실험한 결과, 여격 문장의 ‘손님에게’를 들

었을 때 ‘햄버거를’을 예측하는 비율이 대격 문장의 ‘손님을’을 들었

을 때 ‘햄버거를’을 예측하는 비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SOV 

언어인 한국어를 대상으로 연구한 Lee (2019)의 보고에 따르면, 한

국어 문장처리 과정에서도 격조사가 후행하는 의미역 예측에 주요

한 단서가 된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즉, 여격 명사구 ‘-

에게’가 먼저 제시될 때, 후행하는 대격 명사구 및 타동사가 제시될 

것임을 예측 가능하였으나, 대격 명사구가 제시될 때는 다른 명사

구가 추가적으로 후행할 것이라는 예측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즉, 한국어 연구에서 또한, 여격 명사구가 제시되었을 때, 후행하는 

명사구 의미역 예측에 근거하여 목표 자극으로의 시선고정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SOV 어

순을 가진 언어권에서 SVO 언어권 결과와는 달리, 동사보다는 명

사구의 격조사 정보가 후행하는 문장 성분의 정보를 예측하는데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문장처리 능력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다양

하게 보고되고 있다(Gordon-Salant & Fitzgibbons, 2004; Kim & 

Kim, 2009; Wingfield & Grossman, 2006). 문장처리 능력은 인지

기제(cognitive construct)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노

년층의 경우 문장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작업기억(working 

memory)과 같은 인지능력이 감퇴하고(Schneider, Danman, & Pi-

chora-Fuller, 2002), 정보처리속도(information processing speed) 

또한 저하된다는 연구가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한다. 실시간 정보처

리가 요구되는 문장처리 과정에서 앞에서 설명한 의미역 예측 과정

은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단어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문맥적 정보를 

이용해야 하는 복잡한 처리 과정이다(Kamide et al., 2003). 노년층

은 기존의 정보를 통해 새로 나올 정보를 예측하는 능력이 저하되

기 때문에, 의미역 예측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보인다(Federmeier, 

McLennan, De Ochoa, & Kutas, 2002). Hwang과 Sung (2019)은 

한국어 동사의 의미를 통한 의미역 예측 실험을 통해 노년층이 청

년층에 비해 예측력이 저하되어 정확도와 반응시간에서 수행력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격조사가 포함된 명사구를 통해 의미

역을 예측하는 것은 노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연

구를 통해 실시간 문장처리에서 노화가 나타나는 지점을 보다 명

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실시간 문장처리 연구는 사건관련전위(event-related brain po-

tentials, ERP), 기능적 자기공명영상법(functional magnetic reso-

nance imaging, fMRI), 시선추적(eye-tracking) 등의 다양한 기술

을 활용하여 진행되어 왔다(Kemmer, Coulson, De Ochoa, & Ku-

tas, 2004; Kim, Sung, Lee, & Sim, 2018; Stine-Morrow, Noh, & 

Shake, 2010). 이 가운데 시선추적기법은 대상자가 문장을 처리하

는 과정 동안의 시선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대상자가 인지적 처리

를 위해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Kim, 

2020). 이러한 시선추적기법을 활용하여 문장처리 과정을 알아보

는 연구에서는 보통 시각적 자극을 제시하여 문장처리를 위한 맥

락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시각적 자극을 제시하

여 청각적 문장에 대한 둘 이상의 충돌하는 해석들 중 하나를 선택

하도록 한다. 정보가 상충되거나 모호할 때 방해 자극으로의 시선 

고정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비효율적이고 혼란스

러운 처리 과정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다(Hall, Horne, McGregor, 

& Farmer, 2018). 

Cooper (1974)는 대상자들이 문장을 들을 때 현재 언급되는 단

어의 참조물을 쳐다보거나 문맥과 관련된 사물로 시선을 움직인다

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시선의 움직임은 시간 제한적(time locked)

으로, 단어가 언급되는 중이거나 단어가 언급된 후 200 ms 이내에 

관련 사물로 시선이 이동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각적 패러다임

(visual-world paradigm)을 사용하여 특정 대상을 향한 시선의 움

직임을 추적한다면 실시간 문장처리 양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Rayner, Reichle, Stroud, 

Williams와 Pollatsek (2006)은 텍스트를 읽을 때 노년층이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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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훑어 읽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시선추적기법을 

통해 텍스트로 향하는 시선의 도약 거리가 노년층에서 더 길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Jang과 Sung (2020)이 ‘누구’의

문사 처리 과정을 통해 노년층이 ‘누구가’ 유형의 질문보다 ‘누구를’ 

유형의 질문에서 더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시선추적기법을 

통해 더 어려운 ‘누구를’ 유형의 문제에서 목표 자극을 보는 시선고

정시간이 짧았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시선추적 연구를 통해서 정반

응률이나 반응시간 같은 오프라인(off-line)측정치 외에 시선고정

시간(duration of fixation)이나 시선고정비율(fixation of proportion)

과 같은 온라인(on-line) 측정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년층은 다양한 신체, 인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의

사소통의 변화나 감퇴도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

인 중 하나이다(Kang, Kim, Seok, Cho, & Choi, 2001). 노년층의 인

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노년층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

도 문장처리는 단어 수준보다 문법적으로 복잡한 처리 능력을 요

구하기 때문에 노화에 대한 민감한 지표로 삼을 수 있다(Ferreira 

& Cokal, 2015). 그러나 현재 의사소통장애 연구에 있어서 노년층

의 의사소통장애는 주로 뇌졸중이나 퇴행성 신경언어장애 등과 

같이 신경장애환자를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정상 노년층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Kim & Kim, 2009). 

이에 본 연구는 Kamide 등(2003)의 시선추적 실험을 바탕으로 노

년층의 실시간 문장처리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글 읽기에

서 나타나는 시선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이 아닌 그림을 보는 시

선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각적 패러다임을 통해 청각적 문장처리 

과정에 대해 살펴볼 수 있어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시

각적 자극이 제시될 때 격조사가 포함된 명사구의 정보를 통해 의

미역을 예측하고 문장을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

체적으로, 전형적 서술 구조에 따라 통사적 제약이 높은 여격 명사

구 제시 유형과 제약이 낮은 대격 명사구를 제시하여 명사구 제시 

유형이 의미역 예측 및 문장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때 목표 자극으로 향하는 시선의 움직임을 추적

하여 정확도와 반응시간과 같은 양적 수치뿐 아니라 노년층이 어떤 

지점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적인 이해 또한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명사구 제시 유형(여격 vs. 대격)에 따라 문장이해과제 정반응

률에서 집단(청년층 vs. 노년층) 간 차이가 유의한가? 

2)  명사구 제시 유형(여격 vs. 대격)에 따라 문장이해과제 반응시

간에서 집단 (청년층 vs. 노년층) 간 차이가 유의한가? 

3)  명사구 제시 유형(여격 vs. 대격)에 따라 구간별 목표 자극 시

선고정비율에서 집단(청년층 vs. 노년층) 간 차이가 유의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층 20명(남 4명, 여 16명), 노년

층 20명(남 3명, 여 17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 이

후 보정(calibration) 및 검증(validation) 과정에서 동공의 X축과 Y

축의 편차(Eye Deviation)가 불안정하거나, 시선고정비율이 30% 

이하인 대상자는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하여 청년층 17명, 노년층 

18명 총 35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정상 노년층의 연령기준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한 55세 이

상과,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평균을 구하여 

만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두 집단의 교육년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F(1, 33) = .817, 

p>.05).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를 거쳐 위원회 승인하에 진행되었다(과제 승인번호 ewha-202008-

0007-01). 모든 대상자는 실험 참가 전에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 동의 및 거부에 대한 권리, 중도 포기 가능, 개인정보 보호 등

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동의서에 서명한 뒤 실험에 자발적

으로 참여하였다. 두 집단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두 

집단 모두 (1)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2) 건강선별기준(Chris-

tensen, Multhaup, Nordstrom, & Voss, 1991)에 근거한 기준에 따

른 신경학적 및 정신적 병력이 보고되지 않으며, (3) 교육년수가 12

년 이상이고, (4) 자가보고에 의해 시력에 문제가 없으며, (5) 순음 

청력검사에 따른 역치가 500 Hz, 1,000 Hz, 2,000 Hz, 4,000 Hz에

서 25 dB HL에 속하며(Kang, Lee, Yoon, Shim, & An, 2015), (6) 서

울신경심리검사 2판(Seoul Neuropsychologic Screening Battery-

II, SNSB-II; Kang, Jang, & Na, 2012)의 하위검사인 K-MMSE 과제

를 통해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라 정상 범위(16%ile) 내에 속한다. 

정상 노년층 집단은 추가적으로 (1) SVLT (Seoul Verbal Learning 

Test; Kang & Na, 2003) (>16%ile)를 실시하여 규준에 따라 정상 

범주(16%ile)에 속하는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정보는 다음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과제

실험자극

연구과제는 명사구 제시 유형(여격 vs. 대격)이 문장처리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인 Kamide 등(2003)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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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n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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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der
   Male 4 3
   Female 16 17
Age (yr) 24.2 (4.5) 66.5 (3.9)
Education (yr)   13.6 (2.24) 14.3 (2.6)
K-MMSE 30 (0) 29.1 (1.8)
SLVT
   IM N/A 25.3 (3.2)
   D N/A 8.55 (1.9)
   R N/A 11.75 (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K-MM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ang, 2006); SVLT-
IM= Seoul Verbal Learning Test-Immediate recall (Kang et al., 2012); SVLT-D= Seoul 
Verbal Learning Test-Delayed recall (Kang et al., 2012); SVLT-R= Seoul Verbal Learn-
ing Test-Recognition (Kang et al., 2012); N/A= Not Applicable.

Table 2. Example of sentence stimuli

NP1 NP2 ADV NP3 VP

Dative Dad-ka (Nom.) Neighbor-ekye (Dat.) Yesterday Fruit-ul (Acc.) Sell (past. Dec.)
Uncle-ie (Nom.) Old man-ekye (Dat.) By himself Bicycle-ul (Acc.) Pass (past. Dec.)

Accusative Dad-ka (Nom.) Neighbor-ul (Acc.) Yesterday Hallway-esey (Loc.) See (past. Dec.)
Uncle-ie (Nom.) Old man-ul (Acc.) By himself Hometown-esey (Loc.) Greet (past. Dec.)

Nom.= Nominative; Dat.= Dative; Acc.= Accusative; Dec.= Declarative; Loc.= Locative; NP1= Noun phrase 1; NP2= Noun phrase 2; ADV= Adverb; NP3= Noun phrase 3; 
VP= Verb phrase.

Table 3. Example of questions

Question 

Dative Dad-ekye (Dat.) neighbor-ie (Nom.) fruit-ul (Acc.) sell (past. Int.) 
Old man-ekye (Dat.) uncle-ie (Nom.) bicycle-ul (Acc.) pass (past. Int.)

Accusative Neighbor-ul (Acc.) dad-ka (Nom.) hallway-esey (Loc.) see (past. Int.)
Uncle-ul (Acc) old man-ie (Nom.) hometown -esey (Loc.) greet (past. Int.) 

Dat. = Dative; Nom. = Nominative; Acc. = Accusative; Int. = Interrogative; Loc. =  
Locative.

한 패러다임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하였다. 여격 명사구 제시 

유형의 경우 전형적 여격 문장의 서술 구조인 ‘-가 -에게 -를’에 따라 

여격 명사구 ‘-에게’를 듣고 ‘-를’에 해당하는 의미역을 예측할 수 있

는지를 보는 것이다. 대격 명사구 유형의 경우 대격 문장의 전형적 

서술 구조인 ‘-가 -를’에 따라 대격 명사구 ‘-를’을 듣고 의미역을 예

측하지 않거나 부가어인 ‘-에서’를 예측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여격 명사구 제시 유형은 통사적 제약이 강해 의미역을 예

측하기 쉬운 조건이고 대격 명사구 제시 유형은 통사적 제약이 약

해 의미역 예측이 비교적 어려운 조건이다.

연구를 위해 사용된 문장은 모두 5개의 어절로 이루어지며 여격 

문장 24개, 대격 문장 24개, 메꿈 문장 24개로 총 72개이다. 선행연

구에서 대격 문장을 4개의 어절로 구성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장소 부사구를 추가해 여격 문장과 같은 5개 어절 문장으로 통제하

였다. 모든 문장은 국립국어원의 현대국어 빈도조사의 빈도수 100

이상인 어휘들로 구성하였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

guage, 2005). 여격 문장은 행위자(agent), 도달점(goal)/수혜자(re-

cipient), 대상(theme), 타동사로 구성되며, 대격 문장은 행위자, 대

상, 장소(location), 타동사로 구성되었다. 대상자가 실험의 의도를 

파악하여 실험이 왜곡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메꿈(filler) 문장을 

만들었으며 실험 문장과 다른 형태의 5어절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메꿈 문장을 포함한 모든 문장의 첫 번째 명사구와 두 번째 명사구

의 어휘는 가족 지칭어와 중립적인 지칭어를 사용하였으며 2-3음

절로 통일하였다. 문장의 두 번째 명사구 이후에는 패딩(padding)

으로 부사를 추가하여 대상자들이 의미역을 예측할 수 있는 시간

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장이해과제 단계에서 제시되는 질문은 앞서 제시한 문장의 조

사의 위치를 바꾸거나 명사구의 순서를 바꾸어 의미역 간 관계를 

묻는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실험 문장과 질문의 예시는 

Tables 2, 3에 제시하였고, 전체 실험 문장과 질문 유형 예시는 Ap-

pendix 1에 제시하였다.

실험자극 배열

시각적 자극은 청각적으로 제시되는 문장의 명사구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 여격 문장과 대격 문장은 동일한 주어, 즉 행

위자를 공유하며 여격 문장의 여격 명사구인 도달점/수혜자가 대

격 문장에서는 대격 명사구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두 문장의 명사

구에 해당하는 행위자, 도달점/수혜자, 대상과 장소를 나타내는 4

개의 그림을 한 화면에 배치하였다. 한 화면에 나타나는 두 인물은 

세상사 지식을 통해 구별할 수 있도록 연령이나 성별을 다르게 설

정하였다. 문장의 조건 별로 자극의 위치는 다르게 배치하여 제시

하였다. 그림의 색이 시선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배색 효과(color 

effect)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그림 자극은 흑백 선화로 선정하였다. 

먼저 Google.com과 Storyset.com에서 그림을 수집한 후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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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2016을 이용하여 색깔 보정과 크기 작업을 거쳐 완성하였다. 

구체적인 실험자극 배열 예시는 Figure 1에 제시하였으며 명사구 

제시 유형 간 목표 그림은 진한 박스로 표시하였다.

타당도

실험 자극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정상 성인 18명을 대상으

로 실험 문장과 시각 자극 간 5점 척도 평정을 실시하였다. 구글

(Google) 설문지를 이용하여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평가할 수 있

게 하였다. 문장 내 명사구와 명사구에 해당하는 그림 자극을 제시

하고 그림 자극이 명사구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지 매우 부적절

함(1점)부터 매우 적절함(5점)까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3점 미만을 

받은 그림들을 새 그림으로 교체하여 다시 평가하고 평균 3점 이상

의 그림들을 최종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는 화면을 보는 대상자의 안구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시선추적기(Eye-tracker)를 활용하였다. 장비에 설치한 카메라로 

대상자의 눈에 적외선을 투사하면 대상자의 각막에서 빛이 반사되

며 이 각막광(corneal glint)을 통해 안구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측정

하는 방식이다. SMI (Senso Motoric Instruments)사의 ‘Expriment 

3.7’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을 설계하였고, ivew XTM RED 장

비를 사용하여 시선의 움직임을 기록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시선 

움직임에 대한 분석은 ‘BeGaze 3.7’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그림 자극은 1,920×1,080 해상도의 19인치 모니터 각 코너에 가

로 30%, 세로 20%의 비율로 한 화면 당 4개씩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음성 자극은 소음이 차단된 조용한 방에서 성인 여성의 목소리

로 녹음하였다.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한 후 마이크와 입의 거리

를 10 cm 두고 억양과 속도를 동일하게 유지하여 녹음하였다. 문장

의 모든 어절은 2,000 ms마다 제시되었다. 녹음된 음원은 Audacity 

(R) ver 2.4.2 (Team, 2020)을 이용하여 소음을 제거하고 각 어절 사

이의 쉼을 조절하여 문장제시단계에서 제시되는 문장 자극은 총 

10,000 ms 동안, 질문제시단계에서 질문은 총 8,000 ms 동안 제시

될 수 있도록 통제하였다. 

연구절차

본 실험은 방음 시설이 갖추어진 조용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실

시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실험의 목적 및 순서에 대해 설명

하고 시선추적기가 설치된 컴퓨터 화면 앞에 앉을 수 있도록 하였

다. 시선추적기와 대상자 간의 거리는 60-70 cm로 조정하였다. 시

각 자극은 컴퓨터 화면의 각 코너 부분에 제시되었으며 청각 자극

은 스피커를 통해 제시되었다. 대상자가 답을 예측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모든 문항은 여격 문장, 대격 문장, 메꿈 문장을 한 세트

로 하여 같은 형식의 문장이 연속으로 제시되지 않도록 하였다. 목

표 시각 자극 역시 연달아서 같은 위치에 나오지 않도록 조정하여 

제시하였다, 

실험의 순서는 (1) 보정단계, (2) 연습 문항, (3) 문장 제시, (4) 문장

이해과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보정단계에서 대상자는 고정대

에 턱을 고정하고 시선이 시선추적기가 허용하는 각도 및 범위 내

에 있는지 확인하는 보정(calibration)단계를 거쳤다. 화면에 빨간 

점이 나오면 고개는 움직이지 않고 시선만 움직여 빨간 점을 따라

가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정단계를 거친 후 본 문항을 실시하기 전

에 연습 문항을 실시하여 과제 진행 방법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에게 ‘그림과 함께 문장이 제시됩니다. 그 후 문장의 내

용에 대한 질문이 제시됩니다. 잘 들으시고 질문에 맞는 대답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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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아니오’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시사항을 들려주었

다. 조건별로 2문항씩 총 4문항을 실시하여 대상자가 과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총 문항은 72문항으로 2

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대상자마다 다른 리스트를 교대로 제공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72문항 중 24문항을 진행하고 나면 앞서 진행

했던 보정단계를 위해 빨간 점이 화면에 다시 제시되는데 이때 휴

식을 원할 시 휴식 시간을 제공한 후 다음 문항을 진행하도록 했다. 

연습 문항을 실시한 후 본 과제가 시작되기 전 빈 화면이 1,000 ms 

동안 제시된 후 응시점 ‘+’이 화면 중앙에 150 ms 동안 제시되었다. 

이 단계는 대상자의 시선을 화면 중앙으로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었

다. 본 과제인 (3) 문장 제시 단계에서는 청각적 자극이 시각적 자극

과 함께 제시되었다. 이 단계에서 대상자는 키보드를 조작하거나 

문장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고 시각적 맥락이 제시되었을 때 청각

적으로 제시되는 문장을 이해하여야 한다. 청각적 자극은 10,000 

ms 동안 제시되었으며, 여격 문장의 경우 ‘아빠가 이웃에게 어제 과

일을 팔았다’, ‘삼촌이 노인에게 직접 자전거를 건넸다’의 형식이며 

대격 문장의 경우 ‘아빠가 이웃을 어제 복도에서 보았다’, ‘삼촌이 

노인을 직접 고향에서 맞았다’의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4) 문장이

해과제 단계에서는 빈 화면이 1,000 ms 동안 나타나고 질문이 8,000 

ms 동안 청각적으로 제시되었다. 질문 형식은 앞서 제시된 실험 문

장의 조사의 위치를 바꾸거나 명사구의 순서를 바꾸어 ‘아빠에게 

이웃이 과일을 팔았습니까?’와 ‘노인에게 삼촌이 자전거를 건넸습

니까?’ 또는 ‘이웃을 아빠가 복도에서 보았습니까?’와 ‘삼촌을 노인

이 고향에서 맞았습니까?’처럼 의미역 관계를 묻는 방식으로 제시

되었다. 여격 문장과 대격 문장 모두 어순만 바꾸어 제시한 질문, 의

미역 관계를 바꾸어 제시한 문항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즉, 여

격 및 대격 명사구 이동이 자유로운 한국어 어순 특징을 고려하여, 

두 가지 어순의 출현 빈도를 동일하게 맞추어 역균형화(counter-

balance)하여 어순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문장이해과제 단계에서 

참여자가 예/아니오를 판단하여 키보드를 눌러 다음 문항으로 직

접 넘어가게 하였다. 실험 순서도는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자료분석

정반응률(accuracy)

문장이해과제에서 정반응이란 청각적으로 제시한 질문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라고 적절하게 보인 반응이다. 적절하게 답을 고

른 경우 1점을 부여하며, 적절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채점하여 점

수를 산출하였다. 이후 정반응한 문항 수를 총 문항 수로 나눈 다

음 100을 곱하여 정반응률을 산출하였다.

반응시간(response time)

문장이해과제의 반응시간은 밀리세컨드(millisecond, ms) 단위

로 측정하였으며, 질문의 제시가 끝난 직후부터 피험자가 예/아니

오 2개의 보기 중 한 가지 보기를 키보드에서 누른 순간까지의 시

간이다. 반응시간은 피험자가 정반응한 문항에 대해서만 분석하였

으며, 표준편차를 구했을 때 ±3 SD 범위에서 벗어나는 값은 이상

값(outlier)으로 구분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Figure 2. Experiment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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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gions of interests from each sentence

Type of Noun phrase in NP2 NP1 NP2 ADV NP3 VP

Dative Dad-ka (Nom.) Neighbor-ekye (Dat.) Yesterday Fruit-ul (Acc.) Sell
Accusative Dad-ka (Nom.) Neighbor-ul (Acc.) Yesterday Hallway-esey (Loc.) See

Nom.= Nominative; Dat.= Dative; Acc.= Accusative; Loc.= Locative; NP1= Noun phrase 1; NP2= Noun phrase 2; ADV= Adverb; NP3= Noun phrase 3; VP= Verb phrase.

Critical regions

Figure 3. Accuracy of task trials for each type in both groups.

 
Figure 2. Experimental procedures. 

 

 

 

 
Figure 3. Accuracy of task trials for each type in both groups.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Dative Accusative
A
cc

ur
ac

y

(%
)

Young Old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Ac
cu

ra
cy

 (%
)

 Dative Accusative

Young Old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accuracy for each type in both groups

Group Dative Accusative Total

Young (N= 17) 94.2 (2.8) 94.8 (4.2) 94.5 (5.0)
Old (N= 18) 82.4 (13.3) 82.9 (14.8) 82.7 (14.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구간에 따른 시선고정비율(proportion of fixation)

시선고정비율은 자극이 제시되는 총 시간에서 목표 그림 자극

을 본 시간의 비율이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구(여격 vs. 대격) 제시 

유형에 따른 구간별 시선고정 비율(%)을 분석하였다. 여격 문장과 

대격 문장을 4가지 구간(NP2, ADV, NP3, VP)으로 나눈 후, 구간

별 자극이 제시되는 총 시간 중 목표 자극에 시선을 고정한 시간을 

비율로 산출하였다. 두 문장 유형의 동일한 구간인 첫 번째 명사구

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유형별 구간 예시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통계적 처리

명사구(여격 vs. 대격) 제시 유형에 따른 문장이해과제의 정반응

률, 반응시간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청년층/노년층)×명사구 제시 유형(여격 vs. 대격)의 이원혼

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명사구(여

격 vs. 대격) 제시 유형별 구간에 따른 시선고정비율에서 집단 간 차

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청년층/노년층)×구간(NP2/

ADV/NP3/VP) 이원혼합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

다. 이를 위해 SPSS ver 2.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명사구 제시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정반응률

문장이해과제에서 명사구(여격 vs. 대격) 제시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정반응률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개체 간 요인을 집단, 개체 내 요

인을 명사구 제시 유형으로 하는 이원혼합분산분석 (two-way mixed 

ANOVA)를 실시하였다 

청년층과 노년층 간 집단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F(1, 33) =13.117, p< .01). 즉, 노년층 집단의 평균이 82.7%로 청년

층 집단의 평균 94.5%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33) =0.183, p=.672). 

또한 집단과 유형에 대한 이차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F(1, 33) = 0.001, p= .973). 집단 간 명사구 제시 유형에 따른 문

장이해과제 정반응률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5, Figure 3과 같다.

명사구 제시 유형에 따른 집단 간 반응시간 분석

문장이해과제에서 명사구 제시 유형(여격 vs. 대격)에 따른 집단 간 

반응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이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33) =12.278, p< .01). 즉, 노년층 집단의 평균이 1,465.35 

(ms)로 청년층 집단의 평균 937.7 (ms)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명사구 

제시 유형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33) =7.830, 

p< .01). 대격 명사구 제시 유형에서의 반응시간이 1,257 (ms)으로 여

격 명사구 제시 유형에서의 반응시간 1,146 (ms)보다 유의하게 길었

다. 집단과 유형에 대한 이차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F(1, 33) = .706, p= .537). 집단 간 명사구 제시 유형에 따른 문장이해 

반응시간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6, Figure 4와 같다.

명사구 제시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시선고정비율 분석

여격 명사구 제시

여격 명사구 제시 유형에서 구간에 따른 집단 간 목표 자극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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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청년층과 노년층을 집단 간 요인, 4

개의 구간(NP2, ADV, NP3, VP)을 집단 내 요인으로 설정하는 이

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를 실시하였다. 기술통

계 결과 및 그래프는 Tables 7, 8과 Figure 5에 제시하였다. 집단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33) =4.607, p< .05). 구간

에 대한 주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33) =  

24.425, p< .001). 사후검정을 위해 Bonfferoni를 실시하였다. NP2

와 ADV의 차이(p< .001), NP2와 NP3의 차이(p< .001), NP2와 VP

에서의 차이(p< .001), ADV와 NP3의 차이(p< .05)가 모두 유의하

였으나 ADV와 VP의 차이(p= .156), NP3와 VP의 차이(p=1.000)

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집단과 구간에 대한 이차상호작용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33) =3.992, p< .05). 사후검정을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차상호작

용은 NP3 구간과 VP 구간에서 노년층의 평균 시선고정비율이 청

년층의 평균 시선고정비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에 기인한다.

대격 명사구 제시

대격 명사구 제시 유형에서 구간에 따른 집단 간 목표 자극 시선

고정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청년층과 노년층을 집단 간 요

인, 4개의 구간(NP2, ADV, NP3, VP)을 집단 내 요인으로 하는 이

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기술통

계 결과와 그래프는 Tables 9, 10, Figure 6과 같다. 집단에 대한 주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33) =3.139, p= .086). 구간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33) =23.332, 

p< .001). 사후검정을 위해 Bonfferoni를 실시하였다. NP2와 ADV

의 차이(p< .05), NP2와 NP3의 차이(p< .001), NP2와 VP의 차이

(p< .001), ADV와 NP3의 차이(p< .001) ADV와 VP에서의 차이

(p< .05)가 유의하였으며 NP3와 VP에서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

다. 마지막으로 집단과 구간에 따른 이차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

았다(F(1, 33) =3.229, p= .05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년층의 문장처리 과정, 그 중에서도 의미역 처리 과

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Figure 4. Response time (ms) of task trials for each type in both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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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roportion of target fixation for each phrase in dative type of both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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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ponse time (ms) for each type in both 
groups

Group Dative Accusative Total

Young (N= 17) 898.8 (270.9) 976.6 (358.9) 937.7 (314.9)
Old (N= 18) 1,393.1 (530.7) 1,537.6 (592.4) 1,465.35 (561.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of proportion of target fixation for each phrase 
in dative type of both groups

Group NP2 ADV NP3 VP

Young (N= 17) 15.2 (7.6) 27.8 (10.0) 36.8 (17.9) 35.5 (18.0)
Old (N= 18) 16 (5.8) 23.7 (7.6) 25.3 (7.3) 25.2 (9.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NP2= Noun phrase 2; ADV= Adverb; NP3= Noun phrase 3; VP= Verb phrase.

Figure 5. Proportion of target fixation for each phrase in dative type of both 
groups.
NP2= Noun phrase 2; ADV= Adverb; NP3= Noun phrase 3; VP= Verb ph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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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sponse time (ms) of task trials for each type in both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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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sponse time (ms) of task trials for each type in both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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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NOVA results from fixation proportion on the target stimulus for 
each group in dative typ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Between factor
   Group 1,371.455   1 1,371.455 4.607*
   Error 9,823.880 33 297.693
Within factor
   Types 5,334.448   3 1,778.149 24.425***
   Types× Group 856.660   3 285.553 3.992*
   Error 7,207.303 99 72.801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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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격 및 대격 명사구 제시 유형이 노년층의 문장처리에 미치는 영향: 시선추적 연구  •  김수지 외

문장이해과제에서 명사구(여격 vs. 대격) 제시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정반응률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문장이해과제에서 

명사구(여격 vs. 대격) 제시 유형에 따라 집단 간 반응시간에서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3) 명사구(여격 vs. 대격) 제시 유형

에 따른 구간별 의미역 예측 및 처리 시선고정비율에서 집단 간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리하면, 문장이 제시되는 단계

에서 의미역 예측 및 처리 시선고정비율을 분석하고, 앞서 제시된 

문장을 질문으로 제시했을 때의 반응에 대해 정반응률과 반응시

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반응률과 반응시간

문장이해과제에서 노년층 집단의 정반응률이 청년층 집단의 평

균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화에 따라 문장

처리능력의 정확도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Ca-

plan, DeDe, Waters, Michaud, & Tripodis, 2011; Stine-Morrow et 

al., 2010; Waters & Caplan 2005). 한국어 문장처리를 위해서는 격

조사 정보를 단서로 이용하여 명사구 간 의미역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형태론적 정보를 해석하는 데서 효율성이 낮은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형태론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에 변화를 겪는

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Alatorre-Cruz, Silva-Perey-

ra, Fernández, & Rodríguez-Camacho, 2018; Zhu, Hou, & Yang, 

2018). 격조사와 같은 형태론적 정보를 처리하는 데는 작업기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문장처리에서 주요한 기제로 설명된

다(Carpenter, Miyake, & Just, 1994; Just & Carpenter, 1992; Mi-

yake, Carpenter, & Just, 1994). 따라서 노화에 의한 작업기억 능력

의 저하로 노년층이 낮은 정반응률을 나타낸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다. 다음으로 명사구 제시 유형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여격 명사구 제시 유형과 대격 명사구 제

시 유형의 통사적 복잡성이 유사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두 문장 간 처리 과정에서 인지적 부담을 유발하는 정도의 차이

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장이해과제는 앞서 제시된 문

장의 어순이나 의미역 관계를 바꾸고 질문의 형식으로 수정하여 

제시되었다. 따라서 여격 문장과 대격 문장 모두 명사구가 세 개인 

문장이었다(여격 문장의 경우 ‘아빠에게 이웃이 과일을 팔았습니

까?’, 대격 문장의 경우 ‘이웃을 아빠가 복도에서 보았습니까?’). 이

는 노년층이 문장처리 과정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이지만 모든 통사 

조건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Park, 

2014). 다시 말해 노년층이 모든 통사적 조건에서 문장처리에 어려

움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인지적 자원이 많이 요구되는 과제에서 

수행력 저하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년층의 수행력이 논

항의 수가 같은 두 문장 조건 모두에서 청년층과 비교해 더 낮다는 

것은 노화로 인한 문장처리 능력의 저하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문장이해과제에서 노년층 집단의 반응시간이 청년층 집단의 반

응시간보다 길었다. 이는 노화가 진행되며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인해 

문장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Cerella & Hale, 1994). 격조사를 활용하는 능력 차이와 더

불어 노년층과 청년층의 서로 다른 전략 사용도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Braver, Paxton, Locke, & Barch, 2009). 청년층은 사

전(proactive)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노년층은 반응적(reactive) 전

략을 사용한다. 이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기 전 예

Figure 6. Proportion of target fixation for each phrase in accusative type of 
both groups.
NP2= Noun phrase 2; ADV= Adverb; NP3= Noun phrase 3; VP= Verb ph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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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sponse time (ms) of task trials for each type in both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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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sponse time (ms) of task trials for each type in both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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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OldOldTable 9. Descriptive statistics of proportion of target fixation for each phrase 
in accusative type of both groups

Group NP2 ADV NP3 VP

Young (N= 17) 18.1 (5.3) 26.9 (10.3) 37.13 (18.08) 36.55 (16.5)
Old (N= 18) 19 (7.03) 23.18 (5.97) 28.46 (11.53) 26.75 (9.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NP2= Noun phrase 2; ADV= Adverb; NP3= Noun phrase 3; VP= Verb phrase.

Table 10. ANOVA results from fixation proportion on the target stimulus for 
each group in accusative typ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Between factor
   Group 999.187 1 999.187 3.139
   Error 10,504.966 33 318.332
Within factor
   Types 4,553.607 3 1,517.869 23.332***
   Types× Group 630.247 1.730 364.277 3.229
   Error 6,440.410 99 65.05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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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반면 노년층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반응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노년층의 느린 반응시간은 청년층처

럼 예측에 근거하여 질문을 처리하지 않고 질문을 다 들은 후에 처

리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명사구 제시 유형에 따

른 반응시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격 문장에서의 반응시간이 여

격 문장에서의 반응시간보다 길었다. 즉 대격 명사구가 선행하는  

‘-을 –가’ 유형의 질문에서의 반응시간이 여격 명사구가 선행하는 

‘-에게 –가’ 유형에서의 반응시간보다 길었다. 이는 어순 전형성

(word order canonicity)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의미역이 비

전형적인 순서로 배열될 때 통사적 복잡성이 증가하며(Miyake et al., 

1994), 전형(canonical) 어순과 비전형(noncanonical) 어순 중 일반

적으로 비전형 어순을 처리할 때 더 많은 인지적 처리 부담이 증가

한다(Koizumi et al., 2014). 한국어는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을 따르

지만 기본 어순은 SOV 어순이다(Im, 2007). 두 유형의 질문이 모두 

주어가 후행하는 비전형적 조건임을 고려할 때, 대격 명사구가 선

행하는 질문에서 반응시간이 더 긴 이유는 한국어 사용자가 대격 

명사구 선행 문장 유형을 보다 비전형 어순으로 받아들이며 이에 

따라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서술했듯 정반응률에서 두 문장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

으로 미루어 볼 때 두 문장 유형의 차이가 느린 반응시간은 유발하

지만 낮은 정확도까지 유발할 정도의 통사적 복잡성을 갖지는 않

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차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은 이유로도 

볼 수 있으며, 노년층이 문장처리 시 전반적인 효율 저하를 보이지

만 이러한 저하는 통사적 복잡성이 증가하는 경우 청년층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선고정비율

여격 명사구 제시 유형에서 집단과 구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NP3구간과 VP구간에서 노년층의 시선고정비율이 청년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P3구간은 목표 자극이 제시되는 구간으

로 여격 명사구의 격조사 정보를 통해 다음 의미역을 예측하여 시

선을 고정하는 양상이 드러나는 구간이다. 이러한 구간에서 목표 

자극으로의 시선고정비율이 낮다는 것은 노년층이 형태론적 정보

를 통해 의미역을 예측하는 데서 낮은 효율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이는 노년층이 적절한 의미역을 할당하는 데 청년층보다 어

려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Stine-Morrow, Ryan, 

& Leonard, 2000). 시선추적기법을 사용하는 연구에서 시선고정

은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Rayner, 1998), 노년층은 제한된 인지 자원으로 정보를 통합

하고 의미역을 처리하기 때문에 방해 자극에 시선을 고정하는 비

율이 높아 다른 시각적 자극에 방해를 받아 시선이 분산되어 목표 

자극으로의 시선고정비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VP

구간은 문장이 마무리되는 구간으로 문장의 통합이 일어나는 구

간이다(Just & Carpenter, 1980; Rayner, Kambe, & Duffy, 2000). 

이 구간에서 노년층의 시선고정비율이 낮은 것은 문장을 통합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문장처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NP2, ADV구간과 목표 자극이 제시되는 NP3구간

에서 시선고정비율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격 명

사구가 제시될 때는 목표 자극으로의 시선고정비율이 낮다가 부사

가 제시되는 구간부터 동사가 제시되는 구간까지 시선고정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 여격 명사구에

서 격조사 정보를 통해 이후의 의미역을 예측하여 목표 자극으로 

시선을 고정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어 문장처리 시 명사

구의 격조사 정보를 통해 의미역을 예측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

(Lee, 2019)와 일치한다.

대격 명사구 제시 유형에서 집단과 구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여격 명사구 제시 유형과 달리 NP3구간과 VP구간에서 상호작

용이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의한 차이(p= .054)에 근접한 

차이를 통해 여격 문장과 마찬가지로 노년층 집단이 앞서 제시된 

대격 명사구 정보를 활용해 의미역을 예측하고 확정하는 데 어려

움을 보이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문장이해과제에서는 대격 명사구 제시 유형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시선고정비율에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대격 

문장의 경우 대격 명사구 이후에 동사가 뒤따르는 문장이 많지만 

한국어의 어순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문장 성분이 뒤따라 나올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대격 명사구 제시 후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목

표 자극인 장소가 아닌 대상이 제시되어도 의미 해석에는 큰 무리

가 없다. 따라서 대격 명사구 제시 유형에서는 이후에 예측할 수 있

는 의미역에 대한 제약이 적다. 본 이유로 대격 명사구 유형에서 목

표 의미역에 해당하는 자극인 장소가 아닌 다른 자극으로 시선이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통사적 제약이 낮은 문장의 경우 청년층 또

한 정확한 의미역 예측 및 처리에 방해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논의 및 제한점

본 연구를 통해 동사가 문장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국어에서

도 언어 처리는 점진적 처리를 따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노화가 의미역 예측 및 처리에 영향을 미치며 효율적인 문장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노년

층이 격조사가 결합된 명사구 정보를 활용해 의미역 관계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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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있으나, 제한된 인지 기능으로 인해 청년층보다 정확도가 

낮고 반응시간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오프라인 측정치

와 일치되는 결과로, 시선추적 분석에서도 노년층이 목표 자극에 

대한 시선고정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명사구의 정보를 단서로 활

용하여 적절한 의미역을 할당하는 능력이 청년층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년층이 의사소통과정에

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 어순을 역균형화하여 통제하여 독립변

수로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어의 자유어순 특징을 고

려할 때, 어순 변화를 통한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요

소이므로 향후 연구에서 어순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다면, 노년층의 질문 이해 양상에 대한 보다 심도있

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실험 대상자 중 

여성 성별의 비율이 높으며 총 대상자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

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실시간 언어처리 연구의 경우 많은 수

의 대상자를 포함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오프라인 문장처

리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실시간 처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대, 성별, 교육

년수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반영하여 이러한 요소들이 실시간 

한국어 문장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면 일반화를 확장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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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Stimuli sentences

Dative Accusative

아빠가 이웃에게 어제 과일을 팔았다 아빠가 이웃을 어제 복도에서 만났다

삼촌이 청년에게 오늘 상자를 부쳤다 삼촌이 청년을 오늘 동네에서 보았다

이모가 학생에게 해마다 선물을 전달했다 이모가 학생을 해마다 교회에서 맞이했다

고모가 소년에게 매주 우유를 주었다 고모가 소년을 매주 학교에서 맡았다

할머니가 소녀에게 매일 한글을 가르쳤다 할머니가 소녀를 매일 거리에서 지나쳤다

삼촌이 노인에게 직접 자전거를 건넸다 삼촌이 노인을 직접 고향에서 맞았다

누나가 남자에게 함부로 신문을 던졌다 누나가 남자를 함부로 거실에서 때렸다

며느리가 아이에게 아침에 이불을 덮었다 며느리가 아이를 아침에 병원에서 낳았다

여동생이 선배에게 이따금 작품을 소개했다 여동생이 선배를 이따금 모임에서 배제했다

엄마가 직원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했다 엄마가 직원을 매달 회사에서 평가했다

누나가 후배에게 그만 음료를 흘렸다 누나가 후배를 그만 계단에서 밀었다

오빠가 여자에게 여러번 시계를 선물했다 오빠가 여자를 여러번 도시에서 목격했다

이모부가 아저씨에게 그대로 무기를 휘둘렀다 이모부가 아저씨를 그대로 운동장에서 일으켰다

여동생이 소년에게 금방 물감을 쏟았다 여동생이 소년을 금방 학원에서 찾았다

아빠가 노인에게 얼른 커피를 내줬다 아빠가 노인을 얼른 물속에서 구했다

고모부가 아이에게 항상 안경을 부탁했다 고모부가 아이를 항상 집안에서 돌보았다

언니가 청년에게 일찍 음식을 제공했다 언니가 청년을 일찍 창고에서 발견했다

할머니가 여자에게 오후에 서류를 제출했다 할머니가 여자를 오후에 마을에서 기다렸다

언니가 학생에게 종종 편지를 보냈다 언니가 학생을 종종 교실에서 도왔다

며느리가 이웃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며느리가 이웃을 급히 공원에서 불렀다

엄마가 남자에게 어느새 소금을 뿌렸다 엄마가 남자를 어느새 시장에서 놓쳤다

오빠가 아저씨에게 결국 자동차를 판매했다 오빠가 아저씨를 결국 경찰서에서 용서했다

이모부가 후배에게 계속 구두를 자랑했다 이모부가 후배를 계속 직장에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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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여격 및 대격 명사구 제시 유형이 노년층의 문장처리에 미치는 영향: 시선추적 연구

김수지·성지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명사구 제시 유형에 따른 문장처리 과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다. 방법: 청년층 20명과 노년층 20명을 대상으로 의미역 예측 시선고정비율(%), 문장이해과제 정반응률(%) 및 반응시간(ms)을 분석하

였다. 결과: 첫째, 문장이해과제에서 노년층의 정반응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앞서 제시된 문장의 형태를 기억하고 회상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자원의 차이로 청년층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문장이해과제에서 노년층의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길

었다. 이는 노화에 따라 문장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져 더 긴 처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여격 명사구 제시 유형에서 구

간에 따른 시선고정비율 차이가 유의하였다. 대격 명사구 제시 유형에서도 구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는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 

명사구 정보를 통하여 의미역을 점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목표 자극이 제시되는 구간과 동사 구간에서

의 시선고정비율이 노년층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아 노년층이 격조사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의미역을 할당하는데 어려움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노화가 실시간 문장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년층

과 청년층 모두 명사구 정보를 통해 문장을 점진적으로 처리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년층의 의미역 할당 정확도가 청년층에 비해 낮으며 

처리 시간도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나 대격 명사구 제시 유형에서 반응시간이 긴 것을 통해 비전형적 어순의 문장을 처리할 때 

어려움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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