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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맥락 정보가 심적 회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심적.

회전 시 주변 정보가 목표 자극을 회전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목표 글자와 주변.

글자의 각도를 변화시키거나 좌우 글자의 위치를 바꾸어가며 목표 글자가 거울상인지 아닌

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목표 글자는 세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에서 가운데 글자로 정의하였.

고 나머지 글자를 주변 글자로 정의하였다 실험 결과 주변 글자의 회전 각도가 증가할수, .

록 반응 시간이 증가하였다 또한 목표 글자와 주변 글자의 회전 각도가 비슷할 때 반응 속.

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비단어 조건인 경우보다 단어 조건일 때 더 크,

게 나타났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연습 난이도가 심적 회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

그 결과 회전 각도에 따라서 반응 시간이 증가하긴 했지만 연습 시행 난이도는 심적 회전,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실험 결과는 심적 회전이 주변 맥락 정보에 의해.

서는 영향을 받지만 연습 난이도와 같은 사전 맥락 정보는 심적 회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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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물체를 직접 조작하지 않더라도 물체가 변화하는 양상을 마음속에 그리,

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고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 능력을, .

이용하여 일정한 모양의 블록을 회전시켜서 층을 쌓는 테트리스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집의 가구를 재배치시킬 때 가구들을 마음속으로 먼저 배치해 보고 가. ,

구를 실제로 옮긴다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경우 우리는 지도의 이미지를 보. ,

고 그 심상을 처리하여 실제 세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지도의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가공하고 회전시킨다 그러므로 심적 표상과 관련된 인지구조와 심적으로 시뮬레.

이션 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심적 조작은 표상된 이미지를 조작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심적 회.

전 을 비롯한 심적조작들은시각적심상이시지각과정확하게일치(mental rotation)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기능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기능적등가가설 이라고한다 기능적등가가설에기(functional equivalence hypothesis) .

반한심적회전에대한연구로우선 와 의실험을들수있다 이Shepard Metzler [1].

연구에서 자극은 이차원 상에 제시된 한 쌍의 삼차원 도형들이었다 과제는 각 쌍.

의 그림이 동일한 그림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실험 결과 도형 간의 회전 각도. ,

차이가 커질수록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실험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매 시행마다 대문자와 숫자를 제시하되 정상

적인 위치에서부터 여러 각도로 회전시켜 놓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 글자가 거울상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실험 결과 비교 대상이 사물이나 문자이든지[2]. , ,

대상을 구현하는 방식이 이차원이든 삼차원이든지 상관없이 반응 시간은 크게 다

르지 않았다 또한 회전하는 축 의 위치보다는 회전하는 각도가 회전 시간에. (axis)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두 연구 모두에서 제시된 대상의 회.

전 각도와 반응 시간이 정적 선형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대상 이미지를 실제로.

돌리는 것과 유사하게 마음 속 표상 이미지도 일정시간에 걸쳐 회전시킨다는 기능

적 등가가설을 지지한다.

최근 심적 회전 연구는 성차를 중심으로 개인차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3],

등 의연구에서는남자의심적회전능력이여자보다우[4], [5], [6], [7]. Peters [8]

수했고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도 심적 회전 과제 수행능력의 차이를 유발,

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이학과 공학 전공 학생들이 사회 과학과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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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공 학생보다 주어진 과제의 심적 회전 능력이 뛰어났다 수학 능력과 심적.

회전 수행 능력은 행동적으로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심적 회전과 관련된,

뇌 영역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가 일반인과 비교하여 음치 는[9]. , , (amusia)

음높이 변별 과제를 수행할 때 심적 회전 과제 동시 수행으로 인한 방해를 적게

받았다 이 결과는 음치가 공간 지각 능력의 결여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10].

기존 연구들은 개인차가 심적 회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지만,

맥락 정보들이 심적 회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연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맥락 정보도 심적 회전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길을 잃었을 때 맥락 정보 즉 지나온 지표물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능,

력은 목적지 찾기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낱자 재인의 경우 동일한 형태의.

라도 주변에 소와 무가 있으면 나로 지각되지만 주변에 와 이 있으면‘4’ ‘ ’ ‘ ’ ‘ ’ , ‘2’ ‘6’

숫자 로 지각된다 은 목표 대상을 찾는 과정에서 환경에 동일한 기하학‘4’ . Gallistel

적 단서 가많을수록회전대칭 판단정확률이감(geometric cue) (rotational symmetry)

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가상 현실상의 실험 결과 원 형태의 방은[11], [12]. ,

사각형 방이나 삼각형 방에 비해 대칭하는 축이 많고 주변의 정보가 동일하기 때,

문에 경로 찾기나 방 안의 특정 물체 찾기가 어려웠다 이 연구 결과는 심적, [13].

회전 과제수행에 있어서도 주변 맥락 정보의 영향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험 에서는 주변 맥락 정보가 심적 회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1 .

주변 맥락 정보 뿐만 아니라 사전 맥락 정보도 심적 회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난이도가 높은 방위 변별 과제를 연습할 때 그 과제의 사전 난이도는 중요하.

다 구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버전만을 아무리 반복해서 연습하여도 그 과제[14].

가 학습되지 않았지만 쉬운 버전을 단 한 번만 경험하면 과제가 학습되었다 방위, .

변별 과제뿐만 아니라 심적 회전도 학습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는 연습. Jolicoeur

시행을 반복하면서 심적 회전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연습을 많이 할[15].

수록 회전 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학습 효과는 객체. 특- 정적

이다 즉 향상된회전능력이다른물체로전이가되지는않았다 그(object-specific) . , .

러므로 사전 맥락의 난이도는 심적 회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험 에서. 2

는 과제 난이도로 정의된 사전 맥락 정보가 심적 회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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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맥락 정보가 심적 회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실험 모두. 1, 2

특정 문자가 거울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과제를 사용하였다 실험 에서는 특. 1

정 문자의 주변 맥락 정보단어 여부 주변 글자의 회전 정도가 심적 회전 속도에( , )

미치는 영향을 반응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실험 에서는 사전 맥락 정보를 연습시. 2

행의 난이도로 정의한 후 그 효과가 심적 회전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실 험 1

실험 의 목적은 주변 맥락 정보가 심적 회전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1

것이었다 자극은 세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와 비단어를 사용하였고 참가자의 과제.

는 가운데 글자가 거울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주변 맥락 정보.

는 세 글자가 단어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회전할 글자의 좌 우에 제시된 글자들의,

제시 각도로 정의되었다.

실험 방법실험 방법실험 방법실험 방법

참가자

연세대학교 학생 명이 중앙도서관에 모집 공고를 보고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15

가하였다 이들은 모두 실험의 목적과 가설을 알지 못하였고 참가자는 실험 참가. ,

의 대가로 원의 현금을 받았다 실험은 외부의 빛이 통제된 암실에서 실시되6,000 .

었다 참가자 권익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윤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보호되었.

으며 동의서를 적성하고 실험에 참가하였다, .

재료 및 도구

자극의 제시와 반응 시간 기록은 펜티엄 컴퓨터와 삼성 인지 모니터를4 21 C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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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사용된 모니터는 의해상도와 의주사율을갖추고있. 1600 x 1200 , 85Hz

었다 참가자와 모니터까지의 거리는 이었으며 그 거리는 턱 및 이마 받침. 90cm ,

대를이용하여고정되었다 사용된프로그램은 를이용하여작. Psychophysics toolbox

성되었다[16].

실험에 사용된 단어는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의 년 한국어1998

교육을 위한 기초 어휘 선정 보고서 중 기초 어휘 빈도 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빈도 이상의 세 글자 단어 문자열 중 회 문을 제외한 개를 선정하였다 선7500 30 .

정한 단어에서 좌 우 음절을 바꾸는 방법으로 비단어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좌, . ,

우 음절을 바꾸었으므로 단어와 비단어간 물리적인 차이는 없었다 참가자가 심적.

회전을 해야 하는 글자는 단어의 가운데 글자이었고 이를 목표 글자 그 좌우 글,

자를 주변 글자로 정의하였다 단어 이미지는 시각 의 크기로 제시되었고 검정. 2.6 ,˚

배경에 글씨체는 바탕체 글자의 색은 흰색이었다그림, ( 1).

설 계

실험은 위의 기준에 의해 선정된 개의 세 글자 단어를 사용하였다 각 단어30 .

당 개의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였다 목표 글자 및 주변 글자를 오른쪽으로64 . 0 ,˚

로 돌려서 제시하거나 목표 글자를 거울상혹은정상으로제시50 , 100 , 150 (4x4),˚ ˚ ˚

하거나 주변 글자의 위치가 제자리이거나 바뀌었다 그러므로 각 단어 당(2), (2). 64

개의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목표 글자의 회전 각도 주변 글자의 회전(4x4x2x2=64). ,

각도 그리고 주변 글자의 위치를 바꾼 지의 여부가 본 실험의 독립 변인이었고,

모든 독립 변인들은 참가자 내 변인이었다 이와 같이 총 개의 단어 이미지를. 64

한 집합으로 정하고 선정된 개 단어 별로 개의 이미지를 생성하였다 한 집합30 64 .

안에 단어 이미지는 무작위하게 조합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한 명의 참가자가.

번의 수행을 하였고 연습시행은 첫 집합으로 대체하였다30x64=1920 .

절 차

자극은 모니터 중앙에 시각 의 크기로 반응키를 누를 때까지 제시되었으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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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은 목표 글자가 거울 이미지이면 키보드의 버튼을 정상 이미지이면 버‘1’ , ‘2’

튼을 누르게 하였다 이 후 참가자의 반응이 틀린 경우에는 경고음을 주었으며 이.

결과는 반응 시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한 시행과 다음 시행 사이에는 응시점이.

표시로 내에서 무선적으로 선택되어 제시되었다 참가자는 매‘+’ 400 ~ 600 ms .

집합 수행 후 필요한 만큼 휴식을 취하였다.

결 과

실험 의 결과가 그림 에 제시되어 있다 반복측정 변량 분석 결과 단어인지1 2 .

비단어인지의 여부가 목표 글자 회전 속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

다(F(1,14)=7.193, p<.05, MSe 참가자들의반응시간은단어일때평균적으로=.004).

이었고 비단어일때평균적으로 로단어일때가비단어일때728(±24)ms , 745(±28)ms

보다 반응 시간이 빨랐다 그러나 단어 조건의 정확률 은 비단어 조건의 정. (96.2%)

확률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96%) (F(1,14)=2.107, p=.17,

MSe 주변 글자의 회전 각도도 과제의 반응 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0004).

영향을미쳤다(F(3,42)=44.323, p<.01, MSe 과제에대한반응시간이주변글=.023).

자의회전각도가 도일때평균적으로 도일때 도일0 677(±22)ms, 50 671(±18)ms, 100

그림 실험 자극 예 목표 글자는 오른쪽으로 도 회전한 것이고< 1> . 100

주변 글자는 오른쪽으로 도 회전한 예이다 이 조건은 단어 조건이다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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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도일때 로대체로주변글자의회전각도가증가할730(±23)ms, 150 868(±43)ms

수록 반응 시간이 증가하였다 정반응률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F(3,42)=36.534, p<.01, MSe 즉 주변글자의각도가 도일때평균정확률은=.003). , 0

도일 때는 도일때는 그리고 도일때는 이었다97%, 50 98.5%, 100 97.3%, 150 91.8% .

목표 글자의 회전 각도는 과제의 반응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3,42)=

0.526, p=.67, MSe 그러나목표글자의회전각도는정확률에통계적으로유=.007).

의미한영향을미친것으로 나타났다(F(3,42)=4.66, p<.01, MSe 목표글자의=.001).

회전 각도가 도일 때부터 도까지 평균 정확률은 각각0 150 95.2%, 96.2% 96.6%,

이었다 이 정확률 간 차이는 임상적인 유의도 측면에서는 크지 않았으므로96.5% .

속도 정확도교환 이발생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이는기존- (speed-accuray trade off) .

연구인 기능적 등가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주변 글자의 회전 각,

도와 이원상호작용이있었으므로(F(9,126)=4.845, p<.01, MSe 결국목표글=.006)

자 회전 각도의 변화에 따라서도 반응 시간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림 가를 보면 목표 글자와 주변 글자의 각도 차이가 일 때는2( ) , 0°, 50° 100°, 150°

일 때보다 반응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주변 글자와 목표.

글자의 각도 차이가 작은 경우는 일반적인 글자 인식 상황과 유사하고 각도 차이,

가 큰 경우는 글자 인식 상황과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

다 그림 나에 목표 글자와 주변 글자간 각도 차이에 따른 정확률을 제시하였다. 2( ) .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응 시간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F(9,126)=8.546,

p<.01, MSe=.001).

단어인지 비단어인지의 여부와 목표 글자의 회전 각도와 주변 글자의 회전 각

도 사이에 삼원 상호 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9,126)=2.173, p<.05,

MSe 그러나 정확률에서는 삼원 상호 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005).

(F(9,126)=1.237, p=.28, MSe 이결과는속도=.0005). -정확도교환이발생하지않았

음을 의미한다 그림 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위에서 관찰된 이원 상호 작용 효과. 2 ,

가 단어 여부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즉 목표 글자와 주변.

글자의 각도 차이가 감소할수록 단어 조건의 반응 시간이 비단어 조건의 반응 시

간보다 빨라졌다 목표 글자와 주변 글자의 각 각도 차이에서 상관 표본. t 검증

결과 그차이가 일때만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0° (t(14)=2.723, p 이결과는<.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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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단어 인식과 비슷한 상황일수록 단어 여부가 심적 회전 속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의 두 가지 유의미한 상호작용 외에 다른 모든.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실험 의 결과는 주변 맥락 정보가1 심적 회전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

사한다 주변 글자의 각도는 목표 글자 회전 속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경향은. ,

단어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주변 글자와 목표 글자의 각도 차이가 작.

고 일반적인 단어 읽기 상황과 유사한 상황일수록 목표 글자의 회전 속도가 빠르,

고 정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심적 회전이 주변 맥락일반적인 단어 재인 상황. ( )

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며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보다 단어가 먼저 인식,

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17], [18].

그림 실험 의 결과 축은 목표 글자와 주변 글자의 각도 차이를< 2> 1 . X ,

축은 반응 시간과 정확률을 나타낸다 오차막대는 표준오차이다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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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2

실험 에서는 주변 맥락이 심적 회전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 .

실험 의 목적은 사전 맥락도 심적 회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2 .

사전 맥락은 본 시행 전 연습 시행의 난이도로 정의하였다 만약 방위 변별 과제.

에서처럼 낮은 난이도 시행이 방위 변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심적 회전[14]

에도 적용이 된다면 낮은 난이도의 연습 수행을 한 참가자들이 높은 난이도의 연,

습 수행을 한 참가자들보다 심적 회전을 잘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실험 방법실험 방법실험 방법실험 방법

실험참가자

실험 과 다른 연세대학교 학생 명이 중앙도서관 앞의 공지를 보고 실험에1 20

참가하였다 이들은 모두 실험의 목적과 가설을 알지 못하였고 참가자는 실험 참. ,

가의 대가로 원의 현금을 받았다 실험은 외부의 빛이 통제된 암실에서 실시4,000 .

되었다 참가자 권익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윤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보호되.

었으며 동의서를 적성하고 실험에 참가하였다, .

재료 및 도구

컴퓨터 및 모니터와 사용된 프로그램은 실험 과 동일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글1 .

자는 한자 자를 사용하였고 단어 이미지는 실험 과 동일한 시각 의 크기‘ ’ , 1 2.6民 ˚

로 제시되었다 흰 배경에 글씨체는 바탕체이었고 글자의 색은 검은색이었다그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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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절차

실험에는 한자 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거울상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2).民

글자를수직을기준으로오른쪽으로 로회전시켜서25 , 50 , 75 , 100 , 125 , 150 (6)˚ ˚ ˚ ˚ ˚ ˚

제시하였다 연습시행의 난이도와 글자의 회전 각도가 해당 실험의 독립(2x6=12).

변인이었다 연습시행의 난이도는 참가자 간 변인이었으며 글자의 회전 각도는 참.

가자 내 변인이었다 실험은 연습 시행을 한 뒤에 본 시행으로 들어갔다 연습 시. .

행은 글자의 회전 각도를 만을 제시하거나난이도가 낮은 연습 시행25 , 50 , 75 ( )˚ ˚ ˚

난이도가 높은 연습 시행만을 제시하였다 실험 참가자 명 중100 , 125 , 150 ( ) . 20˚ ˚ ˚

명은 난이도가 낮은 시행을 한 뒤에 본 시행을 하게 하였고 나머지 명은 난10 , 10

이도가 높은 연습 시행을 한 뒤에 본 시행을 하게 하였다 연습 시행 자극이 균일.

하게 번씩 무작위로 제시되므로 참가자는 총 번의 시행을 하였고 본 시8 8x2x3=48 ,

행에서는 자극이 균일하게 번씩 제시되므로 총 번의 시행을 하였다20 20x2x6=240 .

실험 시작 전에 초 정도의 시간을 주어서 자세 고정과 시선의 위치를 모니터10

의 중앙에 맞추게 했다 이미지는 모니터 중앙에 시각 의 크기로 반응키를 누. 2.6˚

를 때까지 제시되었으며 반응은 가운데 글자가 거울 이미지이면 키보드의 버‘1’

튼을 정상 이미지이면 버튼을 누르게 하였다 이 후 참가자의 반응이 틀린 경, ‘2’ .

우에는 경고음을 주었으며 이 결과는 반응 시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한 시행과, .

다음 시행 사이에는 응시점이 표시로 내에서 무선적으로 선택‘+’ 400 ~ 600 ms

되어 제시되었다.

그림 실험 의 자극 글자를 오른쪽으로 도만큼 회전한 예< 3> 2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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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그림 에 실험 의 결과가 제시되었다 반복측정 통계 분석 결과 글자의 회4 2 . ,

전 각도의 여부가 과제의 반응 시간에 영향을 미쳤다(F(5,90)=42.732, p<.01,

MSe 반응시간은평균적으로회전각도가 일때 일때=.007). 25 680(±37)ms, 50˚ ˚

일때 일때 일때699(±44)ms, 75 726(±49)ms, 100 773(±49)ms, 125 848(±55)ms,˚ ˚ ˚

일 때 로 회전 각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하150 994(±68)ms˚

였다 또한 그림 나에 제시되어 있듯이 평균 정확률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4( ) ,

((F(5,90)=14.166, p<.01, MSe 그러나실험 의주요독립변인인연습시행의=.003). 2

난이도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F(1,18)=0.717, p=.408, MSe 마찬가=.282).

지로 정확률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18)=0.955,

그림 실험 결과 축은 회전 각도를 축은 반응< 4> 2 . X , Y

시간과 정확률을 나타낸다 오차막대는 표준오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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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 MSe 위의 그림에서 난이도가 낮은 연습 시행일 경우에 평균적인 반=.008).

응 속도가 어려운 연습 시행일 경우보다 대체로 빠른 경향을 나타냈지만 이 둘은,

표준 오차 범위 내에서 평균 반응 시간이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 하지 않았다.

과 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전 맥락 정보가 본 시행에 영향을Ahissar Hochstein

미치려면 과제 난이도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조건[14].

의 정확률이 로높고다른조건들도정확률이 에서 사이에(150 ) 86.8% 93.3% 98.4%˚

분포하고 있어서 모든 조건의 난이도가 낮았다 사전 맥락 정보가 심적 회전에 영.

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본 실험의 낮은 난이도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맥락 정보가 심적 회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실험 에서. 1

는 주변 맥락 정보가 심적 회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심적 회전 시 주

변 정보가 목표 자극 회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단어 조건의 경. ,

우 비단어일 때 보다 반응 시간이 빨랐으며 주변 글자의 회전 각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시간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목표 자극의 회전 각도에 따른 반응 시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단어의 목표 글자와 주변 글자의 회전 각도가 비슷할 때 반.

응 시간이 빠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비단어 조건인 경우보다 단어 조건,

일 때 더 크게 나타났다 실험 에서는 사전 맥락 정보가 심적 회전에 미치는 영. 2

향을 알아보고자 연습시행의 난이도가 심적 회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실.

험 결과 자극의 회전 각도가 커짐에 따라 반응 시간은 느려졌으나 연습 시행이,

쉬운 조건과 어려운 조건 사이의 반응 시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

실험 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1, 2

같이 기능적 등가가설을 지지한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심적 회전의 각도가 증. ,

가할수록 그 심상을 처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역시 비례하여 증가하였다[1], [2].

본 연구에서도 실험 에서는 주변 글자의 회전 각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속도가 증1

가하였으며 실험 에서도 자극의 회전 각도가 커짐에 따라 반응 시간이 증가하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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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여러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시각적 심상이 시.

지각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기능적으로는 유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험 의 결과는 주변 맥락 정보가 목표 자극을 인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1

것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목표 자극과 주변 자극 회전 각도의 상호작용이 유의.

미하였다 즉 목표 자극의 인식 시간은 주변 자극의 회전 각도에 영향을 받은 것.

이다 목표 글자와 주변 글자의 회전각 차이가 로 작은 경우는. 0°, 50° 100°, 150°

경우보다 글자 인식의 일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도 글자.

인식의 일반 상황과 유사할수록 참가자의 반응 시간이 빨라졌다 이 결과는 목표.

글자와 주변 글자간의 상대적인 각도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물체의,

형태 지각에서 상대적인 크기 차이가 절대적인 크기 차이보다 중요하다는 결과와

도 일치한다[19].

다른 주변 맥락 효과로 실험 의 단어 효과가 있었다 주변 정보가 수행에 미치1 .

는 영향이 익숙한 단어 조건의 경우에서 그렇지 않은 비단어 조건에서 보다 더 크

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단어를 글자 단위가 아닌 단어 전체로 재인하기 때문

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에 따르면 첫 철자와 끝 철자만. Rawlinson[17] ,

원래 단어와 일치하면 나머지 철자의 순서에 상관없이 단어를 재인할 수 있다 이.

처럼 글자를 단어맥락 속에서 더빠르게인지한다는것은 의단어우월Reicher[18]

효과 와도일치하는결과이다 그는하나의글자가단독으로(word superiority effect) .

제시되거나 무의미하고 관련 없는 글자들 속에서 제시될 때보다 의미 있는 단어

속에 제시될 때 더 정확하고 빠르게 그 글자를 재인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 결과 역시 글자가 단어 맥락 속에서 더 쉽게 재인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심적 회전에서도 단어 인식 과정처럼 주변 맥락 정보,

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변 맥락 정보가 심적 회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심

적 회전 속도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와 은 일본인. Masuda Nisbett[20]

학생들과 미국인 학생들에게 초점 대상이 되는 물고기와 함께 다른 배경 요소수(

초 물거품 다른 동물들 등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시한 후 자신이 본 것을 회상하, , ) ,

게 하였다 그 결과 초점 대상인 물고기에 대해서는 일본 학생과 미국 학생이 모. ,

두 동일한 정도로 회상하였으나 배경 요소에 대해서는 일본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

보다 이상 더 많이 회상하였고 전체적인 맥락 및 관계에 대해서도 더 많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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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배경 요소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심적 회전에서도 서양인의 경우 동양인보다 주변 정보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동 서양 비교 연구를 통해 심적 회전. ,

시 주변 정보들이 주는 영향이 문화 및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전 맥락 정보가 심적 회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실험 에서는 연습2

시행난이도가심적회전시간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 과 의연구. Ahissar Hochstein

와는 상이하게 실험 의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난이도의 차이에[14] , 2

따른 심적 회전 속도의 차이를 관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로 개.

인차를 들 수 있다 본 실험은 참가자 간 설계로 진행되었는데 만약 참가자 내 설.

계로 한 참가자가 쉬운 연습 시행으로 시작하는 것과 어려운 연습 시행으로 시작

하는 것 모두를 경험하게 하여 그 결과를 측정한다면 연습 난이도의 효과를 볼 수

도있었다 의연구와 등 의연구는심상회전속도에서개인차. Voyer[21] Mumaw [22]

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적 회전에 대한 실험에서 이러한 개인차

를 줄여 주었다면 연습 시행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연습 시행을 하고 어려운 연습 시행을 한 경우와 그 반대의 경

우에 따라 순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참가자 간 설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

었다.

본 연구는 주변 맥락 정보가 목표 자극을 회전하는데 미치는 영향 및 연습 난

이도와 같은 사전 맥락 정보가 심적 회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맥락 정보가 심적 회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실험 를 통해 심적 회전. 1, 2

시 단어 여부나 주변 글자의 회전 각도와 같은 주변 맥락 정보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으나 연습 시행의 난이도와 같은 사전 맥락 정보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발견했다 심적 회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심적 회전의 각도가 증.

가할수록 그 심상을 처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역시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사실이

나 개인차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앞으로는 이러한 개인의 능력,

뿐 아니라 맥락 정보가 심적 회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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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contexts could influence the speed of mental rotation.

Experiment 1 investigated whether the angle of neighboring letters influenced the

recognition of the target letter. Reaction time of target recognition increased linearly, as

angular differences between the angle of the target letter and that of neighboring letters

increased. Moreover, this trend was more pronounced when the target and neighboring

letters made a word as compared to when they did not. Experiment 2 examined the effects

of practice difficulty on mental rotation. Reaction time again increased linearly with the

degree of angular rotation.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asy

and the difficult condi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ntextual information is important

in mental rotation.

Keywords : mental rotation, contextual information, functional equivalence hypothe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