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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단서와 표적의 표상된 위치의 일치성이 주의기제의 작용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지 회귀억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규명하는 것이었다 실험 에서는 청각단서와. 1

시각표적을 실험 에서는 시각단서와 청각표적을 사용하였고 단서와 표적이 제시되는 표, 2 ,

상된 위치와 물리적 위치의 일치성에 따라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으로 구분하였다 실험결.

과 실험 에서 표상된 위치의 일치성에 따라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을 구분하였을 경우 일, 1

치조건에서 반응촉진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물리적 위치의 일치성에 따른 일치불일치조건. /

에서는 반응시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 에서도 표상된 위치의 일치성에 따라 일치. 2

조건과 불일치조건을 구분하였을 경우 일치조건에서 반응촉진이 관찰되었으나 매우 제한적

이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단서와 표적의 표상된 위치의 일치성이 주의기제의 역할 중 반.

응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의 연구에서 물리적 위치와 표상된 위치를 구분해야할 필,

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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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기제 는외부세계에존재하는다양한정보중에서원하는(attention mechanism)

정보를 선택하고 선택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

외부세계의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주의는 자발적으로 혹은 갑작스럽(voluntarily)

게 나타나는 외부 사건에 의해 자극이 존재하거나 발생한 위치에 비자발적으로

할당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involuntarily) (Mazza, Turatto, Rossi, & Umilta, 2007;

특히 자발적혹은비Santangelo & Spence, 2008; Spence, McDonald, & Driver, 2004). ,

자발적으로 주의가 할당된 위치에 제시된 표적 은 할당되지 않은 위치에 제(target)

시된표적보다더빠르게탐지된다 이는인간의정(Posner, Nissen, & Ogden, 1978).

보처리 기제가 주의가 할당되지 않은 위치보다 할당된 위치에 제시된 표적을 더

빨리 처리함을 시사한다.

와 은 단서 와 표적이 제시되는 시간차이자극제시 시차Posner Cohen(1984) (cue) ( ,

에 따라서주의가할당된위치와할당되지않은위Stimulus Onset Asynchrony, SOA)

치에 제시되는 표적에 대한 반응시간이 상이함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실험에서.

응시점 이 제시된 화면 중앙의 좌측 혹은 우측에 단서를 제시하였고(fixation point) ,

자극제시 시차 후에 단서와 동일한 위치 혹은 반대편 위치에 표적을 제시하였다

그림 참조 실험참가자들은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표적을 탐지하여 반( 1 (a) ).

응하도록 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았다 실험결과 자극제시시차가. , 300msec

이하인경우에 제시된단서와표적의위치가동일한조건일치조건, ( , valid condition)

의 표적 탐지시간이 제시된 단서와 표적의 위치가 동일하지 않은 조건불일치조건( ,

의 표적 탐지시간보다 빨랐다 이는 전형적인 반응 촉진현상invalid condition) .

으로 이전 연구들이 밝힌 주의의 특성과 동일하다 그러나 자극제시 시(facilitation) .

차가 인 경우 불일치조건의 표적 탐지시간은 일치조건의 표적 탐지300 500msec ,∼

시간보다빨랐다그림 참조 와 은이현상을회귀억제( 1 (b) ). Posner Cohen (Inhibition of

로 명명하였는데 회귀억제는 단서가 제시된위치에 비자발적으로할당Return, IOR) ,

되었던 주의가 박탈되고 일정한 자극제시 시차 후에 동일한 위치로 재 할당되는

것이 억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탐색을,

위해 한번 주의가 할당되었던 위치보다 할당되지 않은 새로운 위치로 주의를 할당

하는것이용이함을시사한다(Klein, 2000; Posner. Rafal, Choate, & Vaughan, 1985;

Taylor & Kle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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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억제는 주의기제의 특성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후속,

연구도 많이 이루어 졌다 시각단서와 시각표적을 이용한 와 의. Posner Cohen(1984)

연구 이외에 후속 연구들은 청각단서와청각표적을이용한연구(Mondor, Terrio, &

촉각단서와촉각표적을이용한연구Hurlburt, 2000; Schmidt, 1996), (Roder, Spence, &

를통해시각 청각 촉Rosler, 2002; Spence, Lloyd, McGlone, Nicholls, & Driver, 2000) , ,

각의 단일 감각영역에서 모두 회귀억제가 발생함을 밝혔다 또한 청각단서와 시각. ,

표적을이용한연구 시각단서와청각표적을(Spence & Driver, 1997, 1998a, 1998b),

이용한연구 촉각과시각 촉각과청각을이(Reuter -Lorenz, Jha, & Rosenquist, 1996), ,

용한표적 표적방법 연구- (target-target paradigm) (Spence, Lloyd, McGlone, Nicholls, &

를 통해 다중 감각영역에서도 회귀억제가발생할수있음을보여주었Driver, 2000)

다.

와 는눈운동 이회귀억제에영Rafal, Calabresib, Brennanb Sciolto(1989) (eye-movement)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실험결과를 보여 주었다 실험참가자에게 단서가.

제시된 후 나타나는 표적으로 눈 운동 혹은 눈을 움직이려는 준비와 함께 표적에

대한 반응을 하도록 지시하였을 경우에 회귀억제가 발견되었으나 화면중앙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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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의 실험 절차 및 실험 결과 응시점의 좌측 혹은 우측에 단서1. Posner Cohen(1984) . (a)

가 제시되고 정해진 자극제시 시차 후에 단서와 동일한 위치에 혹은 단서의 반대편 위치에 표적이 제

시된다 자극제시시차가 미만이면 일치조건의 반응시간이 빠르지만 이상이 되. (b) 300msec 300msec

면 불일치조건의 반응시간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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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눈을 고정하고 표적에 대한 반응을 하도록 지시하였을 경우에 회귀억제를

발견하지못하였다 와 의연구는일치조건과불일치조건에서의. Abrams Dobkin(1994)

눈 운동잠재기 를비교하였고 일정한자극제시시차가존재할(eye-movement latency) ,

경우 표적으로의 눈 운동 잠재기는 불일치조건보다 일치조건에서 더 길(500msec),

었다 또한 신경생리학적 연구들은 시각정보를 처리하고 눈 운동을 통제하는 것으. ,

로 알려진상사구체 가회귀억제의발생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superior colliculus)

음을 밝혔다(Klein, 2000; Posner, Rafal, Choate, & Vaughan, 1985; Rafal, Posner,

이결과들은Friedman, Inhoff, & Bernstein, 1988; Sapir, Soroker, Berger, & Henik, 1999).

실험참가자가 반응해야하는 표적으로의 눈 운동과 회귀억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을 보여준다.

몇몇 연구자들은 단서와 표적이 제시되는 위치의 동일성 측면이 아닌 단서와

표적의 속성이 동일한 측면 즉 속성이 동일한 일치조건과 동일하지 않은 불일치,

조건에서의 반응시간을 비교하여 회귀억제를 발견하기도 하였다예 색 속성( , (Law,

주파수속성Pratt, & Abrams, 1994), (Mondor, Breau, & Milliken, 1998; Mondor & Breau,

하지만 회귀억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단서와 표적이 제시되는 위치1999)).

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하지 않은 조건에 대한 반응시간을 비교하였다(Kwak &

Egeth, 1992; Mondor, Breau, & Milliken, 1998; Posner & Cohen, 1984; Reuter-Lorenz,

회귀억제에대한많은연구가단서와표적Jha, & Rosenquist, 1996; Schmidt, 1996).

이 제시되는 위치의 일치성 여부의 측면에서 실험을 하였다는 것은 회귀억제 연구

에서 단서와 표적의 속성보다 단서와 표적이 제시되는 위치가 중요한 요인으로 고

려되었음을 시사한다.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일 경우 사람의 정보처리체계는 표,

상 을 통해이미지를추상화하여다루게되는데외부세계에존재하는(representation)

사물의 위치정보도 그러하다 주의와 회귀억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단서 및 표.

적의 물리적 위치와 표상된 위치를 구분하지 않았던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 ‘ ’ ,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고자 한다 물리적 위치는 감각기관으로 직접 입력되어.

지는 광학 자극이 존재하는 위치로 표상된 위치는 표상을 통해 자극이 실제 존재,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 위치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물.

리적 위치와 표상된 위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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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두 가지 개념을 구분 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 외부. ,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은 감각정보에 직접 입력되어지는 위치에 실제로 존재 하지

만 거울을 통해 보이는 사물은 감각정보에 직접 입력되어지는 위치에 실제로 존재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 거울을 이용하는데 이. , ,

때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물리적 위치는 자신의 앞쪽이지만 표상된 위치는 현

재 자신이 서있는 위치이다 물리적 위치와 표상된 위치가 일치하는 일반적인 상.

황에서의 주의 및 회귀억제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거울 상황과 같이 물리적 위치와 표상된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 주의 및 회귀억제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데 왜냐하면 물리적 위치개념과 표상된 위치개념 중에서 어떤 개념을 사용하느냐,

에 따라 위치측면에서의 단서와 표적의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

다.

거울을 통해 보이는 사물은 거울 속이 아닌 거울 맞은편에 위치한 것이라는 거

울의 특성을 깨닫기 위해 사람은 생후 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특수한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일반인에게 거울에 보이는 사물을 잡(Gregory, 1998).

도록 지시하였을 경우 사람들은 사물을 잡기위해 거울이 아닌 실제로 사물이 존,

재하는거울의반대쪽으로손을뻗는다 이(Ramachandran, Altschuler, & Hillyer, 1997).

는 사람들이 외부세계의 사물에 대한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사물의 물리적

위치정보 보다 표상된 위치정보가 중요하게 이용됨을 시사한다.

운전상황에서 운전자는 사고를 초래하는 위험요소를 탐지하기 위해 사방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뒤쪽의 위험요소를 탐지하기 위해 후방 주시 거울을 이용,

한다 위에서 언급한 주의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서 위험요소가 나타나기 전에 경고음을 제시한다면 운전자의 위험요소 탐지

시간은 짧아지고 사고위험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위, .

해 와 는실험참가자에게제시되는 경고음의위치에따라모니터와, Ho Spence(2005)

거울을 통해 제시되는 표적에 대한 반응시간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와 는. Ho Spence

실험참가자의 앞과 좌측 뒤에 두 대의 모니터를 설치하였고 앞쪽 모니터를 통‘ ’ ‘ ’ ,

해서는 앞으로 진행하는 앞선 차의 뒷모습을 제시하였다 실험참가자의 좌측 뒤에.

위치한 모니터에서는 뒤에서 다가오는 또 다른 차의 앞모습이 제시되었고 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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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앞쪽 모니터의 좌측 상단에 부착된 거울을 통하여 실험참가자에게 투영되었

다 경고음은 앞쪽과 좌측 뒤 모니터 각각의 뒤에 위치한 스피커를 통해 실험참가.

자가 반응해야하는 영상과 동시에 제시되었다. 실험참가자는 앞쪽 모니터와 거울

을 통해 제시되는 자동차 속도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하도록 지시받았

다 앞쪽 모니터에서 제시되는 자동차의 갑작스런 감속으로 차간 거리가 줄어: (1)

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거울을 통해 보이는 자동차의 속도가 갑자기 증가, (2)

하여 차간 거리가 줄어들면 가속페달을 밟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일정한 힘으로, (3)

가속페달을 밟아 자동차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와 의 연구. Ho Spence

에서 실험참가자가 반응해야하는 표적이 보이는 위치앞쪽 모니터 혹은 거울와 실( )

험참가자의 앞쪽에서 제시되는 경고음의 위치는 물리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의 앞쪽에서 제시되는 경고음과 동시에 거울 혹은 앞쪽 모니터를 통해 제시

된 자동차 영상에 대한 반응시간은 뒤쪽에서 제시된 경고음과 같이 제시된 영상에

대한 반응시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실험결과 앞쪽 모니터에. ,

제시된 표적의 반응시간은 뒤쪽 경고음보다 앞쪽 경고음과 동시에 제시되었을 때

빨랐지만 거울을 통해 투영되는 표적의 반응시간은 앞쪽 경고음보다 뒤쪽 경고음,

과 같이 제시되었을 때 빨랐다.

와 의 연구목적은청각자극이사람의 주의를소리가제시된실제Ho Spence(2005)

공간으로 이끄는지 소리가 제시된 공간을 볼 수 있는 위치거울로 이끄는지 규명, ( )

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청각자극이 사람들의 주의를 시각자극이 보여지는 위치. ,

거울 로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와 는 거울이 가지는 특성에 의해( ) , Ho Spence

이와 같은 결과가 발견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들의 추측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상된 위치 개념을 사용하여 그들의 결과 및 주의 기제의 특성을‘ ’

밝히고자 하였다 그들의 결과를 표상된 위치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에서 거울을 통해 제시되는 영상광학자극이 실험참가자의 감각기관으( )

로 입력되어지는 위치물리적 위치는 앞쪽이지만 실제로 관련 존재하는 위치표( ) , (

상된 위치는 실험참가자의 뒤쪽이기 때문에 실제 대상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

표상된 위치와 동일한 뒤쪽에 경고음이 나타날 때 반응시간이 빠르게 나타났을 것

이다 이는 주의기제가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물리적 위치보다 사물의 표상.

된 위치에 근거하여 작용할 것으로 가정할 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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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주의기제가 단서와 표적의 물리적 위치와 표상된 위치 중 어

느 속성에 근거하여 작용하는지 규명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주의.

뿐 아니라 주의기제의 중요한 특징인 회귀억제에서도 표상된 위치가 중요하게 작

용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와 의 실험방. Ho Spence(2005)

법에 회귀억제 실험 패러다임단서와 표적자극의 제시시차 차이 의 조작을 접( (SOA) )

목시켜 표상된 위치에 따라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을 구분하였을 경우 자극제시,

시차에 따라 반응시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실험 에서는 단. 1

서로써 청각자극을 표적으로써 시각자극을 사용하였고 자극제시 시차는 에, , 0msec

서 까지의 범위로 정하였다 실험 에서는 단서로써 시각자극을 표적으로900msec . 2 ,

써 청각자극을 이용하였고 자극제시 시차는 실험 과 동일한 범위를 사용하였다, 1 .

실 험 1

실험참가자

광운대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모든 실험15 .

참가자는 정상시력 혹은 교정된 정상시력을 보유하였고 청력에 이상이 없음을 보,

고하였다 실험참가자는 시간당 원의 실험참가비를 지급받았다. 7,000 .

실험방법 및 절차

실험 에서는 청각자극과 시각자극이 각각 단서와 표적으로 사용되었다 청각자1 .

극은 의 사이렌소리를 이용하였으며 시각자극은 크기의 자동차11 Khz , 27° X 22°

사진을 사용하였다 시각자극 제시를 위한 모니터는 해상도 의 인치. 1280 X 1024 17

모니터 대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참가자의 앞쪽과 우측 뒤에 위치하였LG Flatron 2 ,

다 시각자극은 앞쪽 모니터의 좌측 상단과 뒤쪽 모니터의 우측 상단에 제시되었.

으며 시각자극의 크기는 모니터를 사등분한 크기와 동일하였다 실험참가자의 우, .

측 뒤에 위치한 모니터를 통해 제시되는 표적은 크기의 거울을 통40.46° X 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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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실험참가자에게 투영되었는데 거울은 앞쪽 모니터 의 우측 를 가리도록 위, 2/3

치시켰고 거울 하단의 를 검은색 종이로 가려 크기의 부분만, 2/3 , 40.46° X 18.91°

실험에 이용하였다 정면 모니터와 뒤에 있는 모니터에 나타나는 표적자극의 물리.

적 크기는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청각자극을 제시하기 위한 스피커 대는 시각자. 2

극 제시용 모니터들의 앞에 각각 위치하였다 응시점은 앞쪽 모니터에 제시되는.

표적의 중심으로부터 우측 에 크기로 제시되었는데 응시점17.66° 2.08° X 2.08° ,

과 시각자극은 응시점 크기 배의 간격을 유지하였고 응시점은 실험이 진행되2 ,

는 동안 계속해서 제시되었다 실험자극은 와 함수 모임인. Matlab 7.0.4 Matlab

를 이용하여구성하였으며 실험참가자들은키보드의스페이Psychophysics Toolbox ,

스 바를 이용하여 반응하였다.

실험은 소음이 적고 모니터에서 방출되는 빛을 제외한 모든 빛이 차단된 공간,

에서 진행되었다 실험참가자와 앞쪽모니터의 거리는 로 유지하였고 우측 뒤. 70cm ,

편의 모니터와의 거리도 로 유지하였다그림 참조 음원의 위치지각에 대한70cm ( 2 ).

앞과뒤의혼동 을막기위해(front-back confusion) (Geissler, 1915; Stevens & Newman,

뒤쪽 모니터와 스피커는 실험참가자의 우측 뒤에 위치시켰다 실험자는 실험1936) .

시작 전 실험참가자에게 실험 시 주의사항과 실험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고 설명,

이 끝난 후 회의 연습시행 을 실시 한 후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48 (practice trial) .

그림 실험 환경 모니터는 실험참가자의 앞과 뒤에 의 거리를 유지하여 배치하고2. : 70cm

그 뒤에 청각자극제시용 스피커를 위치시켰다 뒤쪽 모니터에서 제시되는 시각자극은 앞쪽 모.

니터 앞에 있는 거울을 통해 투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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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시작되면 실험 참가자의 앞쪽에 위치한 모니터의 중앙에 응시점이 제시되었

고동시에실험참가자의앞혹은우측뒤에서청각단서가 동안제시되었다200msec .

실험에서 사용되는 단서는 표적과 삼차원 공간상 동일한 위치에서 제시되지만 표,

적이 제시될 위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험참가자들은 단서를 가능한 무시

하도록 지시받았다 회귀억제 연구에서 청각자극을 사용할 경우 이용되는 재정향.

하기 방법을사용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자극제시시차가 이(reorienting) , 300msec

상인 조건에서 청각단서가제시되고 후 동안응시점을깜박이도록100msec 200msec

하였으며 과 조건에서는 자극제시 시차가 짧아 재정향하기 방법을 적용, 0 100msec

하지 않았다 재정향하기 방법과는 상관없이 단서가 제시되고 각 시행마 후 해진. ä

자극제시시차 가지난후 실험참가자의앞쪽모니(0, 100, 300, 500, 700, 900msec) ,

터와 뒤쪽 모니터에 표적이 제시되었고 뒤쪽 모니터에서 제시되는 표적은 실험참

가자의 앞에 위치한 거울을 통해 투영되었으며 실험참가자는 표적이 제시되면 가,

능한 빠르게 반응하는탐지과제 를 지시받았다 실험참가자의(simple detection task) .

반응과 함께 표적은 사라지고 초 사이의 임의적인 시간이 지난 후 다음 시행2 3∼

이 시작되었고 응시점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반응시간은, .

표적이 제시된 시점으로부터 실험참가자의 반응이 입력된 시점까지의 시간을 계산

하였고 실험은 단서제시위치 조건 표적제시위치 조건 자극제시 시차 조건의, 2 , 2 , 6

조합을 회 반복하여 총 회를 실시하였다 회귀억제 연구에서 눈 운동을 통제10 240 .

하는 것은 연구에 좋지 않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가자들에,

게 표적이 제시되는 위치로 눈 운동을 함과 동시에 표적에 대해 반응하도록 지시

하였다.

실험 에서는 단서와 표적이 제시되는 물리적 위치와 표상된 위치에 따라서 일1

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을 구분하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실험참가자가 관찰하는 거.

울과 모니터 모두 관찰자의 앞에 제시된다는 것이다 설령 거울에 나타나는 자극.

이 관찰자의 뒤에 놓여 있는 모니터에 제시된 거울상이라 할지라도 관찰자는 뒤에

놓여 있는 모니터를 통해 제시되는 자극을 직접 관찰할 수 없으며 단지 거울을 통

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단서와 표적이 제시되는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을 구분할 경우 청각단서가 앞쪽에 제시될 때 관찰자의 앞,

에 놓인 거울 또는 모니터에 제시된 시각표적 조건은 모두 일치조건이 때 청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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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뒤쪽에 제시될 때 관찰자의 앞에 놓인 거울 또는 모니터에 제시된 시각표적

조건은 모두 불일치조건이다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을.

구분할 경우 모니터에 제시된 시각표적 조건은 물리적 위치에 대한 구분과 동일,

하지만 거울에 제시된 표적은 물리적 위치에 대한 구분과 반대가 된다 즉 청각단. ,

서가 앞쪽에 제시될 때 관찰자의 앞에 놓인 모니터에 제시된 시각표적은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일치조건이고 청각단서가 뒤쪽에 제시될 때 앞쪽에 놓,

인 모니터에 제시된 시각표적은 불일치조건이다 하 때 청각단서가 앞쪽에 제시될. ,

때 관찰자 앞에 놓인 거울을 통해 제시된 시각표적은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할

때 불일치조건이 되고 반대로 청각단서가 뒤쪽에 제시될 때 앞에 놓인 거울을 통,

해 제시되는 시각표적은 일치조건이 된다 요약하면 관찰자 앞에 놓인 모니터에. ,

제시되는 시각표적은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하던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하던

일치불일치 여부에 차이가 없 때 앞에 놓인 거울에 제시되는 시각표적은 물리적/

위치와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할 때 일치불일치가 서로 반대가 된다 표 에서/ . 1

볼 수 있는 바와 같이표 에서 시각표적 제시위치가 모니터인 또는 가 서로 반( 1

관찰자의 앞에 놓여 있음을 주목할 것 물리적 위치와 표상된 위치가 동일한 모니),

터 조건과 두 위치가 상이한 거울조건 각각의 반응시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거,

울과 모니터조건 각각에 대해서도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을 구분하였고 두 위치,

가 상이한 거울의 경우에는 표상된 위치에 대해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을 구분하

였다 또한 회귀 억제 현상을 발견하기 위해 자극제시 시차를. 0, 100, 300, 500,

로 총 가지 조건으로 구분하였다700, 900msec 6 .

청각단서

제시위치

시각표적

제시위치

물리적 위치의 일치성 표상된 위치의 일치성

일치조건 불일치조건 일치조건 불일치조건

앞
거울 ○ ○

모니터 ○ ○

뒤
거울 ○ ○

모니터 ○ ○

표 실험 에서 일치 불일치조건 분류표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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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측정치로서 시각표적에 대한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결과분석에 사용된 종.

속 측정치인 실험참가자의 반응시간은 조건 별 반복시행의 평균을 사용하였고 예,

측반응 및 탐지가 지연된 반응을 없애기 위해 반응시간이 이하이거나100msec

이상인 시행은 조건 별 반복시행의 평균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조건 별 반800msec .

복시행의 평균 계산에서 제거된 시행의 수가 가 넘는 실험참가자는 통계분석15%

에서 제외되었다 회귀억제 연구는 자극제시 시차에 따른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

의 반응시간의 차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험조건일치조건불일치조건, ( / )

과자극제시시차 의주효과 와상호작용효(0, 100, 300, 500, 700, 900msec) (main effect)

과 를보기위해반복측정변량분석 을실(interaction effect) (repeated measures ANOVA)

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총 명의 실험참가자가 실험 에 참여하였고 실험 참가자들은 모두 적절한 반15 1 ,

응을 하였기 때문에 통계분석에서 제외된 실험참가자는 없었다 그림 은 실험. 3 1

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의 와 는 표적자극이 모니터와 거울에 제시되는. 3 (a) (b)

모든 경우를 통합한 자료의 결과로써 는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일치불일치, (a) /

조건을 구분한 경우이고 는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일치불일치 조건을 구분, (b) /

한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에서 자극제시시차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시간이 감소함. ,

을 보여주는데물리적 위치 기준( : F(1, 14) = 33.613, p 표상된 위치 기준= .000, :

F(5, 70) = 32.494, p 일치조건과 불일치 조건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표상= .000),

된 위치를 기준으로 일치불일치 조건을 구분한 경우에서만 발견되었다/ (F(1, 14) =

14.861, p 그림 의 참조 일치불일치 조건과 자극제시차의 상호작용은= .002)( 3 b ). /

두 경우 모두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의 와 는 표적이 제시되는 위치인 모니터와 거울조건 각 각에서 일3 (c) (d)

치 불일치 조건과 자극시차에 따른 반응시간을 나타낸다 특히 그림 의 와/ . , 3 (c) (d)

에서 일치불일치 조건은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인데 표 에서의 일치/ , 1

불일치 조건 구분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모니터 조건에서는 물리적 위치/ ,

를 기준으로 하던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하던 일치불일치 조건에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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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거울 조건의 경우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일. , ,

치 불일치 조건은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일치불일치 조건과 정확하게/ /

반대가 된다 즉 거울조건에서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일치불일치 조건에서의. , /

실험결과는 그림 의 에서 불일치일치 조건에 각 각 해당한다 거울조건과 모3 (d) / .

니터 조건 모두에서 자극제시 시차에 따른 반응시간 감소효과가 발견되었다모니(

터조건: F(5, 70) = 20.019, p 거울조건= .000, : F(5, 70) = 22.262, p 또한= .000).

두 조건 모두에서 일치조건에서의 반응시간이 불일치 조건에서의 반응시간 보다

유의미하게 빨랐다모니터 조건( : F(1, 14) = 6.006, p 거울조건= .028, : F(1, 14) =

25.166, p = .000).

실험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거울 조건의 표상된 위치의 일치성에 따른1

결과에서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을 반대로 생각할 경우 물리적 위치의 일치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표 참조 즉 거울 조건에서 표상된 위치에 대( 1 ). ,

한 실험조건과 자극제시 시차 조건의 주효과는 물리적 위치에 대한 주효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울 조건의 물리적 위치의 일치성에 대해 구분한 경우와 모.

니터 조건의 물리적 위치의 일치성에 대해 구분한 경우의 반응시간을 통합하였을

경우그림 의 두 조건의 반응시간의 효과는 상쇄되어 실험조건의 주효과를 발( 3 a),

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거울 조건의 표상된 위치의 일치성에 대해 구분한 경우.

와 모니터 조건의 표상된 위치의 일치성에 대해 구분한 경우의 반응시간을 통합하

였을 경우그림 의 두 조건의 반응시간상된 위조건일치조건불일치조건의 주( 3 b), ( / )

효과를 보였다 존건불는 단서와 표적을 물리적 위치의 일치성에 대해 구분하였. /

을 경우보다 표상된 위치의 일치성에 대해 구분하였을 경우 주의기제에 의한 반,

응촉진 효과가 나타나며 부분적이지만 주의기제 작용에 단서와 표적의 표상된 위,

치의 일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실험조건일치조건불일치조건의 주효과에 대한 자극제시 시차별 차이를 확인하( / )

기 위해 자극제시 시차의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

다 모니터와 거울조건의 단서와 표적의 물리적 위치에 따라 분류하였을 경우 자. ,

극제시 시차 조건 전체에서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림 의 참조 하지만 모니터와 거울조건의 단서와 표적의 표상된 위치에 따( 3 a ).

른 분류에서는 부분적으로 일치조건의 반응촉진효과를 보였다그림 의 참조( 3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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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sec: F(1, 14) = 15.626, p = .001, 300msec: F(1, 14) = 14.609, p = .002,

500msec: F(1, 14) = 6.837, p 모니터와 거울 각각에 제시된 표적에 대해= .020).

분석을 하였을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일치조건의 반응촉진효과와 경향성을 보였다

물리적 위치 표상된 위치(a) (b)

모니터조건 거울조건(c) (d)

그림 실험 분석 조건별 반응시간 그래프 물리적 위치에 따른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의3. 1 : (a)

반응시간 그래프 표상된 위치에 따른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의 반응시간 그래프 모니터조, (b) , (c)

건에 따른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의 반응시간 그래프 거울조건에 따른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 (d)

의 반응시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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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조건( ; 0msec: F(1, 14) = 4.84, p = .045, 100msec: F(1, 14) = 4.523, p =

.052, 300msec: F(1, 14) = 6.748, p = .021, 500msec: F(1, 14) = 3.805, p 거= .071,

울조건; 100msec: F(1, 14) = 3.767, p = .073, 300msec: F(1, 14) = 10.684, p = .006).

실험 에서는 표적자극이 제시되는 위치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한 경우에 물리1 ,

적 위치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반응촉진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고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할 때에만 반응촉진 효과가 발견되었다 모니터에 자극이 제시되는 경우.

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기존연구에서 발견되었던 반응촉진 효과가 발견되

었던데 비하여 거울에 표적자극이 제시된 경우에는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만 기존 연구와 일관된 반응촉진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는.

주의기제에서 물리적 위치보다 표상된 위치가 중요한 정보로 이용됨을 시사한다.

모든 경우에서 회귀억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실험 에서 회귀 억제를 발, 1

견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청각자극에 대한 반응특성을 들 수 있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청각자극을 사용하였을 경우 반응촉진효과는 시각자극을 사용한 경우보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반응의 촉진효과는 의 자극제시 시, 1000msec

차까지 발견되었다(Farah, Wong, Monheit, & Morrow, 1989; Reuter -Lorenz, Jha, &

실험 에서는긴자극제시시차동안일치조건의반Rosenquist, 1996; Schmidt, 1996). 1

응촉진효과가 지속되는 청각자극의 특성에 의해 회귀억제가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

성이 있으며 자극제시시차가 와 일 때일치조건과불일치조건의, 700msec 900msec

차이가 줄어드는 결과는 일치조건의 반응촉진효과가 감소하여 자극제시 시차가 증

가할 경우 회귀억제가 발견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참조, ( 3 ).

실 험 2

실험 의 목적은 실험 과 달리 단서와 표적의 속성을 바꾸어 시각단서와 청각2 1

표적을 사용한 경우에 반응촉진과 회귀억제가 발견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주의기

제에서 단서와 표적의 표상된 위치의 일치성이 중요하게 처리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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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참가자

실험 에 참여하였던 광운대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명이 실험 에 참여하1 15 2

였다.

실험방법 및 절차

자극제시 모니터 스피커 거울 반응도구와 자극제시 프로그램은 모두 실험 과, , , 1

동일하게 이용되었으나 실험 에서 단서로 제시되었던 청각자극은 표적으로 제시, 1

되었으며 표적으로 제시되었던 시각자극은 단서로써 제시되었고 응시점은 실험, 1

과 동일한 위치에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제시되었다.

실험 는 실험 과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실험자는 실험 시작 전 실험2 1 .

참가자에게 실험 시 주의사항과 실험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고 설명이 끝나고 본,

실험을 시작하기 전 회의 연습시행을 실시하였다 실험이 시작되면 실험 참가자48 .

의 앞쪽에 위치한 모니터의 중앙에 응시점이 제시되고 곧바로 실험 참가자의 앞,

쪽 모니터 혹은 거울을 통해 시각단서가 짧은 시간동안 제시되었다 실험(23msec) .

에서 사용되는 단서는 표적과 삼차원 공간상 동일한 위치에서 제시되지만 표적이,

제시될 위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험참가자들은 단서를 가능한 무시하도록

지시받았다 재정향하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자극제시 시차가 이상인. 300msec

조건에서 시각단서가 제시되고 후 동안 응시점을 깜박였고 과100msec 200msec , 0

조건에서는 자극 제시 시차가 짧아 재정향하기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다100msec .

재정향하기 방법과는 상관없이 단서가 제시되고 각 시행마다 정해진 자극 제시 시

차 가 지난 후 표적은 실험 참가자의 앞쪽 혹은(0, 100, 300, 500, 700, 900msec) , ‘ ’

우측 뒤에 놓여 있는 스피커를 통해 제시되었고 실험 참가자는 표적이 제시되면‘ ’

표적의 위치로 눈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동시에 가능한 빠르게 표적에 반응하는

탐지과제를 지시받았다 응시점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었고 실. ,

험 참가자의 반응이 있은 후 초 사이의 임의적인 시간이 지난 후 다음 시행, 2 3∼

이 시작 되었다 반응시간은 표적이 제시된 시점으로부터 실험 참가자의 반응이.

입력된 시점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였다 실험은 단서 제시 위치 조건 표적 제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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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조건 자극 제시 시차 조건의 조합을 회 반복하여 총 회를 실시하였2 , 6 10 240

다.

실험 에서도 단서와 표적이 제시되는 물리적 위치와 표상된 위치에 따라서 일2

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을 구분하였다 실험 과 마찬가지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서. 1

자극이 제시되는 거울과 모니터 모두 관찰자의 앞에 제시된다는 것이다 설령 거.

울에 나타나는 자극이 관찰자의 뒤에 놓여 있는 모니터에 제시된 거울상이라 할지

라도 관찰자는 뒤에 놓여 있는 모니터를 통해 제시되는 자극을 직접 관찰할 수 없

으며 단지 거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단서와 표적이 제시되는 물.

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을 구분할 경우 관찰자의 앞에 놓인,

거울 또는 모니터에 제시된 시각단서와 앞쪽에 제시된 청각표적 조건은 모두 일치

조건이지만 관찰자의 앞에 놓인 거울 또는 모니터에 제시된 시각단서와 뒤쪽에 제

시된 청각표적 조건은 모두 불일치조건이다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을 구분할 경우 모니터에 제시된 시각단서 조건은 물리적 위치에 대한,

구분과 동일하지만 거울에 제시된 시각단서 조건은 물리적 위치에 대한 구분과 반

대가 된다 즉 관찰자의 앞에 놓인 모니터에 제시된 시각단서와 앞쪽에 제시된 청. ,

각표적 조건은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일치조건이고 앞에 놓인 모니터,

에 제시된 시각단서와 뒤쪽에 제시된 청각표적 조건은 불일치조건이다 하지만 관. ,

찰자 앞에 놓인 거울을 통해 제시된 시각단서와 앞쪽에 제시된 청각표적 조건은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할 때 불일치조건이 되고 반대로 관찰자 앞에 놓인 거울,

을 통해 제시된 시각단서와 뒤쪽에 제시된 청각표적 조건은 일치조건이 된다 요.

시각단서

제시위치

청각표적

제시위치

물리적 위치의 일치성 표상된 위치의 일치성

일치조건 불일치조건 일치조건 불일치조건

거울
앞 ○ ○

뒤 ○ ○

모니터
앞 ○ ○

뒤 ○ ○

표 실험 에서 일치 불일치조건 분류표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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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면 시각단서가 관찰자 앞에 놓인 모니터에 제시되는 경우에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하던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하던 일치불일치 여부에 차이가 없지만/

앞에 놓인 거울에 시각단서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물리적 위치와 표상된 위치를 기

준으로 할 때 일치불일치가 서로 반대가 된다 표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표/ . 2 (

에서 시각단서 제시위치가 모니터인 경우 이 모니터는 관찰자의 앞에 놓여 있음2

을 주목할 것 물리적 위치와 표상된 위치가 동일한 모니터조건과 두 위치가 상이),

한 거울조건 각각의 반응시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거울과 모니터조건 각각에,

대해서도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을 구분하였고 두 위치가 상이한 거울의 경우에,

는 표상된 위치에 대해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을 구분하였다 또한 회귀 억제 현.

상을발견하기위해자극제시시차를 로총 가지조0, 100, 300, 500, 700, 900msec 6

건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과정은 실험 에서 진행한 방법과 동일하였다. 1 .

결과 및 논의

실험 에서도 명의 실험 참가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거울 조건에 대2 15 .

해 분석을 하였을 때 자극제시 시차가 일 경우 한 명의 실험참가자 자료는, 0msec

본 연구에서 정한 반응시간 범위를 벗어나 결과값을 얻을 수 없었으며 또한 해당,

참가자는 전반적으로 수행이 좋지 않아 전체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명의 자료가, 14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실험 의 결과는 그림 에 제시하였다 그림 의 와 에서 확인 할 수 있듯2 4 . 4 (a) (b)

이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하던 또는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하던 자극제시 시

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시간은 유의미하게 빨라졌다물리적 위치 기준( : F(5,65)

= 19.773, p 표상된위치기준= .000, : F(5,65) = 19.339, p 흥미로운것은= .000). ,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 일치조건과 불일치 조건 간 반응시간에서,

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일치,

조건과 불일치 조건 간 반응시간에서 유의미한차이가 발견되었다(F(1,13) = 6.186,

p = .027).

1. 모니터 제시 조건은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하던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하

던 일치조건과 불일치 조건이 동일하였는데 일치조건의 반응시간 은, (414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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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조건의 반응시간 보다 빨랐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경향성(439msec)

을 보였고(F(1,13) = 4.566, p 자극제시시차가 증가할수록 반응시간= .052)

이 빨라지는 자극제시 시차의 주효과(F(5,70) = 11.151, p 를 발견하= .000)

물리적 위치 표상된 위치(a) (b)

모니터조건 거울조건(c) (d)

그림 실험 분석 조건별 반응시간 그래프 물리적 위치에 따른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의4. 2 : (a)

반응시간 그래프 표상된 위치에 따른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의 반응시간 그래프 모니터조, (b) , (c)

건에 따른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의 반응시간 그래프 거울조건에 따른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 (d)

의 반응시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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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하지만 상호작용효과는 발견하지 못하였다그림 참조 거울 조건. ( 4 (c) ).

의 경우에는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일치불일치 조건은 표상된 위/

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일치불일치 조건과 정확하게 반대가 된다 그림 의/ . 4

는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일치불일치 조건 구분이다 그림(d) / . 4

의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극제시 시차가 증가할수록 반응시간이 빨라지(d) ,

는 자극제시 시차의 주효과(F(5,65) = 14.958, p 가 발견되었다 그러= .000) .

나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실험 에서는 거울 제시 조건에서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하던 물리적 위치를2

기준으로 하던 불일치 조건과 비교하여 일치조건에서 반응촉진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동시에 모든 조건에서 회귀억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물. ,

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할 때 보다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할 때 기존 연구에서

관찰되었던 반응촉진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실험결과는 제한적이기는 하지

만 물리적 위치보다 표상된 위치가 주의기제의 작용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침을 시

사한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단서와 표적의 물리적 위치의 일치성 보다 표상된 위치의‘ ’ ‘ ’

일치성이 주의기제의 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는 것이었다 반응촉.

진뿐 아니라 회귀억제에서도 표상된 위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와 의연구방법에회귀억제연구방법을추가하여실험을실Ho Spence(2005)

시하였다 실험 에서는 청각단서와 시각표적을 사용하였고 실험 에서는 시각단. 1 , 2

서와 청각표적을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실험 에서는 반응촉진 효과만 발견하였을. , 1

뿐 회귀억제는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전통적인 의미의 반응촉진 효과는 물리적 위,

치보다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일치불일치 조건을 구분하였을 때 발견되었다 이/ .

와 같은 실험결과는 물리적 위치보다 표상된 위치가 주의기제에서 중요하게 작용

함을 시사한다 실험 에서도 실험 과 비슷한 결과를 발견하였으나 제한적인 조. 2 1

건에서 반응촉진 효과를 발견하였을 뿐 전형적인 회귀억제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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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과 달리 실험 에서 제한적인 결과를 보인 것은 실험 참가자가 반응해야1 , 2

하는 표적의 속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실험 에서 사용된 시각표적은 모니터. 1

와 거울을 이용하여 제시되었으며 모니터와 거울에 제시되는 조건에 따라 물리적,

위치와 표상된 위치가 동일할 수도 상이할 수도 있는 반면에 실험 에서 사용된, , 2

청각표적은 거울과 모니터와 별개로 스피커를 통해 제시되었으며 언제나 물리적,

위치와 표상된 위치가 동일하다 두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단서를 무시하도록.

지시받았기 때문에 거울과 모니터를 이용하여 반응해야하는 시각표적을 사용한 실

험 과 달리 실험 참가자가 반응할 경우 거울에 제시되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아1 ,

도 되는 실험 에서는 일치불일치조건간의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2 /

능성이 있다.

실험 에서 모니터조건은 물리적 위치에 대해 거울 조건은 표상된 위치에 대해1 ,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을 나누어 분석을 하였을 경우 두 조건 모두에서 일치불일, /

치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거울 조건의 표상된 위치의 일치.

성에 따른 결과 그래프는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을 반대로 생각할 경우 물리적,

위치의 일치성에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다표 참조 따라서 거울 조건에서 표( 1 ).

상된 위치에 대한 실험조건과 자극제시 시차 조건의 주효과는 물리적 위치에 대한

주효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회귀. , ,

억제가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거울 조건의 물리적 위치의 일치성.

에 대한 반응시간과 모니터 조건의 물리적 위치의 일치성에 대한 반응시간을 통합

하였을 경우 두 조건에서의 반응시간의 효과는 상쇄되어 일치불일치 조건 간 유, /

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그림 참조 하지만 거울 조건의 표상된 위치( 3 (a) ).

의 일치성에 대한 반응시간과 모니터 조건의 표상된 위치의 일치성에 대한 반응시

간을 통합하였을 경우 일치불일치 조건 간 유의미한 반응시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

그림 참조 이는 단서와 표적의 표상된 위치의 일치성이 주의기제의 특성( 3 (b) ).

중 반응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실험 에서는 모니터 조건은 물리적 위치에 대해 거울 조건은 표상된 위치에2 ,

대해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을 나누어 분석을 하였을 경우 모니터 조건에서만 일,

치 불일치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거울조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참조 모니터 조건과 거울 조건을 통합하였을 경우( 4 (c, 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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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과 동일하게 표상된 위치에 대해서만 실험조건의 주효과를 발견하였다그림1 (

참조 이와 같은 실험 의 결과는 제한적이지만 표상된 위치가 주의기제의4 (b) ). 2

작용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와 의 연구방법에회귀억제연구방법을추가하여회귀Ho Spence(2005)

억제 효과를 발견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실험에서 회귀억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

였다 실험 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추가 실험을 실시하지. 2

않았다 그러나 실험 에서는 자극제시시차가 조건에서일치조건과. , 1 700, 900msec

불일치조건의 반응시간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또한 청각자극을 사,

용한 기존의 회귀억제 연구에서 자극제시시차가 와 같이 시각자극보다1000msec

긴 자극제시시차에서예를 들어 까지 반응촉진효과가 유지되었던 연구들( ,1000msec )

이 존재하기 때문에(Farah, Wong, Monheit, & Morrow, 1989; Reuter-Lorenz, Jha, &

자극제시시차를 까지증가시켜추가실험Rosenquist, 1996; Schmidt, 1996), 1400msec

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추가실험에서 실험 과 동일하게 표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1

할 때 반응촉진 효과를 발견하였으나 여전히 회귀억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 거울이라는 특수한 도구를 이용할 경우 기존 연구결, , ,

과보다 반응촉진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극제시 시차를 증가.

시킨 추가 실험을 통해 해결해야 할 연구문제이다 둘째 회귀억제는 물리적 위치. ,

와 표상된 위치가 동일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두.

위치가 동일한 모니터 조건에 대해 따로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회귀억제는 발견되

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가능성은 희박하다 셋째 물리적 위치와 표상된 위치가. ,

구분되는 거울을 이용한 상황에서 회귀억제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세 번째 이유가 사실이라면 동일한 주의기제의 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

일지라도 반응촉진과 회귀억제는 서로 상이한 정보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로는 표상된 위치와 회귀억제와의 관계에 대해 단정지,

을 수 없으며 이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와 의 연구에서는단서와표적을 동시에제시하여반응촉진효과Ho Spence(2005)

를 발견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단서와 표적의 자극제시 시차를 추가하였을 경우에,

도 반응촉진 효과가 지속됨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반응촉진 효과를 발.

생하는 주의기제의 작용에 표상된 위치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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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와 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동시에 거울을 사용하였을Ho Spence .

경우 자극제시 시차는 반응촉진이 발생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시사하며, ,

운전상황에서 위험요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사전에 경고음을 제시할

경우 위험탐지시간이 단축되며 따라서 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또한 시각단서를 사용한 실험 보다 청각단서를 이용한 실험 에서 확실한 반응촉2 1

진 효과를 보인 것은 청각단서가 반응촉진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와 는움직이는표적자극의탐지과제에서단서가제시Tipper, Driver Weaver(1991)

된 위치가 아닌 표적의 변화된 위치에 대해 회귀억제 효과를 발견하였다 등. Tipper

은 이에 근거하여 물리적인 단서가 제시된 위치보다 표적대상을 중심으로 회귀억

제가 발생한다고 제안하였다 등의 연구와 본 연구는 물리적인 자극자체보다. Tipper

표상된 자극의 특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등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물리적 위치와 표상된 위치가 동일하기Tipper

때문에 자극의 표상된 위치가 회귀억제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검증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물리적 위치와 표상된 위치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표상된 위치가 회귀

억제 및 반응촉진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의기제는 반응촉진과 회귀억제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

서는 단서와 표적의 위치를 물리적 위치와 표상된 위치를 구분하여 반응촉진과 회

귀억제를 발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표상된 위치가 주의기제의 특성.

중 반응촉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지만 회귀억제는 물리적 위치와 표

상된 위치 모두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주의 연구에.

서 물리적 위치와 표상된 위치의 개념을 구분해야하며 또한 반응촉진회귀억제와, /

표상된 위치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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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ue and the Target on Attention Mechanismof the Cue and the Target on Attention Mechanismof the Cue and the Target on Attention Mechanismof the Cue and the Target on Attention Mechanism

Jun-Ho Seo Hyung-Chul O. Li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was to examine whether the attention mechanism

employs physical or represented location of the cue and target. To achieve this, we have

employed the paradigm of facilitation of response as well as inhibition of return. In the

experiments, valid and invalid conditions were defined by the position consistency of the

cue and the target in the aspect of either physical or represented location. We used

auditory cue and visual target in Experiment 1 while visual cue and auditory target in

Experiment 2. As a results, in Experiment 1, effect of facilitation of response in valid

condition was found when the valid/invalid conditions were defined in the aspect of

represented location. In Experiment 2, effect of facilitation of response in valid condition

was found when the valid/invalid conditions were defined in the aspect of represented

location. In all the other conditions, no effect was found when the conditions were defined

in the aspect of physical location. No effects of inhibition of return were found in

Experiment 2. These results imply the possibility that attention mechanism operates based

on objects' represented location rather than on their physical location. More importantly, the

present research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separate represented location from physical

location of the target and the cue in the experiment of facilitation of response and

inhibition of return in the future.

Keywords : attention, facilitation of response, represented location, physical lo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