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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순응 영역으로의 운동 잔여효과의 번짐에 미치는

삼차원 깊이 불연속의 효과

감 기 택†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운동자극에 오랫동안 노출된 이후 해당 자극이 제시된 망막상의 영역에 제시된 정지 자

극은 운동 자극의 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지각되는 운동 잔여효과(motion

aftereffect: MAE)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순응에 의해 발생된 운동 잔여효과가 인접

비순응 영역에까지 번져나가는 현상이 양안 시차에 의해 깊이가 다른 표면에서도 발생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동심원의 고리부분에만 운동순응을 시킨 후, 실험 1에서는 양안 시차에

의한 경사 표면을 중앙 비순응 영역에 제시했고 실험 2에서는 양안시차에 의해 깊이가 다

른 정면평행 표면(fronto parallel plane)을 중앙 비순응 영역에 제시하였다. 경사 표면인 경우

주변 순응영역과 깊이가 동일한 비경사조건에서의 MAE지속시간과 유사한 반면, 깊이가 다

른 정면 평행 표면에서는 동일 깊이 조건보다 MAE 지속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

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MAE의 번짐 현상이 깊이 불연속 정보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양안정보가 합치된 이후에도 발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운동 잔여 효과, 깊이 불연속, 번짐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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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각하는 세계는 망막에 입력되어 처리되는 영상정보와 정확히 일치하

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망막에서 광수용기가 없는 맹점이나

병적 암점(scotomas)에 제시된 시각정보는 후속적인 처리가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는

최종적으로 아무런 시각 정보가 없는 빈 공간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맹점이나

암점 주위에 제시된 시각적 속성들로 채워진 것으로 지각한다[1,2]. 소위 속성정보

의 번짐 혹은 채워넣기 과정(filling-in process)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단지 수용기가

없는 영역에 투사된 영상의 처리에서 발생되는 현상을 넘어 일반적인 시지각 과정

의 다양한 시각 속성의 처리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밝기[3,4,5], 색상

[6], 표면결[7], 그리고 양안 시차(binocular disparity)에 의한 깊이정보[8] 등의 처리에

서도 주변에 제시된 속성정보들이 인접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은 일반적인

시각정보의 처리에서 발생되는 표면 형성과정의 일부분으로 고려되고 있다[9].

지각 속성의 채워넣기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윤곽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색상이나 밝기가 단일한 표면의 경우 해당 표면의 지각된 색상

이나 밝기는 표면 내부의 물리적 특성이 아니라 표면의 윤곽선 부근에 있는 지각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10, 11, 12]. 이러한 정신물리학적 결과들은 단일 색상의

표면이 제시되면 표면 내부를 수용장으로 하는 신경 세포들보다 윤곽선 부근을 수

용장으로 하는 신경세포들의 활성화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신경 생리학적인 결

과[13, 14] 들에 의해서도 지지받는다. 또한 한 표면 속성이 인접 영역으로 채워지

는 과정에서 밝기에 의한 뚜렷한 윤곽선이 있는 경우 채워넣기 과정은 윤곽선이

있는 위치에 한정된다[5, 15].

여러 시각 속성의 채워넣기 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정지된 영상에서 색

상이나 밝기와 같은 시각속성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었지만, 최근의 한 연구[16]는

운동 잔여효과(motion aftereffect: MAE)를 이용하여 운동 자극이 제시된 순응영역에

서 발생된 MAE가 운동 자극이 제시되지 않은 비순응 영역에까지 번져나갈 수 있

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다른 시각 속성의 번짐에서와 유사하게 두 영역에 제시된

격자무늬의 위상이 반대로 제시되어 두 영역사이에 밝기정보에 의한 윤곽이 주어

지는 경우 순응 영역에서 발생된 MAE가 더 이상 인접영역으로 번져나가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격자무늬의 위상차에 의해 발생되는 윤곽정보에 의해서 MAE의

번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감기택 / 비순응 영역으로의 운동 잔여효과의 번짐에 미치는 삼차원 깊이 불연속의 효과

- 3 -

채워 넣기 과정에서 윤곽선 정보는 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영역의 밝기 정보가 유사하여 밝기 차에 의한 윤곽선 정보는 주어지지

않지만 공간 주파수 차이에 의해 윤곽선이 발생되는 상황에서도 밝기정보의 번짐

이 방해받을 수도 있으며[17], 이와 반대로 밝기에 의한 윤곽선이 주어지는 경우라

도 이 윤곽선이 이웃하고 있는 두 영역과 서로 다른 표면으로 표상되는 경우 한

영역의 색상이 밝기 윤곽선을 뛰어 넘어 인접영역으로 번져나가기도 한다(예를 들

어 [11,18]).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로 한 표면 앞에 다른 대상에 제시된 상황을 가

정할 수 있는 데, 이 상황에서 동일표면 영역은 이차원의 망막 상에서는 가리는

대상에 의해 분할되어 있지만 삼차원 표상에서는 동일한 표면으로 정확히 지각된

다. 이와 같이 삼차원 표상에서 두 영역이 동일 표면으로 지각되는 경우 속성들의

번짐이 윤곽선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표면들의 삼차원에서의 동

일 표면 여부가 속성들의 채워 넣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MAE의 번짐 현상이 밝기에 의한 윤곽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16]를 확장하여 삼차원 깊이 차에 의한 윤곽정보에 의해서도 영향

을 받을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양안시차를 이용하면 이차원 영상

에서의 최소한의 위치 변화만으로 표면 깊이를 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양안시차를 이용하여 표면의 삼차원 깊이를 조작하였다. 특히 양안시차

는 양안의 정보가 수렴되어야 발생될 수 있는 정보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시각

정보처리 과정에서 양안 정보가 수렴되거나 그 이후에 발생되는 윤곽정보에 의해

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실험: 격자무늬의 위상차에 따른 운동 잔여효과의 강도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전 연구[16]에 사용된 단안

자극을 기본 자극으로 삼았으며, 실험 1, 2에서 중앙 영역에 제시된 격자무늬의 입

체 깊이는 양안시차를 이용하여 제공되어졌다. 실험 1과 2의 모든 자극은 입체 그

림쌍(stereogram pair)으로 제시되었고 중앙 영역에 제시된 격자의 양안시차를 변화

시키기 위해 해당 격자의 수평위치를 변화시켰다. 이를 위해 두 영역사이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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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거리가 필요한데, 다행스럽게도 두 영역 사이에 공간적 거리가 좁은 경우에

는 주변 영역에서 발생된 MAE가 중앙 영역에까지 번져나가는 MAE 번짐 현상이

여전히 발생된다[16].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되는 기본 자극은 중앙 영역과 주변

영역사이의 공간적 간격이 시각(visual angle)으로 8분(arc min)인 자극을 사용하였다.

이 공간적 간격에서 양안시차를 부여하는 경우 한 가지 고려해야 하는 점은 중앙

영역에 제시된 자극의 수평 위치를 옮길 때 두 영역에 제시된 격자무늬들의 위상

에서 약간의 오정렬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두 영역에 제시된 격자무늬의 위상이

동일할 때 발생되는 MAE의 번짐 현상이 반대(180도 위상차)인 상황에서는 더 이

상 발생하지 않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16]을 고려할 때, MAE의 번짐 현상이 두 영

역에 제시된 격자무늬의 위상차에 얼마나 민감한지가 먼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만약 MAE 번짐 현상이 두 영역사이에 제시된 격자무늬의 아주 작은 위상차에도

민감하다면 양안시차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두 영역들의 위상차에 의해서

MAE의 번짐 현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영역에서 MAE 번짐 현상

이 약화되는 경우에도 그 원인이 두 영역 사이의 입체시 깊이의 불연속에 의한 것

인지 두 영역에 제시된 격자무늬의 위상차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예비 실험의 목적은 실험 1과 2에서 사용될 입체그림 자극에서 양안

시차에 의한 입체 깊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작은 위상차가 MAE

번짐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방 법

관찰자

실험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13명의 학부생이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참가자 모두

나안이나 교정시력으로 0.8 이상의 시력을 갖고 있었고 무선점 입체 그림(random

dot stereogram)으로부터 입체 표면을 지각하는데 이상이 없었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실험 1, 2를 통해 MAE의 번짐 현상이 깊이가 다른 표면에서도 여전히 발

생되는지, 감소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실험 1, 2에서는 MAE의 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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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자극 검사자극

0 15 180

그림 1. 예비 실험에 사용된 자극의 예. 왼쪽에 제시되어있는 순응 자극에서 고리모양의 윈도

우 즉 주변 영역에서만 방사상 격자무늬가 제시되었으며 이 패턴이 운동순응기간동안 시계 혹

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였다. 중앙 영역은 주변 격자무늬의 평균밝기를 가진 회색의 균질한

표면이 제시되었다. 오른쪽에 제시된 세 검사자극은 위상차에 따라 각기 다른 조건들에서 사용

된 자극 예를 보여주고 있다. 세 조건 각각에서 주변과 중앙 영역 모두에 방사상 격자가 제시되

었으며, 두 영역에 제시된 격자무늬의 위상 차이에 따라 동일 위상 조건인 0조건, 180도에 이

르기까지 모두 5개의 위상차 조건이 자극으로 사용되었다.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피험자가 필요하므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관찰자들을 선

정할 필요가 있다. 두 영역의 위상이 정확히 동일한 조건(위상차 0조건)에서도

MAE의 번짐 현상을 지각하지 못하는 관찰자들의 자료는 예비실험의 자료의 분석

에서 제외시켰으며 이후 실험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이 기준에 의해서 3명의 관찰

자의 자료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자극과 장치

관찰자들은 암실에서 턱받이에 턱을 고정시킨 채 두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자극은 PC에서 Psychophysical Toolbox([19], [20])를 이용하여 생성되었으며 1920 x

1200의 해상도를 갖는 30인치 Apple 모니터(모델명 A1083))에 제시되었다. 관찰자들

은 115cm 거리에서 자극을 관찰하였으며 해당 거리에서 1 픽셀은 시각으로 약 1

분에 해당되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동순응 자극과 MAE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자극 각각은 중앙 원판 영역(이후 ‘중앙’으로 표시)과 주변 고리 영역(이

후 ‘주변’으로 표시)으로 구분되었다. 운동순응 자극에서 실제 운동자극은 주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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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만 제시되었으며 중앙 영역은 격자무늬의 평균밝기를 가진 균질한 회색 표면

이 제시되었다. 검사자극에서 중앙영역과 주변영역사이에는 시각으로 8분의 공간

적 간격이 주어졌다. 중앙과 주변의 반지름은 시각으로 각각 3.2 도와 4.6도였으며,

밝기 변화(luminance modulation)에 의해 만들어진 10 cycle의 방사상 격자무늬가 순

응 자극으로 사용되었고 격자의 대비는 80%였다. 순응 기간 동안 방사상 격자무

늬는 고리모양의 주변영역에서 초당 3 주기의 속도로 시계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

로 20초 동안 회전하였다. 순응 기간 동안 작은 황소 눈(bull's eye) 모양의 응시점이

항상 순응 자극의 중앙에 제시되었으며 관찰자들은 항상 이 점을 응시하도록 지시

받았다. MAE의 지속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자극에서는 중앙영역과 주변영역

모두에서 격자무늬가 정지된 상태로 제시되었다. 검사자극의 주변 영역에는 순응

자극과 동일한 주기를 가진 방사상 격자무늬가 제시되었으며, 두 영역에 제시된

격자무늬들의 위상차 조건(0도, 15도, 45도, 90도, 180도)에 따라 중앙 영역에는 주

변과 동일한 주기를 가진 격자무늬가 해당 위상차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위상으

로 제시되었다. 검사자극에도 순응자극의 응시점과 동일한 응시점이 항상 중앙에

제시되었다. 예비실험에서는 양안시차가 조작된 조건은 없었지만, 입체 그림

(stereogram)으로 자극을 제시한 실험 1, 2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비실험의

모든 자극들도 입체 그림으로 제시되었다. 예비 실험에서는 양안 시차가 조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체 그림의 좌측과 우측에는 동일한 자극이 제시되었다.

절차

실험 전 관찰자들은 자극, 절차, 그리고 과제에 대한 지시를 들었다. 각 시행에

서 관찰자들은 응시점에 눈을 고정한 채 키보드를 눌러 운동순응 자극이 회전하도

록 하였다. 순응 자극은 20초 동안 시계방향이나 반시계 방향 중 무선적으로 선정

된 특정 방향으로 회전한 후에 사라졌으며, 관찰자들은 순응 자극이 제시된 주변

영역이나 순응 자극이 제시되지 않은 중앙 영역 둘 중 MAE를 관찰해야 하는 영역

이 어디인지에 대한 언어적 단서(중앙 혹은 주변)를 헤드폰을 통해 들었다. 순응

자극이 사라지고 난 500ms 후에 정지 상태의 검사자극이 제시되었다. 중앙영역에

서 발생되는 MAE는 주변영역에서 발생되는 MAE와 각속도는 유사할 것을 예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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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 실제 지각된 MAE의 속도는 주변영역이 빠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지

각된 MAE의 속도차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관찰자들은 해당 영역에서

발생되는 MAE의 속도는 무시하고 MAE가 지각 되는 지에 대해서만 반응하도록

지시받았다. 또한 반응이 끝날 때까지 항상 응시점에 눈을 고정시키도록 지시를

받았다. 관찰자들의 과제는 해당 영역(주변 혹은 중앙)에서 운동감이 지각되는지를

확인한 후 좌/우로 지정된 버튼 중 운동 방향에 해당되는 키보드 버튼을 누른 채

기다리다가 MAE가 사라지면 버튼에서 손을 떼는 것이었다. 각 시행에서 MAE의

지속시간은 컴퓨터에 기록, 저장되었으며, 운동순응의 누적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관찰자들의 반응이 끝난 후 모니터는 30초 동안 검은 색으로 유지되었다. 이 시간

이 지난 후 응시점이 깜박임으로써 다음 시행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관찰자들에게

알려주었다. 5개의 위상차 조건(0, 15, 45, 90, 180도 위상차 조건들), 검사 영역(2:

중앙 대 주변영역)이 조합되어 열 개의 실험 조건이 만들어졌으며, 각 조건은 2번

반복되어 20번의 시행이 하루에 실시되었다. 20번의 시행을 각기 다른 날에 반복

하여 각 조건 당 4회씩 총 40회의 시행이 실시되었다.

결과 및 논의

위상차가 없는 0도 위상차 조건에서도 MAE 번짐 현상을 보고하지 못한 3명의

자료를 제외한 10명 관찰자의 자료들의 평균이 그림 2에 각 조건별로 제시되어 있

다. MAE의 검사 영역과 두 영역의 위상차를 두 변인으로 하여 MAE의 지속시간을

반복측정 방안으로 변량 분석을 하였다. 전반적으로 운동순응 자극이 제시된 주변

영역에서 지각된 MAE의 지속시간은 약 8.0초로 운동순응 자극이 제시되지 않은

중앙영역에서 지각된 MAE의 지속시간 3.7초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F(1,9)=24.59,

p < .01). 두 영역에 제시된 격자무늬의 위상차가 커질수록 MAE의 지속시간은 짧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4,36)=7.13, p < .001), 검사 영역과 위상차의 상호 작

용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36)=15.90, p < .001). 두 변인 간 상호작용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순응영역인 주변영역에서 측정된 MAE의 지속시간

은 격자무늬의 위상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F(4,36)=.6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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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영역 격자무늬의 위상차 (도)

M
A
E

지
속
시
간

(ms)

0

2000

4000

6000

8000

10000

0 15 45 90 180

주변영역

중앙영역

그림 2. 격자무늬의 위상차에 따라 주변영역과 중앙 영역에서의 MAE 지속시간.

>.05), 비순응 영역인 중앙영역에서 측정된 MAE의 지속시간은 위상차조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4,36)=14.30 p <.001)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본 예비 실

험의 원래 목적인 비순응 영역에서의 MAE 지속시간 즉 MAE 번짐 현상이 각 위

상차 조건들 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검증한 결과 0도, 15도,

45도 조건에서의 MAE 지속시간은 각각 5.4초, 6.3초, 4.9초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지만 이들 조건들은 90도와 180도 위상조건에서 얻어진 MAE 지속시간 1.0

초들보다는 모두 긴 것으로 나타났다. 위상차가 없는 0도 조건에서 위상차 45도에

이르기까지 중앙영역의 MAE 지속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실험 1, 2에서 양안시차를 부여하기 위해 중앙영역의 위치를 변경

시켜서 발생되는 작은 위상차에 의해 중앙영역의 MAE 지속시간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가 산출될 것을 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안시차의 조작에서 발견되는

MAE 지속시간의 변화는 위상차의 효과보다는 양안시차에 의한 효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영역의 위상차가 커지면 중앙영역의 MAE는 1초정도 잠깐 발생

했다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영역 사이에 밝기 차에 의한

윤곽정보가 주어지면 MAE 번짐현상이 약화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MAE의 번짐 현

상도 밝기에 의한 윤곽정보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예비실험을 통해 주변영역과 중앙영역의 공간적 간격이 시각으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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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인 경우에 MAE의 번짐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두 영역에 제시된

격자무늬의 위상차가 45도 이하와 같이 작은 위상차는 MAE의 번짐 현상이 발생하

는 데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실험 1과 2에서 양안

시차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 영역의 위치를 약간 변화시킴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작은 위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MAE의 번짐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실험에서 사용된 자극들 중 위상차 0인 자극이 이후 실험 1, 2

의 기본 자극으로 사용되는데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실험 1. 양안시차에 의한 경사표면이 MAE의 번짐 현상에 미치는 효과

밝기 불연속은 동심원적 수용장을 가지는 망막의 신경절 세포 수준에서도 추출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윤곽 정보이지만, 대상들 간의 삼차원적 윤곽은 이차원 영상

으로부터 실제 공간 정보에 해당되는 삼차원 공간을 표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삼차원 윤곽들 중 대표적인 것이 양안 시차에 의한 깊이 차이, 즉 깊이 불연속 정

보로 이는 삼차원 표면을 재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21]. 특히 양안시

차에 의한 깊이 불연속 정보는 단안 정보만 처리되는 수준에서는 추출될 수 없으

며 양안 정보가 결합된 이후 단계에서 추출될 수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양안시차

에 의한 깊이 윤곽 정보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해당 현상이 시각 정보처리과

정의 위계의 어느 수준에서 발생되는 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22].

양안시차를 이용하여 표면 깊이를 조작한다면 이차원 영상에서의 최소한의 변

화로도 표면 깊이를 쉽게 조작할 수 있다. 만약 양안시차에 의한 깊이 차에 의해

MAE의 번짐 현상이 변화된다면 양안 정보가 수렴된 후에도 이 현상이 영향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 1과 2에서 주변 영역은 항상 중앙정면 평

면위에 있는 것으로 고정한 채, 중앙 영역에 제시된 표면 깊이를 변화시켰다. 실험

1에서는 중앙 영역의 표면이 좌, 우측으로 기울어져(slanted) 있는 상황에서의 MAE

의 번짐 현상을, 실험 2에서는 중앙 영역의 표면이 정면에 있지만 주변 영역과 다

른 깊이에 있는 상황에서의 MAE 번짐 현상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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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3. 실험 1에 제시된 입체 그림쌍이 (a)에서 (d)까지 제시되어 있다. 입체경으로 보았을 때

(a)는 중앙영역의 우측이 먼 경사 표면 조건, (b)는 주변영역과 동일 깊이에 있는 무경사 조건,

(c)는 중앙영역의 좌측이 먼 경사 표면 조건을, (d)는 통제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e)는 우측면이

먼 것으로 지각되는 경사 표면의 입체 그림쌍을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바깥쪽 회색 고리 영역

은 주변영역을 안쪽 회색 원판은 중앙 영역을 각각 나타내며 두 영역사이의 검은색 고리는 공간적

간격을 나타내고 있다. 좌측 입체 그림에서 두 영역사이의 간격은 넓지만 우측 입체 그림에서 두

영역사이의 간격은 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상세 설명은 실험 1의 자극부분을 볼 것).

방 법

관찰자

예비실험에 참가한 관찰자 중 MAE 번짐 현상을 보고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관찰자들이 실험 1에 참가하였다.

자극과 장치

기본적인 실험 장치는 이전 실험과 동일하였으며, 운동순응에 사용된 자극 또한

동일하였다. MAE를 측정하는 검사자극의 주변 영역의 크기나 격자무늬도 이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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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동일하였으며 주변 영역과 중앙 영역의 격자무늬의 위상차는 항상 0으로 고

정되어 있었다. 검사자극의 중앙영역은 실험 조건에 따라 경사 표면 혹은 무경사

표면으로 조작된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중앙 영역의 좌측이 주변영역보다 가까우

며 우측은 먼 경사 표면은 그림 3의 (e)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작되었다. 좌, 우 입

체 그림에서 주변영역의 위치나 크기는 동일하였지만, 중앙 영역의 경우 좌측에

제시된 입체 그림에서는 동심원으로 제시된 반면 우측에 제시된 입체 그림에서는

타원으로 제시하였다. 이때 우측 입체 그림의 타원 영역은 좌측 입체 그림의 원

영역과 비교해볼 때 수직 직경의 길이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수평 직경은 좌, 우측

4분씩 길게 제시하였다1). 이와 반대로 우측면이 가까우며 좌측면이 먼 경사표면은

그림 3의 (e)에 제시된 입체 그림의 좌, 우 영상을 뒤바꿔서 만들었다. 두 경사 표

면 조건이외에 무경사 조건에 사용된 자극은 좌 우 입체 그림의 중앙영역이 모두

원으로 제시되어 경사도 없이 주변영역과 동일 깊이에 있는 조건을 포함시켰으며,

이 조건의 자극은 예비 실험에서 위상차 0인 조건의 자극과 정확히 동일하였다.

이들 조건이외에 통제 조건으로 좌 우 입체 그림의 중앙 영역이 모두 타원인 조건

을 포함시켜 모두 네 개의 실험 조건이 만들어졌다.

절차

실험1의 전반적인 절차는 예비 실험의 절차와 동일하였다. 운동순응 자극이 20

초 동안 제시되고 사라진 후, 곧바로 보고해야 할 영역에 대한 언어적 단서(중앙

혹은 주변)가 헤드폰으로 주어졌다. 운동순응 자극이 사라지고 난 500ms 이후에

1) 주변영역과 중앙영역 사이의 공간적 간격 내에서 양안 시차를 이용하여 경사 표면을 조

작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들이 있었다. MAE의 번짐 현상은 두 영역 사이의 공간적 간격

이 너무 넓어지면 약해지기 때문에 공간적 간격은 제한되었다. 이 제한된 공간적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양안시차의 크기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 경사 표면의 경사도도 크게 만

들기 어려웠다. 큰 양안 시차를 부과할 수 있다하더라도 인접 영역에 제시되어 있는 다

른 자극과 양안 시차의 차이 즉 양안시차 기울기(disparity gradient)가 너무 급격하면 이중

상으로 보일 수 있어([23]) 안정적인 삼차원 표면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들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 영역의 좌우측면의 양안시차를 교차 혹은 비교차 시차 4분으

로 고정하였다.



인지과학, 제21권 제1호

- 12 -

우측경사 무경사 좌측경사 통제조건

표면 경사 종류

M
A
E

지
속
시
간

(ms)

그림 4. 중앙 영역에 제시된 표면의 경사 조건에 따른 주변영역과 중앙영역에

서의 MAE 지속시간

검사자극이 제시되었다. 검사자극으로 4개의 검사자극 조건들 중 무선적으로 선정

된 자극이 제시되었고 언어 단서로 주어진 영역에서 MAE가 지속되는 한 해당 키

보드를 누르고 있도록 하였다. 한 시행이 끝난 후 30초 동안의 휴식이 예비 실험

에서와 같이 주어졌다.

경사 표면 조건(4: 우측경사, 무경사, 좌측경사, 통제조건), 검사 영역(2: 중앙 대

주변영역)이 조합되어 여덟 개의 실험 조건이 만들어졌으며, 각 조건은 3번 반복되

어 24번의 시행이 하루에 실시되었다. 24번의 시행 각각을 2일에 걸쳐 반복하여

각 조건 당 6회씩 총 48회의 시행이 실시되었다.

결과 및 논의

실험에 참가한 10명 관찰자로부터 얻어진 자료들의 평균이 각 표면경사 조건별

로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각 개인의 자료는 각 조건 당 6번의 시행에서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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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의 지속시간의 평균을 통해 얻어졌다. MAE의 검사 영역과 중앙 영역의 표면

경사 조건을 두 변인으로 하여 MAE의 지속시간을 반복측정 방안으로 변량 분석을

하였다. 전반적으로 운동순응 자극이 제시된 주변 영역에서 지각된 MAE의 지속시

간은 약 7.3초로 운동순응 자극이 제시되지 않은 중앙영역에서 지각된 MAE의 지

속시간 4.8초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F(1,9)=21.19, p < .01). 그러나 중앙영역의

표면경사 조건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검사영역과 표면경사 조건

들 간의 상호작용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 1의 무경사 조건에 제시된 자극에서 중앙 영역은 주변 영역과 동일한 깊

이의 동일평면에 제시된 자극으로 예비 실험에서 위상차가 0인 자극과 동일하였

다. 예비실험과 실험1에의 동일한 자극상황에서 얻어진 자료를 상관표본 t-검증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 영역에서 발생

되는 MAE의 번짐 현상이 안정적임을 나타낸다. 입체 그림의 좌, 우측 자극의 중앙

영역을 모두 타원으로 제시한 통제조건의 결과도 무경사 조건과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 중앙영역을 타원으로 만드는 것에 의해 두 영역사이의 공간적 거리가

짧아진 것이 MAE의 번짐 현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실험 1의 주된 목적인 두 경사 조건(좌경사, 우경사)의 MAE 지속시간이 무경사

조건의 MAE 지속시간과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위해 중앙영역에서 지각된

MAE의 지속시간을 표면경사 조건에 대해 반복측정방안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면경사 조건에 따른 MAE지속시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3,27)=0.04 p

> .05). 즉 중앙영역에서 좌 혹은 우측으로 경사진 표면에서 발생된 MAE의 번짐

현상은 주변과 동일한 평면에 제시된 무경사 조건에서 발생된 MAE의 번짐 현상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실험의 결과로부터 깊이 불연속정보는 MAE의

번짐 현상을 차단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르다. 예를

들면 첫째, 각주 1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본 실험에 사용된 자극 조건하에서 보다

큰 경사도를 가진 조건을 포함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본 연구에 사용된 표면경사

정도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좌 혹은 우측으로 기울어져있는 표

면을 만들기 위해 중앙타원영역의 장폭 직경의 양 끝(즉 좌 우 윤곽선)은 주변 영

역과 다른 깊이를 갖고 있었지만 단폭 직경의 양 끝(즉, 위와 아래 윤곽선)은 주변

영역과 동일한 깊이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 자극을 입체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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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영역은 주변자극과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위와 아래 영역은 주변 영

역과 동일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MAE의 번짐 현상이 주변자극과 깊이

가 동일한 위와 아래 윤곽선을 통해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실험 2는 두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 영역의 모든 윤곽선의 깊이가 주변 영역과 다른 정

면표면에 놓여있는 자극을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2. 양안시차에 의한 정면 표면이 MAE 번짐에 미치는 영향

방 법

관찰자

실험 1에 참가한 관찰자가 실험 2에도 참가하였다.

자극과 장치

실험 2의 기본적인 실험 장치나 운동순응 자극도 이전 실험들과 동일하였다.

MAE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자극의 중앙 영역은 항상 정면 평행 표면에 위치해 있

었고, 중앙 표면의 입체시 깊이는 실험 조건에 따라 교차시차 조건, 비교차시차 조

건, 0 시차 조건으로 구별되었다. 비교차시차 조건에서는 그림 5의 (e)에서 보듯이

좌측 입체 그림의 중앙 영역을 동심원의 위치로부터 좌측으로 4 픽셀 이동하였고

우측 입체 그림의 중앙 영역을 동심원의 위치로부터 우측으로 4 픽셀 이동하여 좌

우 입체그림에서 중앙 영역의 위치는 동심원적 위치로부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

동시켰다. 이 자극을 입체경으로 보았을 때 중앙 영역이 주변 영역보다 멀리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에 해당되는 실제 자극이 그림 5의 (a)에 제시되어 있다. 이

와 반대로 교차시차 조건에서는 비교차시차 조건의 입체 그림의 좌 우측을 서로

바꿔 구현하였으며 입체경으로 볼 때 주변 영역보다 가까이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

다(그림 5의 c). 0시차 조건의 자극은 그림 5의 (b)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동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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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5. 실험 2에 제시된 입체 그림쌍이 (a)에서 (d)까지 제시되어 있다. 입체경으로 보았을 때

(a)는 중앙영역이 멀리 지각되는 비교차시차 조건을, (b)는 주변영역과 깊이가 동일한 0 시차

조건, (c)는 중앙영역이 가까이 지각되는 교차시차 조건, (d)는 통제조건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e)는 비교차시차 조건의 입체 그림쌍을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바깥쪽 회색 고리와 안쪽 회

색 원판은 각각 주변 영역과 중앙 영역을 나타낸다. 입체 그림의 좌 우 자극 모두에서 중앙 영역

은 원으로 제시되었으며 양안 시차를 제공하기 위해 좌 혹은 우측으로 평행이동만 하였다(상세

설명은 자극부분을 볼 것).

에서 위치변화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앙 영역이 한

쪽으로 이동되어 제시되었을 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좌,우 입체그림의 중앙영

역을 모두 한쪽방향으로 동일한 거리만큼 옮겨 양안 시차는 0인 조건을 통제조건

으로 포함시켰다. 그림 5의 (d)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조건에서는 교차조

건(혹은 비교차시차 조건)의 좌측이나 우측에 제시된 입체 그림 하나를 선정하여

이 영상을 좌, 우측 입체 그림자극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단안 자극을 볼 때 중

앙영역은 동심원의 위치에서 이동되어 있었지만 양안 시차가 없기 때문에 이 자극

을 입체경으로 볼 때 주변 영역과 깊이 차이는 지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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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실험 2의 전반적인 절차는 이전 실험들과 동일하였다. 이전 실험에 제시되었던

자극과 동일한 자극이 운동순응 자극으로 20초 동안 제시되고 사라진 후, 곧바로

보고해야 할 영역에 대한 언어적 단서(중앙 혹은 주변)가 헤드폰으로 주어졌다. 운

동순응 자극이 사라지고 난 500ms 이후에 검사자극이 제시되었다. 검사자극으로 4

개의 검사자극 조건들 중 무선적으로 선정된 자극이 제시되었고 언어 단서로 주어

진 영역에서 MAE가 지속되는 한 해당 키보드를 누르고 있도록 하였다. 한 시행이

끝난 후 30초 동안의 휴식이 예비 실험에서와 같이 주어졌다.

양안시차 조건(4: 비교차시차, 0 시차, 교차시차, 통제조건), 검사 영역(2: 중앙 대

주변영역)이 조합되어 여덟 개의 실험 조건이 만들어졌으며, 각 조건은 3번 반복되

어 24번의 시행이 하루에 실시되었다. 24번의 시행 각각을 2일에 걸쳐 반복하여

각 조건 당 6회씩 총 48회의 시행이 실시되었다.

결과 및 논의

각 관찰자별로 여덟 개의 실험 조건 당 여섯 번씩 반복 측정된 MAE의 지속시

간의 평균을 해당 조건의 원자료로 삼아 검사 영역과 중앙 표면의 입체 깊이 조건

에 대해 반복측정 방안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 1이나 여타 다른 실험

의 결과들[24, 25, 26] 에서와 유사하게 운동순응 자극이 제시된 주변 영역에서 지

각된 MAE의 지속시간은 약 7.4초로 운동순응 자극이 제시되지 않은 중앙영역에서

지각된 MAE의 지속시간 4.0초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 검사영역 변인의 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했다(F(1,9)=31.05, p < .001). 중앙영역 표면의 입체깊이에 따른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F(3,27)=1.28, p >.05), 검사 영역변인과 입체깊이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27)=1.28, p >.05). 두 변인간 상호

작용이 유의한 결과는 주변 영역에서의 MAE 지속시간은 입체깊이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F(3,27)=2.22, p > .05), 중앙 영역에서의 MAE 지속시간은 입체깊이에 따

라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F(3,27)=6.04, p <.01)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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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차시차 0시차 교차시차 통제조건

표면 입체시 깊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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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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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중앙 영역에 제시된 표면의 입체시 깊이에 따른 주변영역과 중앙영역에

서의 MAE 지속시간

중앙영역에서 발생된 MAE 지속시간을 최소 유의도 검증으로 사후비교한 결과 주

변영역과 깊이가 달랐던 비교차시차나 교차 시차조건에서의 MAE 지속시간(3.2초)

은 주변 영역과 깊이가 동일했던 0시차 조건이나 통제조건에서의 MAE 지속시간

(4.8초)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영역과 주변영역의 깊이가

다를 경우 깊이 차에 의한 윤곽정보가 주변영역에서 발생된 MAE의 번짐 현상을

어느 정도 차단하였음을 보여준다.

중앙표면이 정면표면으로 주변과 다른 깊이에 제시되었을 때 MAE의 번짐 현상

이 약화된다는 실험 2의 결과는 경사표면으로 제시된 실험 1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경사표면과 정면표면이 표면이 서로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시사하

는 신경생리학적 연구결과[27]가 있지만, 각 표면에 따른 깊이 윤곽의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실험 1, 2의 결과가 반드시 깊이 윤곽정보가 경사표면과 정면표면

에서 서로 다르게 처리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오히려 정면표면

에서 깊이 윤곽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전 윤곽 영역에서 주변영역과 구별될 수 있

었지만, 경사표면의 상하 윤곽은 주변영역과 동일한 깊이에 있었기 때문에 경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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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깊이 윤곽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입체시 깊이에 의한 윤곽이 MAE 번짐 현상을 약화시키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위상차에 의한 윤곽정보가 있는 경우보다 미약하였다. 예비실험에서 위상차가 큰

조건들(90도와 180도 위상차 조건들)에서 MAE의 지속시간은 약 1초로 나타나 위상

차와 깊이 차가 없는 조건들(예비실험의 0시차, 실험 1의 무경사조건, 실험 2의 0

시차 조건)의 중앙 영역에서 발생된 MAE 지속시간(5.4초에서 4.6초)으로부터 급격

한 감소를 보여주었지만 실험 2에서 깊이가 다른 교차시차나 비교차 시차 조건에

서의 MAE 지속시간은 3.2초로 감소 정도는 상대적으로 극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위상차에 의한 밝기 불연속의 효과보다 양안 시차에 의한 깊이 불연속의

효과가 MAE의 번짐 현상을 차단하는 데 그 효과가 미약함을 보여준다.

전체 논의

본 연구는 순응 영역에서 발생된 MAE가 인접영역으로 번져가는 현상이 깊이

불연속 정보에 의해 제약받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양안시차를 이용하

여 순응영역과 비순응영역 사이에 경사에 의한 깊이 불연속 윤곽과 표면 전체의

깊이 차이에 의한 깊이 불연속 윤곽을 제시하였다. 경사 표면이 제시된 실험 1에

서는 깊이 불연속에 의해 MAE의 번짐 현상이 약화되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표면 전체가 인접 영역과 다른 깊이에 제시되었던 실험 2에서는 깊이 불연속에 의

해 MAE 번짐 현상이 약화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색상이나 밝기정

보의 채워넣기 혹은 번짐 현상에서 밝기에 근거한 윤곽[5, 15]이나 텍스쳐[17]에 의

한 윤곽정보가 영향을 주는 것과 유사하게 깊이에 의한 윤곽정보가 MAE의 번짐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조작된 윤곽정보가

양안시차에 의한 깊이 불연속임을 고려할 때 MAE의 번짐 현상은 양안정보가 수렴

된 이후에도 윤곽정보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자극상황과 측정방법들을 사용한 여러 정신물리학적 연구들[24, 25, 26,

28, 29]에서 비순응 영역에서도 MAE가 발생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순응 영역과 비순응 영역에서 발생된 MAE를 비교했던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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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순응 영역에서 발생된 MAE의 지속시간이 윤곽정보에 의해 달라

지는 지를 살펴본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비순응 영역의 MAE에 대한 주된 설명

들 중의 하나는 큰 수용장을 갖는 운동 탐지기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예를 들어,[30]). 이러한 설명은 비록 비순응 영역에는 운동순응 자극이 제시

되지 않았지만 순응 영역과 비순응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큰 수용장을 가진 운동

탐지기가 순응됨으로써 비순응 영역에서도 MAE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비순응 영역에서 지각되는 MAE가 밝기나 깊이에 의한 윤곽정

보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사실은 비순응 영역에서 지각되는 MAE가 큰 수용장을

갖는 운동 탐지기의 순응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색상, 밝기, 그리고 텍스쳐와 같은 기본 시각속성들의 채워넣기 과정에 대해서

는 정신물리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신경생리학적 연구도 광범위하게 수행되었다.

현상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채워넣기 과정은 각기 다른 뇌 영역에서

처리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맹점에서의 채워넣기 과정은 주로 일차

시각영역인 V1[31, 32] 에서 발생되는 반면, Craik–O’Brien–Cornsweet의 밝기착시에

서의 채워넣기[33]나 텍스쳐 채워넣기[34]의 경우 V1보다는 V2에 있는 신경세포들

이 흥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각정보가 처리되는 다양한 수준

에서 각기 다른 시각속성들의 채워넣기 과정이 발생됨을 시사한다.

수직격자들이 공간적 간격을 두고 동일위상으로 제시되면 두 영역이 하나로 군

집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적, 정신물리학적 증거들이 많다. 예를 들어 정지

된 수직격자가 공간적 간격을 두고 위와 아래에서 동일위상으로 제시되면 자극이

제시되지 않은 공간적 간격영역에서도 격자가 지각된다[35, 36]. 착각적 격자가 지

각되지 않는 경우에도 격자 자극들 간의 공선성(collinearity)은 군집화의 강력한 단

서로 작용하여 대비 탐지를 촉진시키거나[38, 39, 40], 전역적 윤곽형성을 촉진시킨

다[41, 42]. 본 실험에서 동일 위상자극의 경우 중앙영역과 주변영역의 동일위상

혹은 공선성으로 인해 군집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영역

에서 발생된 MAE가 중앙영역으로 번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능적 자기공

명 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을 이용한 최근의 한 연구[43]는

물리적으로 자극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착각적 격자의 공간적 영역에 해당되는 V1

영역에 신경흥분이 발생됨을 보고하였는데, 위상차에 따른 MAE의 번짐 현상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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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V1과 같은 초기 영역에서 발생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양안시차에 의한 3D

형태나 표면 방위(surface orientation)는 MT, IT, V4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고차 영역

에서 처리됨을 시사하는 많은 신경생리학적 보고되었지만[24, 43, 44], V2와 같이

상대적으로 초기단계에서 양안시차에 의한 윤곽정보가 추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도 있다[45, 46].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MAE 번짐 현상에 영향을 미

치는 양안시차에 의한 깊이윤곽의 효과가 발생되는 정확한 뇌영역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본 자극에 사용된 자극을 이용한 뇌

영상 연구를 포함한 신경생리학적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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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depth discontinuity on spreading

of motion aftereffect to non-adapted area.

Keetaek Kham

Department of Psych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stationary image appears to move after we view a moving stimulus for a long time.

The motion aftereffect(MAE) can spread to an adjacent region if there is no contrast

discontinuity between two regions. In this study, it is investigated whether a phenomenon

of MAE spreading to an adjacent non adapting area is affected by the depth discontinuity

defined by binocular disparity. In the first experiment a disparity defined slanted pattern

was presented in an unadapted region, and in the second experiment, a disparity defined

pattern with a different depth was presented on the fronto-parallel plane. Although MAE

duration in the condition with slanted pattern was not different from that in the

non-slanted pattern condition, MAE durations in the pattern presented on pronto-parallel

plane was vividly reduced, but not completely disappear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phenomenon of MAE spreading might be affected by depth discontinuity, and could be

occurred after binocular information converges.

Keywords : motion aftereffect, depth discontinuity, sp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