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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시각 단어 재인과정에서 음운 정보가 주로 사용되는지(음운재부호화 가설)

혹은 표기 정보 중심으로 처리되고 음운 정보가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지(이중경로가설)를 살펴보는 것

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목표 단어(예: 녹말)와 음운이 완전히 일치하는 형태의 자극(예: 농

말), 목표 단어와 첫음절의 음운은 일치하지만 두 번째 음절은 일치하지 않는 자극(예: 농알), 목표 단

어와 첫음절의 표기가 일치하는 자극(예: 녹알)을 통제자극(예: 적감)과 비교하였다. 실험 1에서는 비단

어 어휘판단과제를 사용하여 비단어 처리 시 음운 정보와 표기 정보의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목표단어와 표기가 일치하는 조건은 통제조건에 비해 느린 반응시간과 높은 오류율을 보였지만 음운

정보가 일치하는 조건에서는 통제조건에 비해 빠른 반응시간과 낮은 오류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시각 단어 재인과정에서 표기 정보가 주도적으로 사용되지만, 음운정보도 어휘접근이나 그 이

후의 과정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험 2와 실험 3에서는 두 SOA조건(60ms, 150ms)에서 차폐점

화실험 패러다임을 사용한 어휘판단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실험에서 모두 일음절의 표기정보

가 동일한 조건에서만 점화효과가 나타나고 음운이 완전히 일치한 조건과 일음절의 음운정보만 일치

한 조건에서는 점화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1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시각 단어 재

인 시 표기 정보가 주로 사용되며 음운정보는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음운

재부호화가설에 비해 이중경로 가설이 한글 시각단어재인과정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함을 보여주는 경

험적 증거라 볼 수 있다.

주제어 : 단어재인, 음운경로, 철자경로, 비단어 어휘판단, 점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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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단어재인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들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심성어휘집

내의 특정 단어에 접근할 때 음운정보의 영향에 관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여러 주

장은 크게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음운정보가 표기정보

처리에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시각 단어재인 과정은 일반적

으로 표기 정보를 중심으로 처리되고, 특정한 상황(예: 저빈도 단어, 불규칙 단어)

에서만 음운 정보가 매개하여 정보가 처리된다고 주장한다. 이 가정을 기반으로

단어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설이 이중경로가설(Dual route hypothesis)이다

(Coltheart, Rastle, Perry, Langdon, & Ziegler, 2001). 이와 대조적으로 시각단어 재인과

정에서 음운정보가 주된 역할을 하고 표기 정보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는 학자들은 단어 재인과정에서 시각적으로 들어온 정보는 자동으로 음운정보를

활성화 시키며 표기정보보다는 음운 정보를 중심으로 어휘집으로의 접근을 매개한

다고 주장한다. 이 가설을 기반으로 단어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설로는

음운재부호화 가설(Phonological recording hypothesis)을 들 수 있다(Lukatela & Turvey,

1991, 1993; Van Orden & Goldinger, 1994). 이중경로가설에서는 시각 단어 재인체계

가 표기경로(Orthographic route)와 음운경로(Phonological route)의 두 가지 경로를 갖

고 있다고 보는데 표기경로는 시각정보인 자소(Grapheme)을 기본 단위로 심성어

휘집과 연결된 경로이며 음운경로는 자소를 바탕으로 하되 자소 대 음소 규칙

(Grapheme to phoneme correspondence rule)에 의해 전환된 음소(Phoneme)를 기본 단위

로 해서 심성어휘집과 연결된 경로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표기 경로에서는 심성

어휘집과의 연결이 직접적이기 때문에 표기 정보가 활성화 되면 그에 대응하는 정

보도 연속적으로 활성화된다. 반면 음운 경로의 경우에는 정해진 규칙에 따른 전

환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영어의 경우에는 문자열을 자소로 분절시킨 후 분절한

자소를 다시 음소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 단어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고 알려

져 있지만(Coltheart et al, 2001)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영어와 다른 표기 체계

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이와는 다른 과정을 거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까지 한국어

의 음소 변환과정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연구들에서 한국어의 경우

음절체 혹은 음절을 바탕으로 음운정보를 산출하고 이렇게 산출된 음운정보를 통

해 단어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된다고 추론된다(이광오, 1996; Lee, Lee, & Kim, 2010).

또한 이중경로가설에 따르면 대부분의 단어들은 연결강도가 강하고 빠른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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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거쳐서 처리되지만, 저빈도 단어나 표기경로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와 표

기 경로가 손상된 상황에서는 음운경로를 통해 단어가 처리된다고 가정한다(예:

Coltheart et al 2001; Coltheart, Curtis, Atkins, & Haller, 1993; Papp & Noel, 1991). 예

를 들어 Jared, McRae, 그리고 Seidenberg(1990)의 연구에 따르면 ‘MUST’와 같이 표기

와 음운이 일치하는 규칙단어는 표기 정보와 대응된 음운 표상과 자소 대 음소 규

칙을 통해 얻은 음운 정보의 충돌이 없으므로 명명 과제나 어휘 판단 과제 시 빠

른 반응 시간과 낮은 오류율을 보인다. 하지만, ‘GONE’과 같은 단어는 두 경로를

통해 생성된 음운 정보가 달라 음운 정보 간 충돌이 발생하게 되므로 과제 수행

시 반응 시간이 느려지고 오류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규칙성 효과는 단어 빈도에

도 영향을 받는데, Jared 와 Seidenber(1991)의 연구에 따르면 고빈도 단어(예: rose)의

처리 시에는 규칙성 효과가 없지만 저빈도 단어(예: toad)의 처리 시에는 규칙성 효

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저빈도 단어처리에서만 간접경로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며 제한적 음운 처리의 증거가 된다.

최근에는 행동실험뿐 아니라 인지신경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이중경로가설을 검

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Fiebach, Friederici, Müller, 그리고 Cramon(2002)은 fMRI

를 통해 목표자극의 빈도에 따른 활성화 영역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고빈도 단

어의 경우에는 저빈도 단어와 동음이의어보다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인

MTG(Middle temporal gyrus)영역이 활성화되었고, 저빈도 단어와 동음이의어의 경우

에는 음운정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영역인 좌반구 하전두이랑(Left inferior frontal

gyrus), 전측뇌섬엽(Anterior insula), 시상(Thalamus), 미상핵(Caudate nucleus)의 활성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뇌 영상 방법을 통해 이중경로가설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자극의 특성(예: 저빈도와 동음이의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음운정보가 사용됨

을 확인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Proverbio, Vecchi,와 Zani(2004)는 ERP

를 이용하여 목표 자극의 빈도에 따른 음소판단과제 수행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고빈도 단어에 대한 음소판단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저빈도 단어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는 조건에 비해 P150(자극 제시 후 약 150ms에서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진폭)진폭이 큼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진폭의 차이를 통해 단어의 특성에 따른 음

운정보의 활성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중경로 가설과 대조적으로 음운재부호화 가설은 시각 단어 재인과정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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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의 종류에 상관없이 음운 정보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며, 활성화된 음운 정보를

중심으로 어휘집으로의 접근을 매개한다고 주장한다(예: Dennis, Besner, & Davelaar,

1985; Meyer & Gutschera, 1975; Meyer & Ruddy, 1973; Rubinstein, Lewis, & Rubenstein,

1971).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예로 동음 비단어(Pseudo-homophone)효과를 들 수 있는

데 Rubenstein, Lewis, 과 Rubinstein(1971)은 참가자가 어휘 판단 과제를 수행할 때 동

음이의어(예; YOLK)와 동음 비단어(예: BRANE)에 대한 반응시간을 비교하였을 때

동음이의어와 동음비단어에 대한 판단이 일반적인 비단어(예: NAUZ) 판단에 비해

느려짐을 보고 하였다. 또한 Lukatela와 Turvey(1993)은 명명과제 시 동음 비단어(예:

FOLE, HOAP)와 일반 단어(예: FOAL, HOPE)의 명명시간에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이와 같이 목표 단어와 음운정보가 유사한 비단어도 실제 단어와 동일한 수준의

음운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는 시각 단어 처리 시 음운정보의 사용이 목표자

극의 어휘성에 따라 상이하게 처리되고 표기 정보에 비해 음운 정보가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중경로 가설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Lukatela와

Turvey(1994b)는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 간에 동일한 음운 정보를 부여한 조건

(TOWED→ toad)이 그렇지 않은 조건에 비해 모든 SOA조건(30, 60, 250ms)에서 목

표자극에 대한 어휘판단시간이 빨라짐을 보고했다. 초기 시각단어재인과정에서 음

운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인지신경학적 연구들도 존재하는데 Bruan, Ziegler,

Dambacher, 와 Jacobs(2008)은 어휘판단 시 표기 통제조건(예: ROFE)에 비해 동음이

의어(예: ROZE) 조건에서 더 작은 P150이 나타남을 보였으며, Grainger, Kiyonaga,

와 Holcome(2006)은 목표단어와 음운정보가 유사한 점화조건(예: brane-BRAIN)과 표

기정보가 유사한 점화조건(예: barin-BRAIN)에서 모두 통제조건(예: bosion-BRAIN)에

비해 더 작은 N250(자극 제시 후 약 250ms에서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진폭)이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

이렇듯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어 등 다양한 언어권에서 음운재부호화를 지지

하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Carreiras, Perea, Vergara, & Pollatsek, 2009;

Carreiras, Gillon-Dowens, Vergara, & Perea, 2009; Chetail & Mathey 2009; Zeguers,

Snellings, Huizenga, & van der Molen, 2014), 한국어의 경우 시각 단어 재인과정에서

음운 정보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일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글 점화과제를 이용한 박권생(1996, 1997, 1999)의 연구에서는 두드러진 음운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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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박권생(1996, 실험 1)은 ‘낙엽’의 동음 비단어인 ‘나겹’을

점화어로 제시하고 ‘낙엽’과 의미적 관련성이 높은 ‘가을’을 표적어로 설정하여 어

휘판단과제를 실시하였다. 한국어 시각단어재인과정에서 음운정보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면 ‘낙엽’이 제시된 조건과 ‘낙엽’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조건인 ‘나

겹’의 점화효과 크기가 동일하겠지만 음운이 자동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라

면 두 조건간의 점화효과 크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실제 실험

결과, 통제조건에 비해 음운점화조건의 반응시간이 유의미하게 빨라지기는 했으나

실제 단어를 제시한 조건에 비해 반응시간이 유의미하게 빠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화자극의 음운정보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었다고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같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같은 단어 ‘가치’를 점화어로 제시하고, ‘같이’의

의미적 관련성이 높은 ‘함께’를 표적어로 제시하여 명명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실

험에서도 박권생(1999)는 점화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철자지연과제를 사용

한 이창환, 김연희, 강봉경(2003)의 연구에서는 어휘판단과정에서 음운효과가 관찰

되었다. 이창환 등(2003)은 두 SOA조건(70ms, 150ms)에서 묵음초성을 지연시킨 조건

(ㅜ산 -> 우산)과 유음 초성을 지연시킨 조건(ㅜ산-> 수산)의 어휘판단시간의 차이

를 살펴보았는데 두 SOA조건 모두에서 묵음초성을 지연시킨 조건이 유음 초성을

지연시킨 조건에 비해 반응 시간이 유의미하게 빠르게 나타났다. 이들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묵음초성 지연조건에서 자동적으로 음운정보를 활성화 시켜서 이후

목표 자극의 처리과정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어 시각단어 재인 시 음운정보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사용하는 과

제의 종류에 따라서 일관적이지 않은 듯 보인다. 예를 들어 박권생(1996, 1997,

1999)의 연구는 점화과제를 사용하여 심성어휘집 접근 시 음운정보화 표기정보의

역할을 살펴보았는데 실험에서 사용한 점화 과제는 목표자극과 점화자극간의 의미

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극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나타난 음운과 표

기의 영향은 의미적 접근 이후의 영향일 수 있다. 또한 이창환 등(2003)의 연구에

서도 어휘판단과정에서 음운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지만 그들의 연구의 경

우에는 묵음으로 시작되는 제한된 단어들과 불완전한 형태의 글자를 점화자극(예:

ㅜ산)으로 제시하였으므로 한글에서 음운효과가 나타는지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내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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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비단어 어휘판단 과제를 통하여 단어처리과정에서

음운정보와 철자정보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때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명과제(Drieghe & Brysbaert, 2002; Lukatela & Turvey, 1994b, Lesch & Pollatsek, 1993)

에 비해 이 과제를 선택한 이유는 명명과제의 경우에는 참가자가 수행하는 과제가

자극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이기 때문에 음운정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처리할 가

능성이 높고, 참가자가 제시된 자극을 명명할 때 심성어휘집에 접근한 후 단어를

처리한 것인지 단순히 저장되어 있는 음운 정보를 파지해낸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Coltherart, Develaar, Jonasson, & Besner, 1977). 또한 단어를 소리 내어

읽는 것은 제시된 자극을 지각하여 처리하는 과정과 발화를 준비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명명과제를 사용하여 초기 심성어휘집 접근을 확인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Leinenger, 2014). 이에 비해 비단어 어휘판단과제는 단어 어

휘판단과제에 비해 어휘 접근 이후의 처리과정이 단순하여 단어인지 아닌지만 판

단하지 단어의 의미에 접근하는 과정과 같이 단어재인 이후의 단계들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어휘접속 과정에서 사용되는 정보의 유형을 더 잘 살펴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비단어 자극을 이용하면 단어빈도와 같이 단어재인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들을 잘 통제할 수 있어 각 비교 조건 간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실험 1에서는 Rubinstein, Lewis,와 Rubinstein(1971)

이 사용한 비단어 어휘판단과제를 변형한 과제를 통해 한글 처리과정에 음운 정보

와 표기 정보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실험 2와 3에서는 어휘 접근 이후 단계

들의 영향은 최대한 배제하면서 심성어휘집에 접근하는 과정을 살펴보기에 적합하

다고 알려진 점화과제를 사용하여 초기 음운정보와 표기정보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심성어휘집 접근과정에서 두 정보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점화

자극을 짧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험 2에서는 점화자극은 60ms간 제

시했을 때의 음운정보와 표기정보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초기 시각단어재인과제

에서 두 정보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Forster(1979)의 연구에 따르면 점화 자

극을 참가자가 인식하게 되면 그 자극과 목표 자극간의 의미적이고 통사론적인 관

계를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참가자가 점화자극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빠르게 제

시된다면 의미적 정보 접근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배제하고 자극에 의해

서 유발된 초기 효과만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험 2에서 사용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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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극이 이음절 자극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험 3에서는 보다 긴 점화자극

(150ms)을 제시하여 음운정보와 철자정보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 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험 1에서는 비단어 어휘판단과제를 통하여 한글 시각

단어 처리과정에서 철자와 음운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만약 음운재부호화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가정하는 바와 같이 시각 단어재인과정에서 음운정보가 자동적

으로 활성화 된다면 목표단어와 음운정보가 완전히 일치하는 조건 혹은 일음절의

음운이 일치하는 조건의 비단어 어휘판단 시간이 통제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느

릴 것이다. 반면에 이중경로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가정하는 바와 같이 시각

단어재인과정에서 표기정보가 음운정보에 비해 주도적으로 사용된다면 목표단어와

표기정보가 일치하는 조건의 비단어 어휘판단 시간이 통제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참가자

정상 시력 혹은 교정시력이 정상인 심리학 과목 수강생 51명이 실험에 참가하

였다. 실험에 참가한 집단은 모두 영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 재학생으로, 실험

참여에 따른 참여 점수를 받고 실험에 참가하였다.

기구

자극의 제시와 기록은 IBM호환용 컴퓨터로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은 E-Prime 2.0

을 사용하였고 17”LED 모니터 중앙에 자극이 나타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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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실험 자극은 21세기 세종 기획에서 배포한 1500만 어절 말뭉치에서 음변화 규

칙에 영향을 받는 이음절 단어(예: 녹말/농말/) 43개를 선별하였다. 자극을 선정하

는 과정에서 음변화 규칙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일음절의 형태와 소리는 변하지

않고 이음절의 형태와 소리가 변하는 단어(예; 명령/명녕/)는 제외시켰다.

조건 자극 예시

음운 완전일치 농말

일음절 음운일치 농알

일음절 표기일치 녹알

통제 적감

표 1. 실험 1의 실험 조건 및 자극 예시

비단어의 조건은 네 가지 조건으로 구분되고, 표 1은 실험 1에서 사용된 비단어

조건과 각 조건의 자극 예시를 나타낸다. 음운완전 일치 조건의 비단어는 단어와

음운이 완전히 일치하는 형태의 자극(예: 농말)이고, 일음절 음운일치 조건의 비단

어는 단어와 첫 음절의 음운이 일치하지만 두 번째 음절은 일치하지 않는 자극(예:

농알)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일음절 표기일치 조건의 비단어는 바탕이 되는 단어와

첫음절의 표기가 일치하는 비단어(예: 녹알)이며, 통제 조건은 실제 명명했을 때도

단어가 아니고 표기상으로도 단어가 아닌 자극(예: 적감)이다. 실험 1에서 참가자

는 제시되는 자극의 어휘성을 판단해야 하는 어휘판단과제를 실시해야 하므로 단

어 명명 시 음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 60개를 채우기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실

험 조건에 맞게 조작한 비단어는 동일한 단어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참

가자가 유사한 형태의 비단어를 보게 되어 반복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 조

건의 자극들은 역균형화 절차를 통하여 한 목록에 43개의 비단어 자극을 배정하여

4개의 목록을 만든 후, 실험 참가자에게 하나씩 무선적으로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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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참가자는 네 개의 실험 목록 가운데 한 개의 목록에 무선적으로 배정되어 실

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자극은 모니터를 통해 제시되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키보

드를 통해 받았다. 모든 자극은 검은색 바탕화면 중앙에 흰색 글자로 제시되었으

며, 자극의 크기는 28포인트였다. 각 시행은, 먼저 화면 중앙에 응시점(“> <”)이

1000ms 동안 제시되는 것으로 시작하고, 응시점이 사라진 후 즉각적으로 목표 자

극이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제시된 목표자극의 단어/비단어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구받았는데 제시된 자극이 단어인 경우에는 키보드의 ‘Z’키를 비단어인경우에는

‘M’키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눌러야 했다. 버튼을 누르면 자극이 사라지고

1000ms 후에 다음 시행이 시작되었다. 연습시행 12회와 본 시행 103회를 실시하였

으며 연습 시행에서는 참가자가 수행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었으나

본 시행에서는 피드백을 주지 않았다.

그림 1. 실험 1에서 사용된 비단어 어휘판단과제 절차

결과 및 논의

분석은 채우기 자극으로 사용된 단어자극에 대한 반응을 제외하고 비단어 자극

에 대한 반응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참가자의 반응시간이 250ms에서 1000ms

이내였기 때문에 극단치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 표 2는 비단어 조건에 따른

평균 반응시간과 오류율을 나타낸다. 변량분석은 참가자를 무선변인으로 하는 분

석(F1)과 실험자극을 무선변인으로 하는 분석(F2) 두 가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

한 참가자별 또는 실험 자극 별 조건에 따른 반응시간과 오반응률의 평균치를 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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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

완전일치

일음절

음운일치

일음절

표기일치
통제조건

반응시간

(ms)

601.47

(74.10)

578.76

(69.78)

639.50

(82.04)

602.77

(81.33)

오류율

(%)

8.47

(9.14)

5.59

(7.72)

13.92

(10.57)

9.51

(9.54)

표 2. 실험 1의 조건별 반응시간(ms)와 오류율(%)의 평균 및 표준편차

반응 시간을 분석한 결과 조건에 따른 반응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

다(F1(3,150)=19.44, p<.01, η2
=.28; F2(3,126)=7.15, p<.01, η2

=.14). 계획비교를 통해

조건에 따른 반응 시간을 살펴본 결과 음운 완전일치 조건과 통제 조건 간 반응

시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t(50)=-.14; ns, p>.10), 일음절 음운일치 조건은

통제조건과 비교하여 반응시간이 유의미하게 빨라졌고(t(50)=-4.11, p<.01), 일음절

표기 일치조건은 통제조건과 비교하여 반응시간이 유의미하게 느려졌다(t(50)=4.48,

p<.01).

오반응률 분석 결과도 반응시간과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었는데, 조건에 따른 오

류율의 차이는 F1 분석에서 유의미하였고(F1(3,150)=8.18, p<.01, η2=.14) F2분석에서

도 경향성을 보였다(F2(3,126)=2.44 , p=.06, η2=.05). 계획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

과 음운 완전일치 조건과 통제 조건 간 오류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t(50)=.63; ns, p>.10), 일음절 표기 일치조건(t(50)=-2.17, p<.05)은 통제조건에 비해

더 높은 오류율을 보였고, 일음절 음운일치 조건(t(50)=2.51, p<.05)은 통제조건에

비해 더 낮은 오류율을 보였다.

실험 1의 반응 시간과 오반응률을 분석한 결과 첫음절 표기 정보가 목표단어와

일치하는 조건은 통제 조건에 비해 반응 시간이 유의미하게 길고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이는 단어재인 시 어휘접근과정에서 철자정보가 주로 사용된다는 이중경

로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첫음절 음운 정보가 목표단어

와 일치하는 조건의 경우에는 반응 시간이 통제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짧고 낮

은 오류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음운 재부호화가설이나 이중경로 모델만으

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Van Orden(1987)의 활성화-확인(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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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모형을 적용하면 실험 1의 현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음운 정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각적 단어재인에 관여하게 된다. 첫 번째

는 어휘접근 이전의 영향으로 시각적으로 입력된 정보가 어휘접근 전에 빠르게 해

당하는 음운 정보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활성화된 음운 정보가 심성어휘집 접근

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며 두 번째는 음운적으로 활성화된 정보에 바탕을 둔 철자

정보를 실제 표기정보와 비교하여 부정확한 표상을 억제시키는 과정이다. 이 모형

에 따르면 음운 정보는 어휘접근에 사용될 수 있지만 시각적으로 들어온 정보와

음운 정보를 비교하여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정화(Cleanup)시키는 과정에 사용될

수 있다(Leinenger, 2014). 따라서 일음절 음운일치 조건의 경우에는 초기의 활성화

단계보다는 이후의 확인과정에 영향을 미쳐 입력된 정보가 어휘집내의 정보와 대

응되지 않는 다는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통제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빠른 어

휘판단 시간을 보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음운 완전일치 조건의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단어와 음운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움 효과가 상쇄되어 통제

조건과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실험1의

결과는 철자 정보와 음운정보가 모두가 활성화되기는 하지만 어휘접근 및 비단어

판단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목표단어와 표기정보

가 유사한 비단어의 경우에는 철자정보를 빠르게 활성화시킴으로써 비단어에 대한

판단을 느리게 했지만, 목표단어와 음운정보가 유사한 비단어의 경우에는 어휘접

근 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후에 음운 정보를 통해 활성화된 철자정보와 시각적

으로 제시된 표기정보를 비교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비단어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확인단계에서의 음운 정보의 영향

가능성은 실험1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어휘접근 과정에서의 음운정보와 표기정보의

영향으로 해석하게 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어휘접근 이후의 단계들의 영

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심성어휘집에 접근하는 과정에서의 음운정보와 표기정보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어휘접근 과정을 살펴보는데 적합하다고 알려진 점

화과제를 사용하여 실험 2와 3을 진행하였다.



인지과학, 제26권 제1호

- 12 -

실험 2

실험 2는 Holcomb와 Grainger(2006)가 사용한 차폐점화실험 패러다임을 한국어에

맞게 변환하여 진행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심

성어휘집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음운 정보와 표기 정보의 영향이기 때문에 본 실험

에서는 단어의 의미적 접근 이후에 활성화되는 음운정보의 영향을 배제하고 심성

어휘집 접근 처리만을 보기 위하여 점화자극의 제시시간을 짧게(60ms) 설정하고

(Neely, 1991; 이광오, 정진갑, & 배성봉, 2007), 점화 조건에 따른 목표 단어의 반응

시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만약 표기정보가 주도적으로 사용된다면, 점화자극으로

목표자극과 일음절 표기를 공유하는 자극을 제시한 조건에서 촉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각단어 재인과정에서 목표자극의 음운정보가 자동적으로 활

성화되어 어휘집 접근에 영향을 미친다면, 목표자극과 음운이 완전 일치하는 점화

자극 조건과 목표자극과 첫 음절의 음운이 일치하는 조건에서 모두 촉진효과가 나

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참가자

정상 시력 혹은 교정시력이 정상인 심리학 과목 수강생 44명이 실험에 참가하

였다. 실험에 참가한 집단은 모두 영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 재학생으로, 실험

참여에 따른 참여 점수를 받고 실험에 참가하였다.

기구

실험 1과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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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43개의 점화자극- 목표자극 쌍을 실험자극으로 사용하였고, 표 3은 실험 2에 사

용된 실험 조건과 그 조건에 해당되는 자극의 예시를 나타낸다. 이때 목표자극은

실험 1에서 비단어 조건을 만드는데 바탕이 되었던 단어(예: 녹말)이며 점화자극은

실험 1에서 사용된 비단어 조건들과 동일하다. 실험 2에서도 실험 1과 동일하게

참가자는 제시되는 목표자극에 대해 어휘판단 과제를 실시해야 하므로 점화자극과

목표자극 모두가 비단어로 구성된 점화자극-목표자극 쌍 43개가 채우기 자극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점화 조건을 추가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목

적이 음운정보와 표기정보에 따른 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단어

재인과정에서 초기과정에 음운정보와 표기정보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

이기 때문이며 또한 실험 조건의 수를 줄여 통계적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

로 점화자극을 이용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사용되는 방법이다(예: 김연희 & 이창환,

2004; 이창환, 김연희, & 강봉경, 2000).

조건 자극 예시

음운 완전일치 농말 - 녹말

일음절 음운일치 농알 - 녹말

일음절 표기일치 녹알 - 녹말

통제 적감 - 녹말

표 3. 실험 2의 실험 조건 및 자극 예시

절차

실험 자극은 모니터를 통해 제시되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키보드를 통해 받았

다. 모든 자극은 검은색 바탕화면 중앙에 흰색 글자로 제시되었으며, 자극의 크기

는 28포인트였다. 각 시행은, 먼저 화면 중앙에 응시점(“> <”)이 1000ms 동안 제

시되는 것으로 시작되고 응시점이 사라진 후 사전 차폐자극(zzzz)이 500ms 동안 제

시된다. 사전 차페자극이 사라지고 나면 동일한 위치에 점화자극이 60ms 동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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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고 즉각적으로 후행 차폐자극(####)이 20ms 동안 보여 진 뒤 연속적으로 목

표 자극이 제시된다. 목표 자극은 실험 1과 동일하게 참가자가 반응 할 때까지 노

출되며, 참가자는 제시된 자극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단어면 ‘Z’를 비단어

면 ‘M’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누르도록 지시받았다. 참가자가 버튼을 누르면

목표자극은 사라지고 1000ms 간 빈 화면이 제시된 후 다음 시행이 시작되었다. 참

가자는 연습 시행 8회와 본 시행으로 목표단어가 단어인 시행 43회와 비단어가 목

표단어인 시행 43회, 총 94회의 수행을 하였다.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수행을 위해

연습 시행에서는 수행에 따른 피드백을 주었으나 본 시행에서는 피드백을 주지 않

았다.

그림 2. 실험 2에서 사용된 어휘판단과제 절차

결과 및 논의

분석은 채우기 자극으로 사용된 비단어 자극에 대한 반응을 제외하고 단어 자

극에 대한 반응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참가자의 반응시간이 250ms에서

1000ms이내였기 때문에 극단치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 표 4는 점화 조건에

따른 참가자의 평균 어휘판단 시간과 오류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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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

완전일치

일음절

음운일치

일음절

표기일치
통제조건

반응시간

(ms)

581.49

(72.94)

587.99

(60.24)

568.66

(71.93)

591.57

(67.65)

오류율

(%)

7

(11.09)

5.59

(9.16)

5.15

(7.53)

4.75

(7.71)

표 4. 실험 2의 조건별 반응시간(ms)와 오류율(%)의 평균 및 표준편차

반응시간 분석 결과 조건에 따른 점화효과는 F1분석과 F2분석 모두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했다(F1(3,117)=2.69, p<.05, η2
=.06; F2(3,126)=3.544, p<.05, η2

=.07). 조

건에 따른 점화효과를 살펴본 결과 음운 완전일치 조건(t(39)=-1.13; ns, p>.10)과 일

음절 음운 일치 조건(t(39)=-.43; ns, p>.10)에서는 통제 조건과 비교하면 점화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일음절 표기일치 조건과 통제조건 간에서 반응

시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t(39)=-2.27, p<.05). 오류율 분석 결과 조건

에 따른 목표단어에 대한 촉진효과는 F1분석과 F2분석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

다.(F1(3,117)=.58; ns, p>.10; F2(3,126)=.49; ns, p>.10). 이러한 결과는 시각단어 재인

과정에서 철자정보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음운정보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음운점화효과를 보고한 영어권 연구의 연구들은 주로 일음절 글자를 점

화자극으로 사용하고 이에 따른 점화효과를 살펴보았다(Lukatela & Turvey, 1994b;

Holcomb & Grainger, 2006). 또한 60ms의 자극 제시 시간은 일음절 자극인 경우에

적합하지 이음절 자극인 경우에는 지나치게 짧았을 수도 있다. 실제로 스페인어를

이용한 이음절 점화과제에서 SOA가 60ms인 경우에 비해 80ms인 경우에 점화효과

가 더 크다는 보고도 존재한다(Carreiras & Perea, 2002). 따라서 60ms이상의 점화시

간을 이용하여 다시 음운 정보와 철자정보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어 실험 3에서는 실험2와 동일 자극을 사용하고 150ms SOA를 사용하여 실험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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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3

실험 3에서는 점화 제시 시간을 150ms 조정하고 점화자극의 정보 유형에 따라

목표자극에 대한 점화효과의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만일 실험 2의 결과가

점화자극이 너무 짧게 제시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실험 3의 결과도 실험 2와

동일하여 점화자극으로 목표자극과 일음절 표기를 공유하는 자극을 제시한 조건에

서만 촉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참가자

정상 시력 혹은 교정시력이 정상인 심리학 과목 수강생 48명이 실험에 참가하

였다. 실험에 참가한 집단은 모두 영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 재학생으로, 실험

참여에 따른 참여 점수를 받고 실험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실험 3의 자극은 실험

1과 실험 2와 동일하므로 이전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구, 재료, 절차

실험 2와 같은 기구, 자극, 절차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실험 2의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채우기 자극인 비단어에 대한 반응은 제외하고

단어에 대한 반응만을 분석하였으며 각 참가자의 반응시간이 250ms에서 1000ms이

내였기 때문에 극단치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 표 5는 점화 조건에 따른 참가

자의 평균 어휘판단 시간과 오류율이다.



태진이․이창환․이윤형 / 한국어 시각 단어재인과정에서 음운정보와 표기정보의 역할

- 17 -

음운

완전일치

일음절

음운일치

일음절

표기일치
통제조건

반응시간

(ms)

554.61

(64.83)

562.63

(60.44)

538.45

(79.53)

558.60

(69.56)

오류율

(%)

3.29

(6.89)

4.57

(8.38)

3.72

(7.4)

4.66

(7.17)

표 5. 실험 3의 조건별 반응시간(ms)와 오류율(%)의 평균 및 표준편차

반응시간을 분석한 결과 조건에 따른 반응 시간 차이는 두 분석 모두에서 유의

미했다(F1(3,141)=5.03,p<.05,η2
=.09; F2(3,126)=2.85, p<.05, η2

=.06). 계획비교를 통해

조건에 따른 점화효과를 살펴본 결과 음운 완전일치 조건(t(47)=-.71; ns, p>.10)과

일음절 음운 일치 조건(t(47)=.57; ns, p>.10)에서는 통제 조건과 비교하면 점화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실험 2의 결과와 동일하게 일음절 표기일치 조건과

통제조건 간에서 반응 시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t(47)=-3.4, p<.05). 오류

율 분석 결과 조건에 따른 목표단어에 대한 촉진효과는 F1분석과 F2분석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F1(3,117)=.43; ns, p>.10,; F2(3,126)=.40; ns, p>.10).

따라서 실험 2에서 제기한 문제점인 이음절의 점화자극을 처리하기에 제시시간

이 짧았다는 문제점을 보안하여 실험 3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단어와 일음

절 표기정보가 일치한 조건에서만 목표 단어 판단의 촉진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어 시각단어 처리과정에서는 표기정보가 주도적으로 처리되고 음운정보가 부

수적으로 처리된다는 이중경로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종합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시각단어재인 시 음운정보가 자동으로 활성화 되어

이를 바탕으로 심성어휘집에 접근하는지 혹은 표기 정보 중심으로 처리되고 음운

정보가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음운재부호화 가설과

이중경로가설 중 어떤 가설이 한국어 시각단어재인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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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는 것이다.

실험 1은 Rubinstein, Lewis, 그리고 Rubinstein(1971)의 비단어 어휘판단과제를 한국

어에 맞게 변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실제 단어와 표기가 유사한 조건

(예: 녹알)만 통제조건(예: 적감)에 비해 어휘 판단시간이 느려졌고 이를 통해 한국

어 처리과정에서 표기정보가 주도적으로 사용되고 음운정보는 부수적으로 사용됨

을 확인하였다. 다만 실험 1의 경우 첫음절 음운 정보가 일치하는 비단어 조건의

경우에는 반응 시간이 통제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짧고 낮은 오류율을 보이는 음

운정보의 역 점화효과가 나타났다.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그 원인을 살

펴볼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일음절 음운일치 조건이 활성화-확인 모형(Van

Orden, 1987)에서 제안하는 시각적 단어재인 시 음운정보가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

중 어휘접근 이전에 시각적으로 입력된 정보가 음운 정보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기 보다는 음운적으로 활성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휘집에서 확인하

는 과정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험 2와 실험 3에서는 어휘집 접근 이

전에 매개하는 정보의 역할을 밝히기 위해 널리 쓰이고 있는 점화 과제를 사용하

여 시각 단어 처리과정에서 음운과 표기정보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실험

2(60ms)와 실험 3(150ms) 모두에서 목표 단어와 일음절 표기정보가 일치하는 점화

자극을 제시한 조건(예: 녹알-녹말)만 통제 조건(예: 적감-녹말)에 비해 어휘판단시

간이 유의미하게 빨라졌다.

만일 음운재부호화 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한글에서도

음운정보가 자동적으로 활성화 된다면 실험 1에서는 실제 단어와 음운정보가 일치

하는 비단어 조건의 어휘판단 시간이 통제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느릴 것이고,

실험 2와 실험 3에서는 목표단어와 음운정보가 완전히 동일한 조건과 첫음절의 음

운정보가 동일한 점화 조건들이 목표단어에 대한 어휘판단과정을 촉진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실제 단어와 음운

정보가 일치하는 조건의 경우에는 통제조건과 차이가 없고 표기 정보가 일치하는

조건에서만 점화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1의 결과와 종합하면 본 연

구는 한글의 처리과정에서 표기정보가 주도적으로 처리되고 음운정보는 사용된다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들어온 정보와 음운 정보를 비교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만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음운재부호화 가설과 이중경로 가설 중 이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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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설이 한국어 시각단어처리과정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

거이다.

여러 언어권의 연구들에서 단어재인과정에 음운정보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

는 음운재부호화 가설이 더욱 지지를 받고 있는(Carreiras, Perea, Vergara, & Pollatsek,

2009; Carreiras, Gillon-Dowens, Vergara, & Perea, 2009; Chetail & Mathey 2009; Zeguers,

Snellings, Huizenga, & van der Molen, 2014) 최근의 연구 흐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의외일 수 있다. 하지만, 영어권 연구에서 음운점화효과가 항상 나타났던

것은 아니고, 영어권에서의 음운점화효과가 유사한 실험절차와 자극을 사용하였을

때 반복 검증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영어권 연구자

들은 점화자극의 제시시간이 무의식적인 처리 단계를 반영하는 범위에서는 음운

점화효과를 발견하기가 힘들다고 보고하였으며, 기존에 보고된 음운 점화효과는

음운의 어휘접근 후 계산에 기인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Rastle &

Coltheart, 1999). 또한 박권생(2003)이 제안한 바와 같이 한글의 모음은 그 형태가

유사하여 점이나 획 하나의 유무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기정보

에 보다 세밀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글 단어재

인 시 적어도 초기에는 표기정보 중심의 정보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타당하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 2와 실험 3에 사용한 단어는 상대적으로

고빈도인 단어들 이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중경로 가설에 따르면 대

부분의 단어 들은 연결강도가 강하고 빠른 표기 경로를 거쳐서 처리되지만, 저빈

도 단어나 불규칙단어의 경우에는 음운경로를 통해 단어가 처리된다. 따라서 표기

정보가 일치하는 조건에서만 점화효과가 나타나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불규칙 단어,

즉 음변화 규칙의 영향을 받는 단어의 경우에는 두 경로를 통해 전달된 정보의 경

쟁으로 인해 반응 시간이 느려지고 정확성이 느려지기는 하지만 고빈도 단어의 경

우에는 직접통로를 통해 주로 처리되므로 음운정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이중경로 가설의 설명과 부합된다.

한국어의 경우 개개의 음절은 음운과 표기의 대응이 규칙적이지만 두 개의 음

절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음운과 표기의 불규칙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도 본 연구

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조혜숙 & 남기춘, 2002). 표기심도가설에 따르면 이렇

게 규칙성이 적은 체계를 심층 표기(deep orthography)체계라고 부르며 이러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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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주로 표기 정보를 사용해서 정보가 처리된다(예: Frost, Katz, & Bentin, 1987;

Katz & Feldman, 1983; Katz & Frost, 1992). 이 가설에 따르면 음운과 표기가 잘 대

응되어 있는 표층 표기(shallow orthography)체계의 경우에는 두 개의 경로 중 간접

경로에 의존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다분히 음운적으로 처리될 수 있지

만 심층 표기 체계의 경우에는 직접경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음운처리가 제한

적이라 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음변화가 있는 한국어 이음절 단어라

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단어들의 처리 시 심층표기체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경로가 우선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실험결과와 반대로 몇몇 뇌파연구 결과들은 한국어 단어재인에서

음운재부호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권유안, 조혜숙, 남기춘(2013)은 동음

이의어와 비동음이의어의 go/no-go 어휘판단 시 발생하는 사건관련전위를 비교하였

는데 이들의 결과에서는 동음이의어와 비동음이의어의 N400(자극제시후 약 400ms

에서 음의 방향으로 최대 진폭을 보이는 파형) 진폭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N400 진폭의 크기는 표적 단어의 의미 활성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Kutas & Federmeier, 2011), 만약 표기위주의 처리가 선

행한다면 단어의 표기에 따른 의미 만이 활성화되고 따라서 N400 진폭은 동음이

의어이건 비동음이의어이건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권유안

등(2013)의 연구에서 동음이의어의 N400이 비동음이의어의 N400보다 더 크게 나타

난 것으로 미루어보아 적어도 시각적으로 들어온 정보와 음운 정보를 비교하여 입

력된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나 그 이후의 의미 활성화 단계에서는 음운정보가 사용

된다는 것은 분명한 듯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행동연구와 뇌파연구의 불일치성

은 행동실험이 음운의 영향을 포착해내기 충분한 민감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

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뇌파연구에서도 점화과제를 실시하여 이를 확인해 볼 필요

성이 있다. 또한 실험 2에서 점화자극을 60ms로 제시 했을 때 음운 점화효과가 나

오지 않았던 이유를 이음절 점화자극 처리하기에 자극의 제시시간이 짧았을 것이

라 예상하였으므로 추후에는 일음절 점화자극을 제시하고 어휘판단 과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어권에서의 점화과제는 대문자로 구성된 점화자극과 소문자로 구성된 목표자

극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는 대문자와 소문자간의 글자 형태가 상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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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정보의 영향이 점화자극으로부터 목표자극에 전이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한

글의 경우는 글자 크기나 폰트를 다르게 하였다하더라도 일부 글자(예: ㅇ)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글자들이 직선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점화자극에서 목표자극

으로의 표기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 즉, 글자의 구성 방식으로 인하여 점화자극에

서 목표자극으로의 지각적인 표기중첩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크고 이러한 특

성이 표기정보의 영향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점화자극과 목표자극 간에

차폐자극을 사용하여서 이러한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의 차

폐자극 제시시간이 충분한 차폐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기존연구가 없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ms 정도의 차폐자극 제시가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한 관심사는 아니지만 시각 단어재인 시 차폐의

효과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빈도의 불규칙단어를 이용하여 시각단어 재인시

음운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중경로 가설에 따르면 저빈도 단어나 규칙단

어의 경우에는 음운정보가 철자정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

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빈도와 규칙성을 조작한 실험을 통하여 시각단어재인 시 음

운정보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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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Orthographic and Phonological

Priming in Korean Visual Word Recognition

Jini Tae ChangHwan Lee Yoonhyoung Lee

Yeungnam University Sogang University Ye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phonological information or the

orthographic information plays a major role in visual word recognition. To do so, we used

a non-word lexical decision task(LDT) in Experiment 1 and masked priming tasks in

Experiement 2 and 3. The results of Experiment 1 showed that reaction times and the

error rates were affected by the orth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non-word stimuli

such that orthographically similar non-words condition showed prolonged reaction times

and higher error rates than control condition. In Experiment 2 and Experiment 3, the

participants performed masked priming lexical decision tasks in two SOA conditions(60ms,

150ms). The results of the both experiments showed that the orthographically identical

first syllable priming facilitated lexical decision of the target words while both of the

pseudo-homophone priming and the phonologically identical first syllable priming did not.

The dual route hypothesis(Coltheart et al, 2001), assuming that orthographic information

rather than phonological information is the major source for the visual word recognition

processes, fits well with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Key words : word recognition, phonological route, orthographic route, non-word LDT, priming


